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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간호사 이직 비용을 산정하고, 간호사 이직이 환자안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간호사 보유 전략을 제시하고 수행하는데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서울시내 일개 상급종합병원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재직간호사 7,894명, 신규간호사 1,207명, 이직간호사 724명의 인사 
및 비용 자료를 사용하여 이직률 및 이직 관련 비용을 산출하였다. 간호사
의 이직 관련 비용은 채용전 비용과 채용후 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으
며, 채용전 비용에는 광고‧모집비, 공석 충원비, 신규채용비를 포함하였고, 
채용후 비용에는 교육‧훈련비,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 사직비를 포함하였다. 생산성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생
산성 손실 기간과 손실 정도에 대한 수간호사 71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병원간호사회 사업보고서의 상급
종합병원 이직 간호사 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
사 이직 비용을 추정하였다. 이직 비용은 2013년 기준으로 현재가치를 산
출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대상 병원의 간호사 이직률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간호사 이직률은 평균 9.2%였다. 근무연수에 따른 이직률은 1년미만 
간호사가 평균 16.2%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단위 유형별 이직률은 중환자
실이 평균 13.1%로 가장 높았다.
  이직간호사 1인당 이직 비용은 2013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4천 576만원
으로 추정되었으며, 민감도 분석 결과 최소 1천 254만원에서 최대 2억 
4,241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분석대상 병원의 간호사 이직 비용은 연간 97
억 1천만원으로 추계되었고, 민감도 분석 결과 최소 49억 1백만원에서 최
대 381억 8천 6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전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간
호사 이직 비용을 추정해 보면 기본 시나리오에서 1,991억 55백만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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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민감도 분석 결과 최소 1,005억 21백만원에서 최대 7,832억 8백만
원이었다.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안전 인식도 간에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간호사 이직률은 환자안전 인식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
며, 간호사 이직률과 간호사 이직이 해당 간호단위의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사 이직이 병원 경영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효
과와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간호사 이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행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간호사 이직률, 간호사 이직 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 환자안전 인식도
학  번 : 2008-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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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인구구조 및 질병양상의 변화, 생활수준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보건의료제도의 개편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병
원 종사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적절한 수로 확보하여 이를 질적으로 유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Tesone, 2013).
  그러나 최근 간호사 부족현상과 함께 간호사 이직이 보건의료계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이직 비용은 경영학적 측면에서 병
원경영자가 관리해야 하는 지표로 강조되고 있다(Hayes et al. 2006, 
Baumann, 2010).
  병원간호사회의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간
호사의 실제적인 이직률은 2012년 16.8%, 2013년 16.9%로 미국 
14.2%(Nursing Solutions Inc., 2014), 영국 10.0%(Morris, 2007)에 비
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의 이직사유는 ‘타 병원으로 이직’이 
19.4%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출산 및 육아’ 15.9%, ‘업무 부적응’ 
13.0%의 순이었다(병원간호사회, 2013).
  간호사의 이직 증가는 간호사들의 업무량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간호
사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감소시키고 소진을 증가시킨다(정정희, 김
지수와 김경희, 2008).
  이직이 조직의 새로운 변화를 촉진하고 유능한 인력으로의 대체가 가능
하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으나(Hayes et al., 2006; Jones & Gate, 
2007), 조직차원에서는 신규간호사를 채용하고 일정기간 교육 및 훈련을 
시키는 데 많은 비용이 지출되므로 재정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Liou,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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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이직과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에는 이직 및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Hayes et al., 2006; Beecroft, Dorey & 
Wenten, 2008; Baernholdt & Mark, 2009; Leiter & Maslach, 2009; 
Liou, 2009; Hauck, Quinn Griffin & Fitzpatrick, 2011), 이직 비용 산
정에 관한 연구(Hoffman, 1985; Wise, 1990; Jones, 1990a, 1990b, 
2004, 2005, 2008; Waldman, Kelly, Aurora & Smith, 2004; 
O’Brien-Pallas et al., 2006; Lewin Group Inc., 2009; Patterson et 
al., 2010; North & Hughes, 2006), 이직이 환자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Duffield, Roche, O’Brien-Pallas & Catling-Paull, 2009; 
Lee, Tzeng, Lin & Yeh, 2009; Bae, Mark & Fried, 2009; 
O’Brien-Pallas, Murphy, Shamian & Hayes, 2010) 등이 있었다. 하지
만 국내 연구는 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정정희 
등, 2008; 문숙자와 한상숙, 2011; 조영경, 2013, 안영숙, 2012; 박종선과 
박복남, 2008)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이직 비용 산정에 대한 연구는 이현
주(1994) 외에는 없었다. 이현주(1994) 연구는 광고‧모집비, 공석충원비, 
사직비, 채용비, 교육‧훈련비의 합으로 간호사 이직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과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었다.
  간호사 이직 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비교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비용 산정 방법이 다양하여 연구결과를 비교하는데 한계
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외국과는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이 다르고 간호
사 이직 요인에 차이가 있어 국내에서도 간호사 이직 비용 산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사 이직 비용은 전세계적으로 병원경영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
고 있어, 간호사 이직의 실제 비용과 병원경영에 미치는 재무적 효과에 대
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 이직 비용을 산정하여 
이직이 병원경영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보유하기 위한 중요성을 강
조하고,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및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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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 이직 비용을 산정하여 이직이 병원경영에 재
무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직을 예방
하기 위한 중재 및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
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 이직률의 연도별, 간호유형별, 근속년수별 추이를 분석한다.
 2) 간호사 이직 비용을 산정하고, 구성 항목을 분석한다.
 3)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이직 비용을 추정한다.
 4)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안전 인식도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3. 용어 정의

1) 이직

  이직이란 간호사 자신이 속한 현 조직을 떠나거나 조직 내 부서를 이동
하여 업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Baumann, 2010). 본 연구에서는 간호
사가 현재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떠나는 외부 이직을 의미하며, 자발적인 
이직과 비자발적인 이직을 모두 포함하였다. 

2) 이직률

  이직률이란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규간호사 중 이직자수를 
총 정규간호사수로 나누어 계산한 값(Jones, 1990a, 1990b,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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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O’Brien-Pallas et al., 2006)으로 정의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연간 
정규간호사 중 이직자수를 총 정규간호사수로 나누어 계산한 값으로 산정
하였다. 그리고 휴직 중 이직한 간호사의 경우에는 신규간호사의 대체가 
휴직년도에 발생하므로 휴직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이직간호사수에 포함
하였다.

3) 이직 비용

  이직 비용이란 조직을 떠난 간호사의 이직 비용과 새로운 사람으로 대
체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는 이직과 관련된 비용을 구
성하는 항목을 설정하고, 각 항목의 비용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합계함으
로서 구할 수 있는데(Jones, 2005), 본 연구에서는 채용전 비용과 채용후 
비용으로 구분하였다. 채용전 비용은 광고‧모집비, 공석 충원비, 채용비의 
합으로 산정하며, 채용후 비용은 교육‧훈련비,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 사직비의 합으로 산정하였다.

4) 환자안전 인식도

  환자안전 인식도란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환자안전사건
(Bae et al., 2009; Duffield  et al., 2009; Lee et al., 2009; 
O’Brien-Pallas et al., 2010; North et al., 2013)에 대해 해당 간호단위
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인식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투약 오류
에 대한 환자안전 인식도, 낙상에 대한 환자안전 인식도, 욕창에 대한 환
자안전 인식도, 환자안전의 전반적인 수준에 대한 인식도, 간호사 이직으
로 인해 해당 간호단위의 환자안전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인식
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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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 정의, 이직의 원인, 이직의 결과에 대해 문헌고찰 
하였으며, 이직의 결과는 이직이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간호조직 및 
환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이직의 정의

  이직이란 직원 자신이 속한 현재의 조직을 떠나거나 조직내 다른 부서
로 이동하여 업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속한 현 조직을 떠나는 
경우를 외부이직이라 하며, 조직내 타부서로 이동하여 업무를 변경하는 것
을 내부이직이라고 한다(Baumann, 2010). 
  또한 이직은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된다(Jones, 1990; 
Tesone, 2013; 손원준, 2014). 자발적 이직은 회사에 불만이 있거나 보다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전직과 결혼, 임신, 출산, 
가족의 이주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직으로 나누어진다. 비자발적인 이
직은 회사규칙 위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해고와 경제적 불황
이나 인력과다로 인한 인력감축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정리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구분된다(손원준, 2014).
  이직은 또한 회피가능한 이직과 회피불가능한 이직으로 구분될 수 있는
데 회피가능한 이직은 경영자의 노력에 의해서 이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직으로서 급여, 복리후생,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이 주요 이직원인이 되
고 있으며, 회피불가능한 이직은 질병, 사망, 정년퇴직 등 사용자가 통제
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이직이다(Tesone, 2013). 조직관리 측면에서 볼 
때 이직관리는 자발적 이직, 그 중에서도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회피
가능한 이직을 가능한 억제함으로써 인적자원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어
야 한다(손원준, 2014).
  이처럼 이직의 정의가 다양하므로 연구에서 이직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Hayes 등(2012)에 의하면 Boyle과 



- 6 -

Miller(2008), LeVasseur, Wang, Mathews과 Boland(2009)의 연구에서
는 외부이직과 내부이직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으나, Beecroft 등
(2008)의 연구에서는 외부이직만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Li와 
Jones(2013)에 의하면 Jones(1990a, 1990b, 2004, 2005, 2008), 
Wise(1990) 연구에서는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을 모두 포함하여 연
구하였으나, O’Brien-Pallas 등(2006)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이직만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직의 정의가 연구마다 차이가 있어 이직률 계산법이 표준화되지는 않
았으나, 이직률은 이직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
다. 이직률의 계산방법에는 전체 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총이직률과 전체 
이직자 중에서 회피불가능한 이직자를 제외시켜 통제가능한 이직을 대상
으로 하는 순이직률이 있다(손원준, 2014). Jones(1990a, 1990b, 2004, 
2005, 2008)와 O’Brien-Pallas 등(2006)의 연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규직원 중 이직자수를 총 정규직원수로 나누어 이직률을 계산하였다. 여
기에서 총 정규직원수는 회계연도 첫 날 직원수와 마지막 날 직원수의 평
균으로 계산하였다. 이직률의 또 다른 계산법에는 회계기간 내 채용된 직
원수를 기초로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채용된 직원수를 평균 직원수로 나누
어 계산하였다. 이처럼 이직률의 조작적 정의는 문헌마다 다양하며, 이직
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계
산될 수밖에 없다(Tesone, 2013). 
  인적자원 관리에서 이직률 외에 안정성 지표(stability index)에 대한 계
산도 필요하다. 안정성 지표는 근무기간 동안의 직원수에 기초하며, 전년
도에 근무한 직원수를 1년 전에 채용한 직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지
표는 신규직원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지만 인적자원 관리를 할 때 이직률
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 다른 안정성 지표 계산방법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수를 평균 직원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Tesone, 
2013). 
  이와 같이 계산법은 다양하나 최근 논문에서 보고한 각 국가별 간호사 
이직률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13.9%(Nursing Solutions Inc., 2014),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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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10.5%(Morris, 2007), 캐나다는 19.9%(O’Brien-Pallas et al., 
2010), 우리나라는 16.9%(병원간호사회, 2013)로 우리나라의 간호사 이직
률이 미국과 영국에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2. 적정 이직률

  만일 어느 기업의 직원이직률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경우 그 기업은 효
율적인 인사정책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직원이직률이 업
종 평균에 비해 극히 낮은 경우에는 얼핏 보아 효율적인 채용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직원이동의 정체는 오히려 기업의 활동을 침체
시키고, 새로운 직원이 조직으로 들어와서 조직에 활력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다(손원준, 2014). 관리자가 이직률이 감소되기를 원한다면 이는 보
유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Tesone, 2013). 따라서 관리자
는 적정한 이직률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Figure 1>에서 보는 것처럼 이직, 충원, 훈련의 효과가 평가될 때 적
정한 이직이 유지될 수 있다(Tesone, 2013).  <Figure 1>에서 가로축은 
이직률이고, 세로축은 이직비용(turnover costs, TC), 보유비용(retention 
costs, RC), 총이직비용(total turnover costs, TTC)을 표시하고 있다. 
<Figure 1>에서 TC곡선은 이직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직비용(이직, 충원, 
훈련)이 점점 증가하는 모양을 하고 있고, RC곡선은 이직률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비용이 점점 감소하는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TTC는 
총이직비용을 나타내는데 TTC=TC+RC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이직률에 대
해 U자형 모양을 하고 있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직률이 증가할수록 이직비용(TC)은 
증가하고 보유비용(RC)은 감소하는데, 총이직비용(TTC)은 이직률이 증가
함에 따라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적정 이직률 수준에서 최소가 되고, 이를 
넘어서면 다시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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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ptimal Turnover Rate

  총이직비용(TTC)이 최소화되는 이직률을 적정 이직률(TO0)이라고 하는
데, 이는 이직비용과 보유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달성된다. 이를 수학
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직률을 TO라고 하면 총이직비용(TTC)은 
TTC를 TO에 대해 1차 미분한 값이 0(제로)일 때 최소가 된다. 즉, 
d(TTC)/d(TO)=0. 따라서 f’+g’=0의 조건으로부터 적정 이직률(TO0)이 도
출된다. 적정 이직률은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C=RC의 조건
에 의해서도 도출된다.

      TC = f(TO),   f’>0
      RC = g(TO),   g’<0
      TTC = TC + RC = f(TO) + g(TO)

  만약 실제 이직률이 적정 이직률(TO0)보다 높아지면 보유비용은 감소하
지만 이직비용이 그보다 더 증가하여 총이직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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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직률이 적정 이직률보다 낮게 되면, 이직비용은 줄어들지만 보유비
용이 더 증가하여 총이직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직비용과 보유비
용을 적정선에서 유지하면서 적정 이직률을 유지하는 것이 인적자원 관리
에서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적정 이직률이 몇%인지는 엄밀한 실증분석
을 해보아야 한다. 다만, 임상 현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평균 이직률 16.9%
는 조직의 활력 차원을 넘어 숙련된 간호사의 조기이직으로 인한 업무효
율성 저하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간호사 이직률
은 적정 이직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이직의 원인

  간호사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직을 한다. 직무만족, 자율성, 의사결정 권
한, 근무환경, 관리자의 지지, 경력개발 기회, 급여, 복지혜택 등이 모두 
간호사 이직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력부족, 과도한 업무량, 
불규칙한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의사 및 다른 직종 간의 관계, 질 높은 
간호제공 능력 등이 간호사 이직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연
령, 교육정도, 성별, 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이직의도, 소진, 직무스트
레스, 조직 몰입 등), 도덕적 신념, 건강, 가족상황 등 개인적인 요인들도 
이직하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중 몇 가지는 조직에 의
한 것으로 간호관리자 또는 최고관리자의 경우 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Finkler, Jones와 Kovner, 2014).  
  또한 간호사 이직행위 이전에 선행 변수인 의직의도의 영향요인을 파악
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호사 이직의도에 
있어서 직무만족, 심리사회적 근무환경, 조직문화와 같은 조직의 특성이 
이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업무량, 스트레스, 소진 또한 이직의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과도한 업무량은 간호사들이 이직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업무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간호사의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
다. 과도한 업무량과 정서적 지지의 부족은 간호사로 하여금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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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진을 유발시켜 이직의도를 증가시킨다(Hayes et al., 2012). 
  간호관리자의 리더십 스타일도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이다. 동료보다 관리자가 의직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간호사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요인에는 연령, 업무능력, 성별, 
근무경력, 교육수준이 있으며,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에는 
승진기회, 급여와 복지혜택이 있다(Hayes et al., 2012). 
  Flinkman, Leino-Kilpi와 Salantera(2010)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인구학적 요인, 업무 관련 요인, 개인 
관련 요인이 있다. 연령이 적을수록, 남성일수록 이직의도가 증가되었으
며, 낮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낮은 급여로 인한 
직무불만족, 가족-업무 갈등,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이직의도가 증가하
였다.
  국내 연구에서 이직의도와 관련이 있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
준, 직위, 결혼여부, 근무형태, 경력, 급여 등이 있었고, 상황적 요인으로
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 내부마케팅, 소진 변수가 많이 조사
되었다. 이직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는 연령, 근무형태,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등이 있었다(김종경과 김명자, 2011).
  김은혜(2014) 연구에 의하면 이직의도의 예측변수 중 이직의도와 양의 
관계가 있음이 보고된 변수는 직무스트레스, 소진, 역할갈등, 성격, 업무과
부하, 보수적 조직문화, 감정노동, 피곤, 조직냉소주의, 직장가정갈등이었
으며, 음의 관계가 보고된 변수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문화, 임파워먼
트, 감성리더십, 유머, 혁신적 조직문화, 직무착근도, 멘토링, 간호환경, 조
직시민행동, 조직동일시,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 전문직 자
아개념, 상사관계, 자아존중감이었다. 
  간호사의 이직의도가 실제 이직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얼마인지는 아직 
국내에서 밝혀진 것이 없다. 이직의도가 높으면 이직률도 높게 될 것이라
고 추론은 할 수 있지만 이직의도를 보인 간호사 중에서 과연 몇 %가 실
제 이직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이직
자료에 근거하여 이직 관련 비용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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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직의 결과

1) 간호사의 이직이 병원경영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

  직원을 대상으로 이직비용을 산정할 경우 보통 회사를 떠난 직원의 비
용만을 고려해야하나, 정확한 산정방법은 이직함으로써 생기는 이직비용과 
새로운 사람을 대체함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이직할 당시에 발생되는 비용만을 의미하고, 후자의 경우는 이직한 
조직 구성원에게 유발된 총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최종태, 2008).
  이직비용을 제대로 측정해 놓아야만 적정 이직률을 유지하면서 이직과 
선발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직비용은 대체로 조직을 떠나
는 비용(퇴직금, 위로금 등), 모집 및 선발비용,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훈련 비용, 과소 활용된 설비 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 등을 포함한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이직비용과 인력보유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 적
정 이직률이 된다. 따라서 해당기업의 이직률이 적정 이직률을 초과하게 
되면 이직관련 총비용이 증가해서 결국 조직유효성이 저하된다(손원준, 
2014). 
  간호사 이직은 세계적으로 병원 예산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국가와 연구
자마다 이직비용 계산법과 이직에 대한 정의가 달라서 이직비용 추정에서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비용추정법에 근거한 비교가 
필요하다(Hayes et al., 2012).
  간호사 이직비용에 관한 연구에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Hoffman(1985), Wise(1990), Jones(1990a, 1990b, 2004, 2005, 2008), 
이현주(1994), Waldman 등(2004), O’Brien-Pallas 등(2006), Lewin 
Group Inc.(2009), Patterson 등(2010), North와 Hughes(2013)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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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thodology and categories of turnover costs
Author Year Methodology Category

Hoffman 1985 -
1. Advertising‧recruiting costs
2. Hiring costs
3. Orientation‧training costs
4. Turnover costs

Wise 1990 - Accession costs
Jones 1990

a,b NTCCM* Direct and indirect costs
Jones 1992 NTCCM Direct and indirect costs

Lee 1994 -

1. Advertising‧recruiting costs
2. Costs of unfilled positions
3. Termination costs
4. Hiring costs
5. Orientation‧training costs

Waldman et 
al. 2004 -

Following the phase of 
employment(hiring, training, 
working, and termination)

Jones 2004 
2005 NTCCM Pre-hire and post-hire costs

OBrien-
Pallas et al. 2006

Nurse 
Turnover 
Model

Direct and indirect costs

Jones 2008 NTCCM Pre-hire and post-hire costs

Lewin Group, 
Inc 2009 -

1. Termination costs
2. Costs of unfilled positions
3. Advertising and recruiting costs
4. New staff training‧orientation 
costs

Patterson et 
al. 2010 NTCCM Pre-hire and post-hire costs

North & 
Hughes 2013

Modified cost 
of turnover 
checklist 
piloted by 
O'Brien-Pallas 
et al. 

Direct and indirect costs

 *NTCCM :　Nursing Turnover Cost Calculation Methodology

  Hoffman(1985)은 이직비용 절감을 위한 비용구성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시도하였고, Wise(1990)는 이직을 진단하고 중재하는 도구를 만들
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Jones(1990a, 1990b, 2004, 2005, 200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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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이직비용의 산정을 간호관리자가 병원의 자원배분에 활용하도록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이현주(1994)는 간호관리자가 간호사 이직에 따르는 
비용을 분석하여 간호사 보유전략을 세우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
구하였다. Waldman 등(2004)은 조직유효성을 평가하고 의료기관 관리자
에게 경영에 대한 이해에 증진시키기 위해 연구하였으며, O’Brien-Pallas 
등(2006)은 간호사 보유전략을 세우고 비용측정법을 제공하며, 인력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Lewin Group Inc.(2009)은 숙련된 간
호사의 보유전략을 마련하고자 이직비용을 산정하였고, Patterson 등
(2010)은 이직비용 산정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관리에 더 많은 정보
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North와 Hughes(2013)는 이직비용이 간호사, 
환자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중에서 Jones(1990a, 1990b, 2004, 2005, 2008)와 Patterson 등
(2010)의 연구는 Nursing Turnover Cost Calculation 
Methodology(NTCCM)를 이용하여 이직비용을 추정하였다(Table 1). 
NTCCM은 경영학자 Hall의 Turnover Costs Estimation Model과 간호
학자 Hoffman의  Nursing Turnover Costs Calculation Methods를 
수정, 보완하여 Jones가 1990년에 개발한 간호사 이직비용 추정방법으로
서 인적자본이론과 경영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Jones는 이직비용을 직접
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였는데, 직접비에는 광고‧채용비, 공석 충원비, 모집
비가 포함되며, 간접비에는 사직비, 교육‧훈련비,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을 포함시켰다(Jones, 1990a, b). 
  또한 Jones(2004, 2005)는 개량된 NTCCM을 개발하였으며, 이 도구는 
채용전(pre-hire) 비용과 채용후(post-hire) 비용으로 구성된다. 채용전 
비용은 모집, 채용, 공석을 충원하기까지 발생된 비용으로서 광고‧모집비, 
공석 충원비, 채용비가 포함되며, 채용후 비용은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신
규간호사가 채용된 이후 발생된 비용으로서 신규간호사의 교육‧훈련비, 신
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 이직간호사와 관련된 생산성 손실 비용, 사직
비이다. 채용전 비용 및 채용후 비용에는 직접비과 간접비가 모두 포함된
다. 개량된 NTCCM에서 적용된 이직비용의 시간 프로세스는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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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Jones, 2004).

Figure 2. Turnover costs accrual timeline

  Hoffman(1985)의 연구에서는 이직비용에 광고‧모집비, 채용비, 교육‧훈
련비, 사직비 항목을 포함시켰으며, Wise(1990)의 연구에서는 이직비용을 
모집비, 채용비, 교육‧훈련비로 구성하였다. 이현주(1994)의 연구에서는 간
호사 이직비용 구성항목으로 광고‧모집비, 공석충원비, 사직비, 채용비, 교
육‧훈련비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며, Waldman 등(2004)은 채
용, 훈련, 사직, 생산성 손실과 같이 채용단계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였다. 
O’Brien-Pallas 등(2006)은 직접비로 광고‧모집비, 공석충원비, 채용비를, 
간접비로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 교육‧훈련비, 사직비를 포함하였
다. Lewin Group Inc.(2009)은 사직비, 공석충원비, 광고‧모집비, 교육‧훈
련비로 이직비용을 산정하였다. North와 Hughes(2013)는 
O'Brien-Pallas 등의 Nurse Turnover Model을 수정보완하여 직접비에 
광고‧모집비, 채용비, 공석충원비를 포함시키고, 간접비에는 프리셉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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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의 생산성 손실 비용, 교육‧훈련비, 사직비를 포함시켰다.
  이 중에서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을 추정한 연구는 
Jones(1990a, 1990b), Waldman 등(2004), O’Brien-Pallas 등(2006), 
North와 Hughes(2013)의 연구였으며,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 외
에 이직전 생산성 손실 비용을 산정한 연구에는 Jones(2004, 2005), 
Patterson 등(2010)의 연구가 있었다. Hoffman(1985), Wise(1990), 이현
주(1994), Lewin Group Inc.(2009)의 연구에서는 생산성 손실 비용이 고
려되지 않았다. 
  생산성 손실 비용은 숨겨진 비용으로 신규직원이 업무를 배우는 동안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신규직원에 의해 업무를 방해받는 수 있다는 전제하
에 산정된다. Hall(1981)이 제시한 학습곡선과 관련된 비효율성을 측정하
기 위하여 “신규직원은 숙련된 직원에 비교할 때 얼마나 능숙하다고 생각
하는지 1점에서 100점까지 중 점수를 매겨주세요”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신규직원이 숙련된 직원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평균 얼마나 기간
이 소요될까요?”라고 질문하여 소요기간을 산정한 후 일당 급여를 소요기
간에 곱하여 동일한 기간 동안 생산성 손실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관리자나 동료의 생산성 손실 비용도 측정할 수 있다. 신
규직원이 질문을 하거나 신규직원에게 시범을 보이고, 업무를 도와주거나 
보완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생산성 손실 정도의 비율을 산정하고 생산성 
손실이 회복되는데 소요기간을 산정한 후 일당 급여를 소요기간에 곱하여 
관리자나 동료의 생산성 손실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Hinkin & Tracey, 
2000).
  이직비용 항목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모집비는 간호사 이직에 의
해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모집하는 것과 관련된 비
용으로서 모집업무 담당 직원의 인건비와 물품비용, 직업박람회, 세미나, 
학교설명회 방문비용, 광고비 등이 포함된다. 공석 충원비는 간호사 이직
으로 인한 공석으로 발생된 비용으로서 시간제 간호사 비용, 시간외 근무 
수당, 병상폐쇄로 인한 손실, 해당 병동 직원의 생산성 손실 비용, 환자 
치료 연기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하며, 채용비는 간호사를 충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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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등을 시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인터뷰를 시행하는 직원의 인건
비, 물품비용, 채용과정상의 비용, 보너스, 경력 및 신원 확인 비용을 포함
한다. 교육‧훈련비는 신규간호사에게 정책과 절차에 대해 교육 및 훈련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교육직원의 인건비, 물품비용, 강의실 사용료, 프
리셉터 비용이 포함된다.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은 신규간호사는 
교육‧훈련기간 동안에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환자간
호시 기대되는 생산성의 90% 수준을 달성하기까지 요구되는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불되는 급여를 조사한 후 Hall(1981)의 학습곡선을 참고하
여 산정한다. 이와 함께 관리자 및 동료의 생산성 손실 비용 등도 포함된
다.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은 이직하기 전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서 이직간호사, 동료, 관리자의 비용을 포함한다. 사직비는 간호사의 이직
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으로 이직면담직원의 인건비, 물품비용, 잔여휴가비
용, 병가비용, 조기퇴직으로 인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Jones, 2005). 이 중
에서 개량된 NTCCM에서 추가된 항목에는 공석충원비(해당 병동 직원의 
생산성 손실 비용, 환자치료 연기로 인한 손실), 채용비(경력 및 신원 확인 
비용),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관리자 및 동료의 생산성 손실 비
용),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이직간호사, 동료, 관리자의 비용), 사직비
(조기퇴직으로 인한 비용)이 있다.
  연구마다 이직비용을 산정한 방법이 다르지만 이직비용을 산정한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직 1건당 비용으로 Hoffman(1985)은 $1,524, 
Wise(1990)는 $11,740, Jones(1990a, 1990)는 $10,098, 이현주(1994)는 
￦1,695,563, Waldman 등(2004)은 $23,487~31,486, Jones(2004, 2005)
는 $62,100~67,100, O’Brien-Pallas 등(2006)은 $21,514, Lewin Group 
Inc.(2009)은 $36,567, Patterson 등(2010)은 $71,614, North와 
Hughes(2013)는 NZ$23,800으로 추정하였으며, Jones(2004, 2005)와 
Patterson 등(2010)의 연구에서 가장 많은 이직비용이 측정되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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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turnover costs

Author Year $/
Turnover

Total 
turnover cost

Percentage of 
each cost category

Hoffman 1985 $1,524 $304,759 Advertising‧recruiting 44%
Orientation‧training 33%

Wise 1990 $11,740 $0.6~1.3million -

Jones 1990
a,b $10,098 $0.6~1.6million

($902,590)
Direct 61%
Indirect 39% 

Jones 1992 $12,147 $1.1million Direct 64% 
Indirect 36%

Lee 1994 ￦1,695,563 ￦210,249,928 Orientation‧training 62%
Termination 22%

Waldman et 
al. 2004 $23,487

~31,486 $6.1~8.2million Training 67%
Productivity loss 26%

Jones 2004 
2005

$62,100
~67,100 $5.9~6.4million Pre-hire 80~86%

Post-hire 14~20%
OBrien-
Pallas et al. 2006 $21,514 - Direct 30% 

Indirect 70%

Jones 2008 $82,000
~88,000 $7.9~8.5million Pre-hire 82~87%

Post-hire 12~20%

Lewin 
Group, Inc 2009

$36,567
($14,225
~60,102)

- Unfilled positions 41%
Orientation‧training 27%

Patterson 
et al. 2010 $71,614 - Pre-hire 14%

Post-hire 65%
North & 
Hughes 2013 NZ$23,800 - Direct 86%

Indirect 14%

2) 간호사 이직이 간호조직과 환자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 이직은 간호사의 생산성 감소와 조직의 비효율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Jones, 2008). North와 Hughes(2006)는 숙련된 간호사
가 신규간호사를 교육하는 “프리셉터”로 근무할 때 생산성이 손실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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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으며, O’Brien-Pallas 등(2010)은 높은 간호사 이직률은 간호
사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협하고 낮은 직무만족을 보이게 하며, 또 다른 
이직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간호사 이직률은 이직비용과 
관련이 있으며, 이직비용 중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과 임시간호사 
충원비용은 환자의 위해사건과 관련이 있다(North et al., 2013).
  그러나 간호사 이직이 간호조직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
며, 오히려 조직이 침체되는 것을 막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Bae et al., 2009). Hayes 등(2006)의 
문헌고찰연구에서 간호인력과 환자간호의 질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Ulrich 등(2010)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수와 간호인력 구성비율의 변
화가 과도한 이직을 초래할 수 있고, 신규간호사수, 시간제 간호사는 간호 
조직과 환자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간호사 이직이 다양한 환자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Duffield 등
(2009)은 간호사 이직이 환자에게 위해사건을 일으킬 수 있고, 간호의 연
속성을 감소시키며, 간호사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
다. Lee 등(2009)의 연구에서도 간호사 이직이 증가함에 따라 투약오류, 
낙상 등 위해사건의 건수가 증가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O’Brien-Pallas 
등(2010)의 연구에서는 간호사 이직이 증가할수록 역할 모호성이 증가되
어 투약 오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Bae 등(2009)의 
연구에서도 이직이 없는 간호단위보다 이직이 있는 간호단위에서 환자 낙
상건수가 증가하고, 투약오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Castle과 Engberg(2006)의 연구에서도 이직률이 증가할수록 욕창, 억제대 
사용, 유치도뇨관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North 등
(2013)도 낙상, 투약오류 등 환자안전 문제는 병원으로 하여금 수백만 달
러를 잃게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Gardner 등(2007)의 연구에서는 간호사 이직이 증가함에 따라 간
호에 만족하는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간호사 이직과 
같은 간호인력의 불안정성은 환자간호의 연속성과 환자 간호의 질을 감소
시킬 수 있다(Bae et al. 2009). 또한 간호사 이직은 간호의 질을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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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해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Duffield et al., 2009).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간호사 이직이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다. 우리나라는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국내의 많은 병원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침묵의 문화, 부끄러운 
문화, 그리고 비난의 문화로 인식하고 있다(김일훈, 2005),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자안전 문화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도가 증가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환자안전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조혜
원과 양진향, 201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직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나, 간호조직
과 환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 결
과를 재무적인 측면(이직의 비용)과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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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이직과 관련된 비용을 추정하고, 간호사 이직이 환
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설명적 조사연구이며, 표본자료의 수집
에 근거하여 이직비용을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양적 연구이다.

  2. 연구의 분석 틀

  본 연구의 분석 틀은 Jones(1990)의 Nursing Turnover Model과 
O’Brien-Pallas 등(2006)이 개발한 Nurse Turnover Model을 바탕으로 
<Figure 3>과 같이 구성하였다.  보건의료환경, 의료기관, 간호부서, 개인별 
특성이 간호사 이직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간호사 이직은 이직비용(채
용전 비용, 채용후 비용)을 발생시키고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직의 결과를 분석하여 간호사 이직을 감소시키고, 간호사 보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 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직비용과 환자안전 
인식도를 조사하여 간호사 이직이 병원경영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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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ramework of the study

  3.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내 일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
으로 하여, 재직간호사 7,894명, 신규간호사 1,207명, 이직간호사 724명의 
인사 및 비용 자료를 사용하여 이직률을 산출하고 이직비용을 추정하였다. 
이직의 정의는 외부이직을 의미하고, 자발적인 이직과 비자발적인 이직을 
모두 포함하였다.
  또한 간호사 이직비용 중 생산성 손실 비용을 산정하고, 간호사 이직이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생산성 손실 비용과 환자안전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자는 서울시내 일
개 상급종합병원 간호단위 수간호사 72명이었다. 설문조사에 앞서 연구대
상 병원의 간호부서를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연
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기간은 2015년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2주간이었으며, 총 72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71부의 설
문지를 회수하여 98.6%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100%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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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되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이직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3
년까지 병원간호사회 사업보고서의 상급종합병원 이직간호사수를 활용하
였다(병원간호사회, 2009, 2010, 2011, 2012, 2013).

  4.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간호사 이직률

  이직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고, 간호사 이직률을 분석하기 위
하여, 이직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조사지(부록2)와 간호단위별 인력현황 
조사지(부록3)를 이용하여 간호부서와 인사부서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직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근무병동, 입사일자, 퇴직일자, 현근무
지 발령일, 휴직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간호단위별 인력현황으로는 수간호
사수, 정규간호사수, 단시간간호사수, 이직간호사수 등을 조사하였다.

2) 간호사 이직비용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이직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Jones(2005)의 개
량된 Nursing Turnover Cost Calculation Methodology를 검토하여, 
연구대상 병원의 근무환경에 맞게 일부 수정‧보완하였으며, 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Jones(2005)의 연구와 동일하게 간호사 이직비용을 채용
전 비용과 채용후 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며, 채용전 비용에는 광고‧
모집비, 공석충원비, 채용비를 포함하였고, 채용후 비용에는 신규간호사의 
교육‧훈련비,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 
사직비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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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Jones’ updated NTCCM* and this study’s

Jones’ study (2005) This study’s (2015)
Pre-hire costs Pre-hire costs
 Advertising and recruiting  Advertising and recruiting

• Recruitment personnel salaries 
and expenses

• Supplies
• Job fairs, seminars
• Student visitation days
• Advertising

• Recruitment personnel salaries 
and expenses

• Supplies
• Job fairs, seminars
• Student visitation days
• Advertising

 Vacancy  Vacancy
• Temporary nurses
• Overtime
• Closed beds
• Productivity of unit staff
• Patient deferrals
• Adoption of new staffing 

programs

• Temporary nurses

 Hiring  Hiring
• Interviewing personnel time, 

salaries, and expenses
• Employment processing
• Bonuses
• Search firm costs
• Background checks

• Interviewing personnel time, 
salaries, and expenses

• Employment processing

Post-hire costs Post-hire costs
 Orientation and training  Orientation and training

• Training personnel salaries and 
expenses

• Supplies
• Equipment
• Preceptors

• Training personnel salaries and 
expenses

• Supplies
• Equipment
• Preceptors

 Decreased new RN† productivity  Decreased new RN productivity
• New RN productivity during 

“learning” period
• Supervisor/co-worker 

productivity

• New RN productivity during 
“learning” period

• Supervisor/co-worker 
productivity

 Decreased pre-turnover 
 productivity

 Decreased pre-turnover 
 productivity

• Departing RN
• Co-workers
• Supervisor

• Departing RN
• Co-workers
• Supervisor

 Termination  Termination 
• Exit interview personnel time, 

salaries
• Supplies and expenses
• Unused vacation and sick time
• Early retirement

• Exit interview personnel time, 
salaries

• Supplies and expenses

 *Updated NTCCM : Updated Nursing Turnover Cost Calculation Methodology 
 †RN : Registered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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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Jones(2005)의 연구와 본 연구는 간호사 이직비용 세부항목에 
일부 차이가 있다. 공석충원비의 경우 연구대상 병원은 이직간호사로 인해 
공석 발생시 다른 간호사들이 추가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병
상폐쇄나 환자지연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임시 간호사 충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제외하였다. 채용비의 경우 채용 프로세스가 전산화되어 관
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였다. 사직비의 경우 연구대상 병
원은 연차 휴가비를 연초에 지급하고 사직할 경우 사용한 연차 휴가비만
큼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있어 잔여휴가비 항목은 제외하였다(Table 3). 
  본 연구에서는 <Table 3>의 간호사 이직비용 항목을 조사하기 위하여 
간호사 급여 조사지(부록4), 시간외근무 조사지(부록5), 결산서 조사지(부
록6)를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Updated Nursing Turnover Cost Calculation Methodology는 내용
타당도, 구성타당도가 검증된 도구이지만(Patterson et al., 2010), 본 연
구에서는 이 도구를 기초로 일부 수정‧보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타당
도 검증을 위하여 경제학자, 간호대학교수, 간호관리자, 질향상전문가, 공
인회계사 등 7명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에게 각 항
목별로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적합함’, ‘매우 적합함’의 
4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 CVI)를 구하였으며, 모든 항목이 0.75이상이었다.

3) 생산성 손실 비용

  간호사의 이직 비용 중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은 간호사 이직 비용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지(부록8)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Hall(1981)의 학습곡선과 Hinkin와 Tracey 
(2000)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 동료의 생산성 손실 비용,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 
이직전 동료의 생산성 손실 비용으로 구성되었다. 신규간호사가 90% 생산
성에 도달하는 기간, 동료간호사 및 이직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기간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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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생산성 손실 정도는 0%에서 100%까지 비율
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은 신규간호사가 환
자 간호시 기대되는 생산성의 90% 수준을 달성하기까지 요구되는 기간 
동안에 지불되는 급여와 동료의 생산성 손실 비용의 합으로 산정하며, 이
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은 이직간호사, 동료의 생산성 손실 비용의 합으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도구도 전문가 집단에 의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시행하
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내용타당도 지수가 0.75 이상이었다.

4) 환자안전 인식도

  환자안전 인식도는 환자안전 인식도 조사지(부록8)를 이용하여 조사하였
다. 본 연구도구는 Bae 등(2009), Duffield 등(2009), Lee 등(2009), 
O’Brien-Pallas 등(2010), North 등(2013)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
구자가 개발하였으며 투약오류, 낙상, 욕창발생 등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도로 구성되었다. 환자안전 인식도 조사는 해당 간호단위가 투약오류, 낙
상, 욕창발생, 환자안전의 전반적 수준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
하는지를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직이 해당 
간호단위의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작성하
도록 하였다. 본 연구도구도 전문가 집단에 의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시행
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내용타당도 지수가 0.75 이상이었다.

  5.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현재가치 

  본 연구의 연구변수에는 간호사 이직률, 간호사 이직비용과 그 구성항목
(광고‧모집비, 공석충원비, 채용비, 교육‧훈련비,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 사직비), 환자안전 인식도가 포함된다
(Table 4). 변수의 정의와 조작적 정의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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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riables and operational definitions in the study

Variable Definition Operational Definition
(Calculation)

Turnover 
rate

The turnover rate was 
the percentage of the 
number of RNs who left 
during the fiscal 
year(EY).

Turnover rate = (Number of RNs 
who left during the FY)/(Average 
number of RNs employed during 
the FY)×100

The number of RNs excluded 
part-time nurses and included 
retired nurses and temporary 
leave nurses.

Turnover 
cost

Turnover costs are 
separated into pre-hire 
and post-hire costs.

Pre-hire costs were 
incurred during the 
recruitment and hiring 
of RNs to fill RN 
turnover vacancies.

Post-hire costs were 
incurred after new RNs 
were employed to fill 
RN turnover vacancies.

Pre-hire costs were the sum of  
(1) advertising and recruiting 
costs, (2) vacancy costs, and (3) 
hiring costs.

Post-hire costs were the sum of 
(1) orientation and training costs, 
(2) new RN productivity loss costs, 
(3)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costs, and (4) termination costs.

Adjust the sum to determine the 
total costs and multiply by the 
number of RNs who turned over 
to calculate the total RN turnover 
costs.

Advertising/
recruiting 
costs

Advertising/recruiting   
costs were associated 
with attracting new RNs  
to fill vacancies caused 
by prior RN turnover. 

Advertising/recruiting costs were 
the sum of (1) advertising costs, 
(2) school and job fair visits   
costs, (3) student nurse hiring 
program costs, and (4) student/ 
professor visitation days costs.

Adjust the sum to determine the 
total costs and divide by the 
number of employees who were 
selected to calculate the per RN 
turnover costs; multiply by the 
number of RNs who turned over 
to calculate the total RN turnover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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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efinition Operational Definition
(Calculation)

Vacancy 
costs

Vacancy costs were 
incurred while 
attempting to fill open 
positions that resulted 
from RN turnover.

Vacancy costs were temporary 
nursing costs (premium paid to 
existing RN staff to cover RN 
vacancies). 

Multiply the number of working 
days by pay per day to calculate 
temporary nursing costs; multiply 
by the number of RNs who turned 
over to calculate total RN   
turnover costs.

Hiring costs

Hiring costs were 
incurred when a 
prospective RN   
employee entered the 
interview process or 
accepted a position to 
fill a RN turnover 
vacancy.

Hiring costs were the sum of (1) 
employment processing Interviews, 
(2) clothing allowance, and (3) 
physical exam/vaccination costs.

Adjust the sum to determine the 
total costs; divide by the number 
of employees who were selected to 
calculate the per RN turnover 
costs; multiply by the number of   
RNs who turned over to calculate 
the total RN turnover costs. 

Clothing allowance included 
uniform, working shoes, etc. 

Orientation/
training 
costs

Orientation/training   
costs were incurred 
while familiarizing new   
RNs with policies and 
procedures to fill RN 
turnover vacancies. 

Orientation/training costs were the 
sum of (1) staff time and salaries, 
(2) orientation costs, (3) preceptor 
system costs, and (4) supply/ 
equipment costs.

Adjust the sum to determine the 
total costs; divide by the number 
of new employees to calculate the 
per RN turnover costs; multiply by 
the number of RNs who turned 
over to calculate the total RN 
turnover costs.

Termination 
costs

Termination costs were 
incurred upon the 
departure of RNs.

Termination costs were the sum 
(1) exit interviews costs and (2) 
termination processing costs.

Adjust the sum to determine the 
total costs; multiply by the 
number of RNs who turned over 
to calculate the total RN turnover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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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efinition Operational Definition
(Calculation)

Productivity 
loss costs

Productivity loss costs 
were separated into 
productivity loss costs 
(New RNs, co-worker) 
and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costs 
(leaver, co-worker). 

Productivity loss costs 
experienced by a new 
RN were incurred 
during the duration to 
become 90% as 
productive as seasoned 
RNs.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costs experienced 
by leavers were 
incurred during 
3-month period prior to 
turnover

Productivity loss costs were the 
sum of (1) the productivity loss 
costs for new RNs and (2) the 
productivity loss costs for 
co-workers.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costs 
were the sum of (1) the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costs 
for departing RNs and (2) the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costs 
for co-workers.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calculate the productivity loss 
costs. 

Sensitivity analysis consisted of a 
baseline scenario, Sensitivity   
analysis Ⅰ(the duration of the 
productivity loss), sensitivity 
analysis Ⅱ(unit analysis), and 
sensitivity analysis Ⅲ(foreign   
case study).

Multiply the level of productivity 
loss and the duration of the 
productivity loss by the pay per 
day to calculate the productivity 
loss costs; multiply by the number 
of RNs who turned over to 
calculate the total RN turnover 
cost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meant how safe  
a patient was in nursing 
unit.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was separated 
into perception on 
medication error, falls, 
bed sores, overall 
patient safety and 
impact of turnover on 
patient safety.

Nurse managers evaluated the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in a 
nursing unit. They marked their 
scores for the survey questions   
on a scale of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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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이직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Table 4>의 연구변수를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해 보면 <Table 5>와 같다. 간호사 이직비용(NTC)은 채용전 
비용(Pre-C)과 채용후 비용(Post-C)의 합이며(equation 1), 채용전 비용
(Pre-C)은 광고‧모집비(ARC), 공석충원비(VC)와 채용비(HC)의 합이고
(equation 2), 채용후 비용(Post-C)은 교육‧훈련비(OTC), 신규간호사의 생
산성 손실 비용(PLCN),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PPLC)과 사직비(TC)의 
합이다(equation 3).

Table 5. Equation for nursing turnover costs

 NTC = Pre-C + Post-C                           (equation 1)

 Pre-C = ARC + VC + HC                         (equation 2)

 Post-C = OTC + PLCN + PPLC + TC              (equation 3)

NTC, Nursing turnover costs; Pre-C, Pre-hire costs; Post-C, Post-hire 
costs; ARC, Advertising and recruiting costs; VC, Vacancy costs; HC, 
Hiring costs; OTC, Orientation and training costs; PLCN, Productivity 
loss costs for new RNs; PPLC,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costs; TC, 
Termination costs 

  모든 비용은 2009년~2013년 기간 동안 5년간의 평균비용을 적용하되, 
각 연도의 비용은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을 적용하여 2013년 기준으로 
현재가치(present value, PV)로 환산하였다. 예컨대, 2009년 이직비용의 
2013년 현재가치(PV2009)는 2009년의 실제 비용(NTC2009)에 2010년~2013
년 기간동안 각 년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CPIyear)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PV2009 = NTC2009*(1+CPI2010)*(1+CPI2011)*(1+CPI2012)*(1+CPI2013)
PV2010 = NTC2010*(1+CPI2011)*(1+CPI2012)*(1+CPI2013)
PV2011 = NTC2011*(1+CPI2012)*(1+CPI2013) 
PV2012 = NTC2012*(1+CPI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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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2015년 1월 연구대상 병원의 의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
하여 승인(승인번호: H-1412-110-634, 부록 1)을 받은 후, 연구대상 병원
의 간호부서, 인사부서, 재무부서의 허락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 자료 수
집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되어 수집된 자료 중 개인 신상 확인 가능한 항목은 연
구자가 직접 코드화하여 데이터를 통하여 개인신상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관리하였고, 패스워드가 걸린 별도의 파일로 보관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보
관함에 보관하였으며, 연구 논문이 인쇄자료로 발표된 후에는 분쇄 폐기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
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없음과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본 연구는 간호사 이직률 및 이직 비용 산정을 위한 자료 수집과 생산
성 손실 비용과 환자안전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이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병원간호사회 
사업보고서의 상급종합병원 이직간호사수를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하였으며, 그 절차
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간호사 이직률 및 이직 비용 분석을 위
한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대상 병원의 간호부서, 인사부서, 재무부서에 연
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간호부서에서는 간호단위별 
인력현황 및 이직간호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인사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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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 급여, 시간외근무 현황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하였다. 재무부서에서는 결산서 및 지출결의서를 바탕으로 광고‧모
집비, 채용비, 복리후생비, 행사비, 교육‧훈련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인사부서, 교육부서, 간호부서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였다.

Figure 4. Data collection procedure

  둘째, 연구대상 간호단위 수간호사 72명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20일
부터 2월 2일까지 생산성 손실 비용과 환자안전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간호사 이직률 및 이직 비용을 산정하여 
간호단위 유형별, 근속년수별로 분석하였으며,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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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도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대상 병원의 간호사 이직비용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이직비용을 추정하였다. 

7.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직간호사와 설문조사 대상자인 수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도수, 분율, 
합계,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간호사 이직률은 도수와 분율, 합계, 평균으로 분석하였으며, 간호단위 유
형별, 근속년수별 이직률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다. 

 3) 간호사 이직비용은 도수와 분율, 합계, 평균으로 분석하였다.
 4)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이직비용 추정은 도수와 분율, 평균으로 분석하

였다.
 5) 이직비용은 생산성 손실 기간과 손실 정도에 따라 민감도 분석을 수

행하였다.
 6) 환자안전 인식도는 평균, 표준편자로 분석하였으며,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안전 인식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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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이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이직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연평균 145명의 간호사가 이직하였으며, 그 중 간호관
리자는 연평균 2.4명(1.7%), 간호사는 연평균 142.4명(98.3%) 이직하였다. 
간호단위 유형별로 보면 병동 간호사가 연평균 83.0명(57.3%)으로 가장 
많이 이직하였으며, 중환자실 간호사가 연평균 38.2명(26.4%), 수술실과 
응급실 간호사가 연평균 18.2명(12.6%) 이직하였다. 
  이직간호사의 평균 근무연수는 4.3년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무연수가 1년 
이상~3년 미만인 간호사가 연평균 48.8명(33.7%)으로 가장 많이 이직하였
으며, 1년미만 간호사가 연평균 32.6명(22.6%), 4년이상 5년미만 간호사
가 연평균 26.0명(18.0%) 순으로 많이 이직하였으며, 20년 이상 간호사가 
연평균 3.8명(2.6%)으로 가장 적게 이직하였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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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Ns left
(n=724)

Characteristics 2009
n(%)

2010
n(%)

2011
n(%)

2012
n(%)

2013
n(%)

Total
n(%)

Mean
±SD

Position
Nurse 
Manager

3
(2.5)

2
(1.7)

1
(0.7)

3
(2.2)

3
(1.5)

12
(1.7)

Staff Nurse 115
(97.5)

114
(98.3)

154
(99.3)

132
(97.7)

197
(98.5)

712
(98.3)

Nursing
Department*

Ward 60
(50.9)

64
(55.2)

98
(63.2)

75
(55.6)

118
(59.0)

415
(57.3)

ICU 33
(28.0)

26
(22.4)

36
(23.2)

38
(28.1)

58
(29.0)

191
(26.4)

OR, ER 22
(18.6)

20
(17.2)

15
(9.7)

17
(12.6)

17
(8.5)

91
(12.6)

Others 3
(2.5)

6
(5.2)

6
(3.9)

5
(3.7)

7
(3.5)

27
(3.7)

Work 
Experience

< 1 year 19
(16.1)

24
(20.7)

52
(33.6)

25
(18.5)

43
(21.5)

163
(22.5)

4.3
±5.9

1-3 years 51
(43.2)

43
(37.1)

42
(27.1)

46
(34.1)

62
(31.0)

244
(33.7)

4-5 years 21
(17.8)

21
(18.1)

21
(13.5)

25
(18.5)

42
(21.0)

130
(18.0)

6-10 years 13
(11.0)

18
(15.5)

24
(15.5)

25
(18.5)

38
(19.0)

118
(16.3)

11-20 years 11
(9.3)

8
(6.9)

12
(7.7)

9
(6.7)

10
(5.0)

50
(6.9)

≥ 20 years 3
(2.6)

2
(1.7)

4
(2.6)

5
(3.7)

5
(2.5)

19
(2.6)

Total† 118 116 155 135 200 724

*ICU(Intensive Care Unit), OR(Operation Room), ER(Emergency Room), 
 Others(Delivery Room, Dialysis Room, Outpatient Clinics, Administration)
†Excluded part-time nurses and included retirement & temporary leave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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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생산성 손실 비용과 환자안전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자인 수간호
사 71명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병동 수간호사가 47명(67.1%)으
로 가장 많았고, 중환자실 8명(11.4%), 수술실과 응급실 6명(8.6%) 순이었
다. 현 직급 근무연수는 평균 10.1년으로, 기타 간호단위 수간호사가 17.3
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중환자실 수간호사가 3.1년으로 가장 짧았다. 현 
부서 근무연수는 평균 2.8년으로 중환자실 수간호사가 6.3년으로 가장 길
었으며, 기타 간호단위 수간호사가 2.0년으로 가장 짧았다(Table 7).

Table 7.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urse managers
(n=71)

Unit*
Work Experience
(Current position)

Work Experience
(Current Department)

n†(%) Mean±SD n†(%) Mean±SD

Ward 47(67.1) 10.0±9.3 45(66.2) 2.2±2.2

ICU 8(11.4) 3.1±2.5 8(11.8) 6.3±5.1

OR, ER 6(8.6) 9.2±6.5 6(8.8) 3.7±2.9

Others 9(12.9) 17.3±5.8 9(13.2) 2.0±1.3

Total 70(100.0) 10.1±8.9 68(100.0) 2.8±3.0

*ICU(Intensive Care Unit), OR(Operation Room), ER(Emergency Room), 
 Others(Delivery Room, Dialysis Room, Outpatient Clinics, Administration)
†Missing data : Current position(1 cases), Current department(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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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호사 이직률 

  연도별 간호사 이직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평균 9.2%였고, 2013년에 11.8%로 이직률이 가장 높았으며, 2010년
과 2012년에 8.1%로 이직률이 가장 낮았다(Table 8, Figure 5).

Table 8. Trends in the turnover rate by year
 (n=7,894)

Index 2009 2010 2011 2012 2013 Total Mean

Number of RNs employed (n)* 1,418  1,434  1,682 1,669 1,691  7,894  1,579 

Number of RNs left (n)  118  116  155 135 200 724 145 

Turnover rate (%)   8.3   8.1   9.2   8.1 11.8   9.2 9.2

*Excluded part-time nurses and included retirement & temporary leave nurses

Figure 5. Trends in the turnover rate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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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이직률을 간호단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환자실 이직률이 평균 
13.1%로 가장 높았으며, 병동 9.9%, 수술실과 응급실 8.0% 순으로 높았
으며, 기타 간호단위가 2.4%로 가장 낮았다(Table 9). 연도별 추이를 볼 
때 중환자실 이직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술실과 응급실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Figure 6). 

Table 9. Trends in the turnover rate by units
(n=7,894)

Unit* Index 2009 2010 2011 2012 2013 Total Mean

Ward

Number of RNs 
employed (n)† 735 737 921 895 896 4,184 837

Number of RNs left (n) 60 64 98 75 118 415 83

Turnover rate (%) 8.2 8.7 10.6 8.4 13.2 9.9 9.9

ICU

Number of RNs 
employed (n)† 289 288 291 297 292 1,457 291

Number of RNs left (n) 33 26 36 38 58 191 38

Turnover rate (%) 11.4 9.0 12.4 12.8 19.9 13.1 13.1

OR, ER

Number of RNs 
employed (n)† 212 214 232 232 254 1,144 229

Number of RNs left (n) 22 20 15 17 17 91 18

Turnover rate (%) 10.4 9.4 6.5 7.3 6.7 8.0 8.0

Others

Number of RNs 
employed (n)† 182 195 238 245 249 1,109 222

Number of RNs left (n) 3 6 6 5 7 27 5

Turnover rate (%) 1.7 3.1 2.5 2.0 2.8 2.4 2.4

*ICU(Intensive Care Unit), OR(Operation Room), ER(Emergency Room), 
 Others(Delivery Room, Dialysis Room, Outpatient Clinics, Administration)
†Excluded part-time nurses and included retirement & temporary leave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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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rends in the turnover rate by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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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근무연수에 따른 이직률을 살펴보면 1년미만 간호사가 평균 
16.2%로 이직률이 가장 높았으며, 1년이상 3년미만인 간호사 이직률이 평
균 13.6%, 4년이상 5년미만인 간호사 이직률이 11.2% 순으로 높았다. 반
면 20년이상인 간호사 이직률이 평균 3.1%로 가장 낮았다(Table 10). 연
도별 추이를 볼 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1년미만 간호사와 1년
이상 3년미만인 간호사 그룹에서 증가률이 높았다(Figure 7). 

Table 10. Trends in the turnover rate by work experience
 (n=7,894)

Work  
Experience Index 2009 2010 2011 2012 2013 Total Mean

< 1 
year

Number of RNs 
employed (n)*  193  192   296  163  166  1,009  202 
Number of RNs 
left (n)  19  24   52  25  43  163  33 

Turnover rate (%)  9.9  12.5  17.6 15.3  26.0  16.2 16.2 

1-3 
years

Number of RNs 
employed (n)*  355   343  401 347  352  1,797  359 
Number of RNs 
left (n)  51  43  42  46  62  244  49 

Turnover rate (%)  14.4  12.6  10.5  13.3  17.6  13.6  13.6 

4-5 
years

Number of RNs 
employed (n)*  161  185  224  294  298  1,162  232 
Number of RNs 
left (n)  21  21  21  25  42  130  26 

Turnover rate (%)  13.1  11.2   9.4  8.5  14.1  11.2  11.2 

6-10 
years

Number of RNs 
employed (n)*  341  319  345  391  396  1,791  358 
Number of RNs 
left (n)  13  18  24  25  38  118  24 

Turnover rate (%)   3.8  5.6  7.0  6.4  9.6  6.6  6.6 

11-20 
years

Number of RNs 
employed (n)* 271  287  296  327  331  1,512  302 
Number of RNs 
left (n)  11   8  12  9  10  50   10 

Turnover rate (%)  4.1  2.8  4.1  2.8  3.0  3.3  3.3 

≥ 20 
years

Number of RNs 
employed (n)*  97  109  120  147  149  623  125 
Number of RNs 
left (n)   3  2  4  5 5  19  4 

Turnover rate (%)  3.1  1.8  3.3  3.4  3.4  3.1  3.1 
*Excluded part-time nurses and included retirement & temporary leave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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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rends in the turnover rate by work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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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간호사 이직 비용

  간호사 이직 비용은 채용 전 비용과 채용 후 비용으로 나누어진다. 채용 전 
비용은 광고‧모집비, 공석충원비, 채용비의 합으로 산정하였으며, 채용 후 비용
은 교육‧훈련비,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 
사직비의 합으로 산정하였다. 

1) 광고‧모집비 

  광고‧모집비는 간호사 이직에 의해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광고‧모
집하는데 드는 비용으로(Jones, 2005), 본 연구에서는 직업박람회, 세미나, 학
교 설명회 방문 비용, 광고비 등의 합으로 산정하였다. 
  산정된 이직간호사 1인당 광고‧모집비는 평균 25,905원이었으며, 그 중 광고
비가 12,714원(49.1%)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1).

Table 11. Turnover costs for advertising/recruiting (per RN)
(Unit=KRW)

Category 2009 2010 2011 2012 2013 Mean
(%)

Advertising
/Recruiting

Advertising 8,154 10,660 9,171 19,739 15,844 12,714 
(49.1)

School and job fair 
visits 0　 18,418 6,897 0　 0　 5,063 

(19.5)
Student nurse hiring 
program 9,001 3,774 1,683 5,639 4,037 4,827 

(18.6)
Student/professor 
visitation days 11,222 0 0　 0　 5,287 3,302 

(12.7)

Total 28,377 32,852 17,751 25,378 25,167 25,905 
(100.0)

* Advertising/recruiting costs were adjusted by the growth rate of the 
consumer price index (3.0% in 2010, 4.0% in 2011, 2.2% in 2012, 1.3%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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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석 충원비

  공석 충원비는 간호사가 이직했을 경우, 곧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공
백기가 생겼을 때 발생되는 비용으로(Jones, 2005), 본 연구에서는 공석 
발생으로 남아있는 다른 간호사들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 근무에 대해 병
원에서 지불해야 하는 급여의 합으로 산정하였다.  
  산정된 이직간호사 1인당 공석 충원비는 평균 1,877천원이었다(Table 12).

Table 12. Turnover costs for vacancy (per RN)
(Unit=KRW 1,000)

Category 2009 2010 2011 2012 2013 Mean
(%)

Vacancy
Temporary 
nursing costs 1,422 1,474 2,379 1,569 2,541 1,877

(100.0) 

Total 1,422 1,474 2,379 1,569 2,541 1,877
(100.0) 

* Vacancy costs were adjusted by the growth rate of the salary (3.3% in 2010, 
0.7% in 2011, 6.2% in 2012, 1.5% in 2013)

3) 채용비

  채용비는 간호사를 충원하기 위하여 신규간호사를 채용하는데 드는 비
용을 말하며(Jones, 2005), 본 연구에서는 채용 프로세스에서 발생된 비용
과 채용된 간호사에게 드는 비용의 합으로 산정하였다. 
  산정된 이직간호사 1인당 채용비는 평균 251,565 원이었으며, 그 중 피복비
가 120,085원(47.7%)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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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Turnover costs for hiring (per RN)
(Unit=KRW)

Category 2009 2010 2011 2012 2013 Mean
(%)

Hiring

Clothing 
allowance 127,221  123,516 118,765 116,208 114,717 120,085 

(47.7)

Interviews 76,227 195,563 50,904 97,408 37,401 91,501 
(36.4)

Physical exam/
vaccination 22,458 48,079 27,713 83,115 18,531 39,979 

(15.9)

Total 225,906 367,158 197,382 296,731 170,649 251,565 
(100.0)

* Hiring costs were adjusted by the growth rate of the consumer price index 
(3.0% in 2010, 4.0% in 2011, 2.2% in 2012, 1.3% in 2013)

4)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는 이직한 간호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된 신규간호사를 
교육‧훈련하는데 드는 비용(Jones, 2005)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사부서, 간
호부서에서의 교육‧훈련 시 드는 비용의 합으로 산정하였다. 
  연구대상 병원은 신규간호사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8주로, 신규간호사에
게 첫 4주는 교육수당이 지급되며, 다음 4주는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으며, 
신규간호사 교육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
한 수당 및 급여까지 교육‧훈련비에 포함하였으며, 교육‧훈련비 구성 항목 
중 교육 관련 직원 급여로 포함하였다. 
  산정된 이직간호사 1인당 교육‧훈련비는 평균 5,160,194원이었으며, 그 중 
직원 급여가 3,987,629원(77.3%)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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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Turnover costs for orientation/training (per RN)
(Unit=KRW)

Category 2009 2010 2011 2012 2013 Mean
(%)

 
Orientation
/training

Staff time/
salaries 2,551,881 2,771,053 2,978,994 6,441,530 5,194,687 3,987,629 

   (77.3) 

Orientation 1,159,682 1,069,327 706,208 1,267,411 856,701 1,011,866 
(19.6) 

Preceptor 
system 117,444 158,764 98,417 230,806 151,181 151,322 

(2.9)
Supply/
equipment 33,898 4,363 4,418 4,204 0   9,377 

 (0.2) 

Total 3,862,905 4,003,507 3,788,037 7,943,951 6,202,569 5,160,194
(100.0) 

* Staff time/salaries were adjusted by the growth rate of the salary (3.3% in 
2010, 0.7% in 2011, 6.2% in 2012, 1.5% in 2013). Orientation, preceptor 
system, and supply/equipment costs were adjusted by the growth rate of the 
consumer price index (3.0% in 2010, 4.0% in 2011, 2.2% in 2012, 1.3% in 
2013)

5) 사직비

  사직비는 간호사 이직에 관련된 비용(Jones, 2005)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직 면담 직원 인건비, 이직 프로세스에서 드는 비용의 합으로 산정하였
다. 이직 면담은 수간호사, 간호과장이 이직간호사를 면담시 소요되는 시
간(30분~1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산정된 이직간호사 1인당 사직비는 평균 19,856원이었으며, 그 중 이직 면담 
직원 인터뷰 비용이 14,249원(71.8%)이었다(Tab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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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Turnover costs for termination (per RN)
(Unit=KRW)

Category 2009 2010 2011 2012 2013 Mean
(%)

Terminations

Exit 
interviews 14,186 14,106 14,400 14,364 14,189 14,249 

(71.8)
Termination 
processing 5,609 5,624 5,534 5,662 5,610 5,608 

(28.2)

Total 19,795 19,729 19,933 20,026 19,798 19,856 
(100.0)

* Termination costs were adjusted by the growth rate of the salary (3.3% in 2010, 
0.7% in 2011, 6.2% in 2012, 1.5% in 2013)

6) 생산성 손실 정도와 생산성 손실 기간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 동료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 이직전 동료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생산성 손실 정도와 90% 생산성에 도달하는 기간, 생산성 손실 기간 
등을 수간호사에게 설문조사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신규간호사는 숙련된 간호사에 비해 평균 52.4%(중간값 50.0%)의 생산
성 손실을 보이며, 숙련된 간호사 생산성의 90%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
는 기간이 평균 15.2개월(중간값 12.0개월)이었다. 신규간호사와 함께 일
하는 동료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정도는 평균 39.2%(중간값 30.0%)였으며, 
생산성이 손실된 기간은 평균 11.3개월(중간값 12.0개월)이었다. 
  이직간호사의 이직 전 생산성 손실 기간은 평균 2.7개월(중간값 2.0개
월)이었으며, 생산성 손실 정도는 평균 35.8%(중간값 30.0%)였다. 이직전 
동료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기간은 평균 2.2개월(중간값 2.0개월)이었으며, 
생산성 손실 정도는 평균 26.1%(중간값 20.0%)였다(Tab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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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Survey results on productivity loss 
(n=71)

Category Mean SD Median Min Max

The level of productivity loss 
experienced by a new RN (%) 52.4 15.9 50.0 20.0 90.0

The duration required for a new 
RN to reach 90% productivity 
(months)

15.2 6.4 12.0 6.0 36.0

The level of productivity loss 
experienced by co-workers (%) 39.2 17.9 30.0 10.0 80.0

The duration of productivity loss 
experienced by co-workers 
(months)

11.3 4.3 12.0 3.0 24.0

The level of productivity loss 
experienced by preturnover RNs 
(%)

35.8 27.0 30.0 0.0 90.0

The duration of productivity loss  
experienced by preturnover RNs 
(months)

2.7 1.8 2.0 0.0 6.0

The level of productivity loss for 
preturnover experienced by 
co-workers (%)

26.1 22.4 20.0 0.0 90.0

The duration of productivity loss  
for preturnover experienced by 
co-workers (months) 

2.2 1.8 2.0 0.0 8.0

  생산성 손실 정도와 90% 생산성에 도달하는 기간, 생산성 손실 기간 등을 
간호단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율이 가장 높은 간호
단위는 수술실과 응급실로 평균 66.3%를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간호단위는 
기타 간호단위로 50.0%를 보였다.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90% 달성 소요기간은 
수술실과 응급실이 평균 31.5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기타 간호단위가 10.9개월
로 가장 짧았다. 
  신규간호사와 함께 일하는 동료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율은 수술실과 응급
실이 평균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간호단위가 3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규간호사와 함께 일하는 동료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기간은 
수술실과 응급실이 평균 23.0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기타 간호단위가 9.1개월
로 가장 짧았다(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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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Unit N Mean SD Median Min Max F(p)

The level of productivity 
loss experienced by a 
new RN (%)

Ward 48 51.4 16.0 50.0 20.0 90.0
1.228
(.307)

ICU 8 55.0 10.7 50.0 40.0 70.0
OR, ER 6 66.3 12.5 67.5 50.0 80.0
Others 9 50.0 19.4 50.0 30.0 80.0

The duration required 
for a new RN to reach 
90% productivity 
(months)

Ward 48 14.4 3.7 14.4 6.0 18.0
17.560
(<.001)

ICU 8 16.5 9.5 15.0 6.0 30.0
OR, ER 6 31.5 9.0 36.0 18.0 36.0
Others 9 10.9 2.8 12.0 6.0 15.0

The level of productivity 
loss experienced by 
co-workers (%)

Ward 48 38.8 16.8 30.0 10.0 80.0
.263

(.852)
ICU 8 41.9 24.2 30.0 20.0 80.0
OR, ER 6 45.0 23.8 35.0 30.0 80.0
Others 9 36.7 17.3 30.0 10.0 60.0

The duration of 
productivity loss 
experienced by 
co-workers (months)

Ward 48 10.7 2.6 12.0 6.0 16.0
20.358
(<.001)

ICU 8 11.4 6.1 12.0 3.0 24.0
OR, ER 6 23.0 2.0 24.0 20.0 24.0
Others 9 9.1 3.0 10.0 6.0 12.0

The level of productivity 
loss experienced by 
preturnover RNs (%)

Ward 48 35.8 26.3 30.0 0.0 90.0
.458

(.712)
ICU 8 27.9 30.2 20.0 0.0 80.0
OR, ER 6 33.8 32.0 22.5 10.0 80.0
Others 9 43.3 29.2 30.0 10.0 80.0

The duration of 
productivity loss  
experienced by 
preturnover RNs 
(months)

Ward 48 2.6 1.7 2.0 0.0 6.0
.587

(.626)
ICU 8 2.4 2.3 1.5 0.0 6.0
OR, ER 6 2.3 1.0 2.5 1.0 3.0
Others 9 3.3 2.1 3.0 1.0 6.0

The level of productivity 
loss for preturnover 
experienced by 
co-workers (%)

Ward 48 27.8 23.4 20.0 0.0 90.0
.564

(.640)
ICU 8 26.9 26.6 15.0 0.0 70.0
OR, ER 6 15.0 10.0 10.0 10.0 30.0
Others 9 21.1 16.9 20.0 0.0 60.0

The duration of 
productivity loss  for 
preturnover experienced 
by co-workers (months) 

Ward 48 2.1 1.6 2.0 0.0 6.0
0.588
(.625)

ICU 8 2.9 2.8 2.0 0.0 8.0
OR, ER 6 2.8 3.6 1.5 0.0 8.0
Others 9 1.9 1.3 2.0 0.0 3.0

Table 17. Survey results on productivity loss by units
(n=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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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간호사의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율은 기타 간호단위가 43.3%로 가장 
높았으며, 중환자실이 27.9%로 가장 낮았다. 이직간호사의 이직 전 생산성 
손실 기간은 기타 간호단위가 3.3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수술실과 응급실이 
2.3개월로 가장 짧았다. 
  이직전 동료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율은 병동이 27.8%로 가장 높았으며, 
수술실과 응급실이 15.0%로 가장 낮았다. 이직전 동료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기간은 중환자실이 2.9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기타 간호단위가 1.9개월로 가장 
짧았다.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90% 달성 소요기간과 신규간호사와 함께 일하는 동료
의 생산성 손실 기간은 간호단위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7).

7) 생산성 손실 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모형에서 사용된 특정 변수 또는 가정이 변할 경우 
연구 결과가 얼마나 민감한가를 알아보는 것이다(Diana, 2000).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 손실 정도와 생산성 손실 기간의 수간호사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기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생산성 손실 기간별, 분석단위별
(간호단위 유형별), 외국사례 시나리오로 나누어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18).
  기본 시나리오는 생산성 손실 정도와 생산성 손실 기간의 수간호사 설문조사 
결과 중 중간값을 적용하여 생산성 손실 비용을 산정하였다. 중간값을 적용한 
이유는 표본수가 많지 않은 경우 최소값, 최대값과 같은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감도 분석 Ⅰ>의 경우 생산성 손실 기간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시나리오 Ⅰ-1>은 설문조사 결과의 최소값을 적용하여 생산성 손실 비용을 산
정하였으며, <시나리오 Ⅰ-2>는 중간값을 적용하여 산정, <시나리오 Ⅰ-3>은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정, <시나리오 Ⅰ-4>는 최대값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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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도 분석 Ⅱ>의 경우 분석단위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시나리오 
Ⅱ-1>은 설문조사 결과의 간호단위 유형별 최소값을 적용하여 생산성 손실 비용
을 산정하였으며, <시나리오 Ⅱ-2>는 간호단위 유형별 중간값을 적용하여 산정, 
<시나리오 Ⅱ-3>은 간호단위 유형별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정, <시나리오 Ⅱ-4>
는 간호단위 유형별 최대값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민감도 분석 Ⅲ>의 경우 외국사례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시나리오 Ⅲ>
은 Jones(2005)의 연구 방법과 동일하게 신규간호사가 90% 생산성에 도달하
는 기간으로 3.5개월(14주), 생산성 손실 비율로 첫번째 1/3 기간은 70%, 두 
번째 1/3 기간은 50%, 마지막 1/3 기간은 10%, 신규간호사와 함께 일하는 
동료의 생산성 손실 비율로 첫번째 1/3 기간은 25%, 두 번째 1/3 기간은 15%, 
마지막 1/3 기간은 10%를 적용하여 생산성 손실 비용을 산정하였다. 다만 
이직 전 생산성 손실 정도와 기간, 이직전 동료의 생산성 손실 정도와 기간이 
기존 연구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본 시나리오와 같이 중간값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Table 18).

Table 18. Sensitivity analysis for productivity loss 
Sensitivity analysis Scenarios

Baseline scenario Median

Sensitivity analysis Ⅰ. 
The duration of the productivity 
loss

Scenario Ⅰ-1 : min 
Scenario Ⅰ-2 : median
Scenario Ⅰ-3 : mean 
Scenario Ⅰ-4 : max 

Sensitivity analysis Ⅱ. 
Unit analysis 

Scenario Ⅱ-1 : min (by unit) 
Scenario Ⅱ-2 : median (by unit)
Scenario Ⅱ-3 : mean (by unit)
Scenario Ⅱ-4 : max (by unit) 

Sensitivity analysis Ⅲ. 
Foreign case study Scenario Ⅲ : Jone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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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간호사 1인당 생산성 손실 비용은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 신규간
호사로 인한 동료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 이직간호사의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과 이직간호사로 인한 이직전 동료의 생산성 손실 비용를 더하여 
산정하였다. 각 생산성 손실 비용은 간호사 일평균 급여에 생산성 손실 기간
(일)과 생산성 손실 정도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의 
경우 신규간호사 일평균 급여를 적용하였고, 이직간호사의 이직 전 생산성 손
실 비용의 경우 이직간호사 일평균 급여를 적용하였으며, 동료의 생산성 손실 
비용의 경우 재직간호사 일평균 급여를 적용하였다.
  기본 시나리오의 이직간호사 1인당 생산성 손실 비용은 38,427천원이었으
며, 그 중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은 34,560천원,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은 3,866천원으로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이 이직간호사 1인당 생산
성 손실 비용의 89.9%를 차지하였다(Table 19).

Table 19. Productivity loss costs for the baseline scenario (per RN)
(Unit=KRW 1,000)

Category
Baseline scenario

Costs %

New RN 
productivity loss

New RN 19,931 51.9
Co-worker 14,629 38.0
Subtotal 34,560 89.9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Leaver 2,241 5.9
Co-worker 1,625 4.2
Subtotal 3,866 10.1

Total 38,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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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간호사 1인당 생산성 손실 비용의 민감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민감도 
분석 Ⅰ>에서 생산성 손실 비용은 <시나리오 Ⅰ-1>이 5,205천원, <시나리오 
Ⅰ-2>이 38,427천원, <시나리오 Ⅰ-3>이 50,285천원, <시나리오 Ⅰ-4>가 
235,076천원이었다. 이 중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은 <시나리오 Ⅰ-1>이 
5,205천원, <시나리오 Ⅰ-2>이 34,560천원, <시나리오 Ⅰ-3>이 44,390천원, 
<시나리오 Ⅰ-4>가 185,649천원이었으며,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은 <시나
리오 Ⅰ-1>은 없었으며, <시나리오 Ⅰ-2>이 3,866천원, <시나리오 Ⅰ-3>이 
5,893천원, <시나리오 Ⅰ-4>가 49,427천원이었다(Table 20).

Table 20. Productivity loss costs by sensitivity analysis Ⅰ (per RN)
(Unit=KRW 1,000)

Category
Sensitivity analysis Ⅰ

ScenarioⅠ-1
min

ScenarioⅠ-2
median

ScenarioⅠ-3
mean

ScenarioⅠ-4
max

New RN 
productivity loss

New RN 3,986 19,931 26,468 107,629 

Co-worker 1,219 14,629 17,922 78,020 

Subtotal 5,205 34,560 44,390 185,649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Leaver 0　 2,241 3,542 20,169 

Co-worker 0　 1,625 2,351 29,258 

Subtotal 0 3,866 5,893 49,427

Total 5,205 38,427 50,285 23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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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도 분석 Ⅱ>에서 생산성 손실 비용은 <시나리오 Ⅱ-1>이 13,784천원,  
<시나리오 Ⅱ-2>이 51,699천원, <시나리오 Ⅱ-3>이 57,828천원, <시나리오 
Ⅱ-4>가 161,697천원이었다. 이 중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은 <시나리오 
Ⅱ-1>이 13,714천원, <시나리오 Ⅱ-2>이 48,285천원, <시나리오 Ⅱ-3>이 
52,088천원, <시나리오 Ⅱ-4>가 123,689천원이었으며,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은 <시나리오 Ⅱ-1>이 67천원, <시나리오 Ⅱ-2>이 3,414천원, <시나리오 
Ⅱ-3>이 5,740천원, <시나리오 Ⅱ-4>가 38,009천원이었다(Table 21).
  <민감도 분석 Ⅲ>에서 생산성 손실 비용은 11,275천원이었으며, 이 중 신규
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은 7,408천원,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은 3,866천원
이었다(Table 21).

Table 21. Productivity loss costs by sensitivity analysis Ⅱ, Ⅲ (per RN)
(Unit=KRW 1,000)

Category
Sensitivity analysis Ⅱ Sensitivity 

analysis Ⅲ
ScenarioⅡ-1

min
(by unit)

ScenarioⅡ-2
median

(by unit)
ScenarioⅡ-3

mean
(by unit)

ScenarioⅡ-4
max

(by unit)
Scenario Ⅲ 
Jones(2005)

New RN 
productivity 
loss

New RN 8,377 31,187 31,465 62,821 5,038
Co-worker 5,337 17,098 20,623 60,868 2,370
Subtotal 13,714 48,285 52,088 123,689 7,408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Leaver 67 2,023 3,286 18,121 2,241 
Co-worker 0　 1,391 2,454 19,888 1,625 
Subtotal 67 3,414 5,740 38,009 3,866

Total 13,784 51,699 57,828 161,697 11,275

  이직간호사 1인당 생산성 손실 비용은 <민감도 분석 Ⅰ>의 <시나리오 Ⅰ-1>
이 5,205천원으로 가장 적게 산정되었으며, <시나리오 Ⅰ-4>가 235,076천원으
로 가장 많이 산정되어, 최소 생산성 손실 비용과 최대 생산성 손실 비용 간에 
45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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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이직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은 이직간호사 1인당 생산성 손실 비용에 
해당 연도 이직자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기본 시나리오의 전체 이직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은 5,564백만원이었으
며, 그 중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은 5,004백만원,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은 559백만원으로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이 전체 이직간호사 생산
성 손실 비용의 89.9%를 차지하였다(Table 22).

Table 22. Productivity loss costs for the baseline scenario (total RNs)
(n=145; Unit=KRW 1million) 

Category
Baseline scenario

Costs %

New RN 
productivity loss

New RN 2,886 51.9
Co-worker 2,118 38.0
Subtotal 5,004 89.9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Leaver 324 5.9
Co-worker 235 4.2
Subtotal 559 10.1

Total 5,564 100.0

  전체 이직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의 민감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민감도 
분석 Ⅰ>에서 <시나리오 Ⅰ-1>이 754백만원, <시나리오 Ⅰ-2>이 5,564백만원, 
<시나리오 Ⅰ-3>이 7,281백만원, <시나리오 Ⅰ-4>가 34,039백만원이었다. 이 
중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은 <시나리오 Ⅰ-1>이 754백만원, <시나리오 
Ⅰ-2>이 5,004백만원, <시나리오 Ⅰ-3>이 6,428백만원, <시나리오 Ⅰ-4>가 
26,882백만원이었으며,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은 <시나리오 Ⅰ-1>은 없었
으며, <시나리오 Ⅰ-2>이 559백만원, <시나리오 Ⅰ-3>이 853백만원, <시나리
오 Ⅰ-4>가 7,157백만원이었다(Tabl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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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Productivity loss costs by sensitivity analysis Ⅰ (total RNs)
 (n=145; Unit=KRW 1million) 

Category
Sensitivity analysis Ⅰ

ScenarioⅠ-1
min

ScenarioⅠ-2
median

ScenarioⅠ-3
mean

ScenarioⅠ-4
max

New RN 
productivity loss

New RN 577 2,886 3,833 15,585 
Co-worker 177 2,118 2,595 11.297 
Subtotal 754 5,004 6,428 26,882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Leaver 0 324 513 2,920
Co-worker 0 235 340 4,237
Subtotal 0 559 853 7,157

Total 754 5,564 7,281 34,039

  <민감도 분석 Ⅱ>에서 생산성 손실 비용은 <시나리오 Ⅱ-1>이 1,996백만원, 
<시나리오 Ⅱ-2>이 7,486백만원, <시나리오 Ⅱ-3>이 8,373백만원, <시나리오 
Ⅱ-4>가 23,414백만원이었다. 이 중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은 <시나리
오 Ⅱ-1>이 1,986백만원, <시나리오 Ⅱ-2>이 6,992백만원, <시나리오 Ⅱ-3>이 
7,542백만원, <시나리오 Ⅱ-4>가 17,909백만원이었으며,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은 <시나리오 Ⅱ-1>이 10백만원, <시나리오 Ⅱ-2>이 494백만원, <시나리
오 Ⅱ-3>이 831백만원, <시나리오 Ⅱ-4>가 5,504백만원이었다(Table 24).
  <민감도 분석 Ⅲ>에서 생산성 손실 비용은 1,632백만원이었으며, 이 중 신규
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은 1,073백만원,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은 559백만
원이었다(Tabl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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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Productivity loss costs by sensitivity analysis Ⅱ, Ⅲ (total RNs)
 (n=145; Unit=KRW 1million) 

Category
Sensitivity analysis Ⅱ Sensitivity 

analysis Ⅲ
ScenarioⅡ-1

min
(by unit)

ScenarioⅡ-2
median

(by unit)
ScenarioⅡ-3

mean
(by unit)

ScenarioⅡ-4
max

(by unit)
Scenario Ⅲ 
Jones(2005)

New RN 
productivity 
loss

New RN 1,213 4,516 4,556 9,096 730

Co-worker 773 2,476 2,986 8,813 343

Subtotal 1,986 6,992 7,542 17,909 1,073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Leaver 10 293 476 2,624 324

Co-worker 0 201 355 2,880 235

Subtotal 10 494 831 5,504 559

Total 1,996 7,486 8,373 23,414 1,632

  전체 이직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은 <민감도 분석 Ⅰ>의 <시나리오 Ⅰ-1>
이 754백만원으로 가장 적게 산정되었으며, <시나리오 Ⅰ-4>가 34,039백만원
으로 가장 많이 산정되어, 최소 생산성 손실 비용과 최대 생산성 손실 비용 
간에 45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3, 24). 



- 56 -

8) 이직간호사 1인당 이직 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에서 시행한 민감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이직간호사 1인
당 이직 비용을 산정하였다. 
  또한 채용 전 비용의 광고‧모집비, 공석충원비, 채용비와 채용 후 비용의 
교육‧훈련비, 사직비의 경우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비용 자료는 2013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보정한 후 5개년 평균비용을 
이직 비용 산정시 적용하였다.
  이직간호사 1인당 이직 비용의 기본 시나리오는 생산성 손실 정도와 생산성 
손실 기간의 수간호사 설문조사 결과 중 중간값을 적용하여 산정한 값으로 
45,761천원이었고, 채용 전 비용은 2,155천원(4.7%)이었으며, 채용 후 비용은 
43,606천원(95.3%)이었다(Table 25).

Table 25. Turnover costs for the baseline scenario (per RN)
(Unit=KRW 1,000)

 Turnover Cost Category 
Baseline scenario

costs %

Pre-hire costs

Advertising/Recruiting 26 0.1
Vacancy 1,877 4.1
Hiring 252 0.6
Subtotal 2,155 4.7

Post-hire costs 

Orientation/training 5,160 11.3
New RN productivity loss 34,560 75.5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3,866 8.5
Termination 20 0.0
Subtotal 43,606 95.3

Total costs/RN turnover 45,761 100.0

* Advertising/recruiting, vacancy, hiring, orientation/training and termination 
costs were adjusted by the growth rate of the salary and consumer price 
index from 2009 to 2013, and the average costs were cal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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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간호사 1인당 이직 비용의 민감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생산성 손실 
기간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한 <민감도 분석 Ⅰ>의  이직간호사 1인당 이직 비용
은 최소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Ⅰ-1>에서 12,540천원, 중간값을 적용한 <시나
리오 Ⅰ-2>에서 45,761천원, 평균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Ⅰ-3>에서 57,618천
원, 최대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Ⅰ-4>에서 242,411천원이었다. 채용 전 비용은 
2,155천원, 채용 후 비용은 최소 10,385천원에서 최대 240,256천원이었다
(Table 26). 

Table 26. Turnover costs by Sensitivity analysis Ⅰ (per RN)
(Unit=KRW 1,000)

 Turnover Cost 
Category 

Sensitivity analysis Ⅰ
ScenarioⅠ-1

min
ScenarioⅠ-2

median
ScenarioⅠ-3

mean
ScenarioⅠ-4

max

Pre-hire 
costs

Advertising/
Recruiting 26 26 26 26

Vacancy 1,877 1,877 1,877 1,877

Hiring 252 252 252 252

Subtotal 2,155 2,155 2,155 2,155

Post-hire 
costs 

Orientation/
training 5,160 5,160 5,160 5,160
New RN 
productivity loss 5,205 34,560 44,390 185,649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0 3,866 5,893 49,427

Termination 20 20 20 20

Subtotal 10,385 43,606 55,463 240,256

Total costs/RN turnover 12,540 45,761 57,618 242,411

* Advertising/recruiting, vacancy, hiring, orientation/training and termination 
costs were adjusted by a growth rate of salary and consumer price index 
from 2009 to 2013, and calculated average costs.

  분석 단위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한 <민감도 분석 Ⅱ>의  이직간호사 1인당 
이직 비용은 간호단위 유형별 최소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Ⅱ-1>에서 21,116천
원, 간호단위 유형별 중간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Ⅱ-2>에서 59,034천원,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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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유형별 평균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Ⅱ-3>에서 65,163천원, 간호단위 유
형별 최대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Ⅱ-4>에서 169,033천원이었다. 채용 전 비용
은 2,155천원, 채용 후 비용은 최소 18,961천원에서 최대 166,878천원이었다
(Table 27). 
  외국사례 시나리오를 작성한 <민감도 분석 Ⅲ>의  이직간호사 1인당 이직 
비용은 18,609천원이었으며,  채용 전 비용은 2,155천원, 채용 후 비용은 
16,454천원이었다(Table 27). 
  채용 전 비용 중에서는 공석충원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채용 후 비용 중에서는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었다(Table 27). 

Table 27. Turnover costs by Sensitivity analysis Ⅱ, Ⅲ (per RN)
(Unit=KRW 1,000)

 Turnover Cost 
Category 

Sensitivity analysis Ⅱ Sensitivity 
analysis Ⅲ

ScenarioⅡ-3
min

(by unit)
ScenarioⅡ-2

median
(by unit)

ScenarioⅡ-1
mean

(by unit)
ScenarioⅡ-4

max
(by unit)

Scenario Ⅲ 
Jones(2005)

Pre-hire 
costs

Advertising/
Recruiting 26 26 26 26 26

Vacancy 1,877 1,877 1,877 1,877 1,877

Hiring 252 252 252 252 252

Subtotal 2,155 2,155 2,155 2,155 2,155

Post-hire 
costs 

Orientation/
training 5,160 5,160 5,160 5,160 5,160
New RN 
productivity 
loss 

13,714 48,285 52,088 123,689 7,408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67 3,414 5,740 38,009 3,866

Termination 20 20 20 20 20

Subtotal 18,961 56,879 63,008 166,878 16,454
Total costs/
RN turnover 21,116 59,034 65,163 169,033 18,609

* Advertising/recruiting, vacancy, hiring, orientation/training and termination 
costs were adjusted by a growth rate of salary and consumer price index 
from 2009 to 2013, and calculated averag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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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도 분석을 이용하여 이직간호사 1인당 이직 비용을 산정한 결과 최
소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Ⅰ-1>에서 가장 적은 이직 비용이 산정되었으
며, 최대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Ⅰ-4>에서 가장 많은 이직 비용이 산정되
었다(Table 26, 27). 

9) 전체 간호사 이직 비용

  전체 간호사 이직 비용은 생산성 손실 비용에서 시행한 민감도 분석 결과를 
이용하였고, 이직간호사 1인당 이직 비용에 이직간호사수를 곱하여 산정하였
다. 
  전체 간호사 이직 비용의 기본 시나리오는 생산성 손실 정도와 생산성 손실 
기간의 수간호사 설문조사 결과 중 중간값을 적용하여 산정한 값으로 9,710백
만원이었다(Table 28).

Table 28. Turnover costs for the baseline scenario (total RNs)
(n=145; Unit=KRW 1million) 

 Turnover Cost Category 
Baseline scenario

costs %

Pre-hire costs

Advertising/Recruiting 3.7 0.04
Vacancy 285 2.9
Hiring 35 0.4
Subtotal 324 3.3

Post-hire costs 

Orientation/training 3,820 39.4
New RN productivity loss 5,004 51.5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559 5.8
Termination 2.9 0.03
Subtotal 9,386 96.7

Total costs 9,7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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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간호사 이직 비용의 민감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생산성 손실 기간별
로 시나리오를 작성한 <민감도 분석 Ⅰ>의  전체 간호사 이직 비용은 최소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Ⅰ-1>에서 4,901백만원, 중간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Ⅰ-2>
에서 9,710백만원, 평균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Ⅰ-3>에서 11,428백만원, 최대
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Ⅰ-4>에서 38,186백만원이었다. 채용 전 비용은 324백
만원, 채용 후 비용은 최소 4,577백만원에서 최대 37,862백만원이었다(Table 
29). 

Table 29. Turnover costs by Sensitivity analysis Ⅰ (total RNs)
(n=145; Unit=KRW 1million) 

 Turnover Cost Category 
Sensitivity analysis Ⅰ

ScenarioⅠ-1
min

ScenarioⅠ-2
median

ScenarioⅠ-3
mean

ScenarioⅠ-4
max

Pre-hire 
costs

Advertising/
Recruiting 3.7 3.7 3.7 3.7

Vacancy 285 285 285 285

Hiring 35 35 35 35

Subtotal 324 324 324 324

Post-hire 
costs 

Orientation/
training 3,820 3,820 3,820 3,820

New RN 
productivity loss 754 5,004 6,428 26,882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0 559 853 7,157

Termination 2.9 2.9 2.9 2.9

Subtotal 4,577 9,386 11,104 37,862

Total costs 4,901 9,710 11,428 38,186

  분석 단위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한 <민감도 분석 Ⅱ>의  전체 간호사 이직 
비용은 간호단위 유형별 최소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Ⅱ-1>에서 6,143백만원, 
간호단위 유형별 중간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Ⅱ-2>에서 11,633백만원, 간호단
위 유형별 평균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Ⅱ-3>에서 12,520백만원, 간호단위 유
형별 최대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Ⅱ-4>에서 27,560백만원이었다. 채용 전 비



- 61 -

용은 324백만원, 채용 후 비용은 최소 5,819백만원에서 최대 27,236백만원이
었다(Table 30). 
  외국사례 시나리오를 작성한 <민감도 분석 Ⅲ>의  전체 간호사 이직 비용은 
5,779백만원이었으며,  채용 전 비용은 324백만원, 채용 후 비용은 5,455백만
원이었다(Table 30). 

Table 30. Turnover costs by Sensitivity analysis Ⅱ, Ⅲ (total RNs)
(n=145; Unit=KRW 1million) 

 Turnover Cost 
Category 

Sensitivity analysis Ⅱ Sensitivity 
analysis Ⅲ

ScenarioⅡ-1
min

(by unit)
ScenarioⅡ-2

median
(by unit)

ScenarioⅡ-3
mean

(by unit)
ScenarioⅡ-4

max
(by unit)

Scenario Ⅲ 
Jones(2005)

pre-hire 
costs

Advertising/
Recruiting 3.7 3.7 3.7 3.7 3.7

Vacancy 285 285 285 285 285

Hiring 35 35 35 35 35

Subtotal 324 324 324 324 324

post-hire 
costs 

Orientation/
training 3,820 3,820 3,820 3,820 3,820
New RN 
productivity 
loss 

1,986 6,992 7,542 17,909 1,073

Preturnover 
productivity 
loss 

10 494 831 5,504 559

Termination 2.9 2.9 2.9 2.9 2.9

Subtotal 5,819 11,309 12,196 27,236 5,455

Total costs 6,143 11,633 12,520 27,560 5,779

  민감도 분석을 이용하여 전체 간호사 이직 비용을 산정한 결과 최소값
을 적용한 <시나리오 Ⅰ-1>에서 가장 적은 이직 비용이 산정되었으며, 최
대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Ⅰ-4>에서 가장 많은 이직 비용이 산정되었다
(Table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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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이직 비용 추정

  병원간호사회(2009, 2010, 2011, 2012, 2013)의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
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상급종합병원 이직
간호사수는 연평균 2,974명이었으며, 2010년이 2,373명으로 가장 적었고, 
2013년 3,4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이직률은 평균 9.7%
로 2010년에 9.3%로 가장 낮았고, 2011년에 10.1%로 가장 높았다(Table 31). 

Table 31. Turnover rate (total 43 tertiary hospitals)

Index 2009 2010 2011 2012 2013 Mean

This 
study

Number of RNs left (n)*  118  116  155 135 200 145

Turnover rate (%)   8.3   8.1   9.2   8.1 11.8   9.2 

Total
tertiary
hospitals

Number of 
tertiary hospitals (n) 40 40 44 44 44 42.4

Number of RNs left (n) 2,755 2,373 3,114 3,200 3,430 2,974

Turnover rate (%) 10.0 9.3 10.1 9.9 9.4 9.7

  본 연구의 이직 비용 민감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이직 비용을 추정해 보면 <Table 32>와 같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이직 비용
의 기본 시나리오는 중간값을 적용하여 산정한 값으로 199,155백만원이었다. 
  생산성 손실 기간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한 <민감도 분석 Ⅰ>의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이직 비용은 최소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Ⅰ-1>에서 100,521백만원, 
중간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Ⅰ-2>에서 199,155백만원, 평균값을 적용한 <시나
리오 Ⅰ-3>에서 234,392백만원, 최대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Ⅰ-4>에서 
783,208백만원이었다(Table 32). 
  분석 단위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한 <민감도 분석 Ⅱ>의  상급종합병원  간호
사 이직 비용은 간호단위 유형별 최소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Ⅱ-1>에서 
125,995백만원, 간호단위 유형별 중간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Ⅱ-2>에서 
238,597백만원, 간호단위 유형별 평균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Ⅱ-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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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90백만원, 간호단위 유형별 최대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Ⅱ-4>에서 
565,265백만원이었다(Table 32).  
  외국사례 시나리오를 작성한 <민감도 분석 Ⅲ>의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이직 비용은 118,529백만원이었다(Table 32). 
  최소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Ⅰ-1>에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이직 비용이 
가장 적게 추정되었으며, 최대값을 적용한 <시나리오 Ⅰ-4>에서 가장 많게 
추정되었다(Table 32). 

Table 32. Estimation of turnover costs (total 43 tertiary hospitals)
                                              (Unit= n, %, KRW 1million) 

Index This study Total tertiary
hospitals

Number of tertiary hospitals(n) 1 42.4

Number of RNs left(n)* 145 2,974

Turnover rate(%)   9.2 9.7

Total 
turnover 
costs

Baseline scenario 9,710 199,155 

Sensitivity 
analysis Ⅰ

ScenarioⅠ-1 : min 4,901 100,521 

ScenarioⅠ-2 : median 9,710 199,155 

ScenarioⅠ-3 : mean 11,428 234,392 

ScenarioⅠ-4 : max 38,186 783,208 

Sensitivity 
analysis Ⅱ

ScenarioⅡ-1 : min (by unit) 6,143 125,995 

ScenarioⅡ-2 : median (by unit) 11,633 238,597 

ScenarioⅡ-3 : mean (by unit) 12,520 256,790 

ScenarioⅡ-4 : max (by unit) 27,560 565,265 
Sensitivity 
analysis Ⅲ Scenario Ⅲ : Jones (2005) 5,779 1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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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안전 인식도와의 관계

  1) 환자안전 인식도 조사 결과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환자안전사건 지표에 대해 해당 간호단위
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인식도를 수간호사 설문조사한 결과 투약 오류에 
대한 환자안전 인식도는 8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낙상에 대한 환자안전 인
식도는 80.7점, 욕창에 대한 환자안전 인식도는 81.8점, 환자안전의 전반적 
수준에 대한 인식도는 81.5점이었다(Table 33). 
  또한 간호사 이직으로 인해 해당 간호단위의 환자안전이 얼마나 영향받는지
를 조사한 결과 50.3점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Table 33).

Table 33. Survey results on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n=71)

Index Mean SD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on medication errors 85.0 14.1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on falls 80.7 14.4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on bed sores 81.8 17.6

Perception of overall patient safety 81.5 15.7
Impact of turnover on patient safety 50.3 30.8

  2)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안전 인식도와의 관계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안전 인식도 간에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 이직률과 투약 오류, 낙상, 욕창에 대한 환자안전 인식도, 환자안
전의 전반적 수준에 대한 인식도와는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간호사 이직률이 낮을수록 해당 간호단위가 안전하다고 수간호사는 
인식하고 있었다. 이 중 간호사 이직률과 투약 오류에 대한 환자안전 인식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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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가 –0.400으로 가장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투약 오류, 욕창에 대한 환자안전 인식도, 환자안전의 전반적 수준에 대한 
인식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4).
  또한 간호사 이직으로 인해 해당 간호단위의 환자안전이 얼마나 영향받는지
에 대한 인식도와 간호사 이직률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상관계수가 0.322
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p<0.05)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사 이직률이 낮을
수록 간호사 이직이 해당 간호단위의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고 수간
호사는 인식하고 있었다(Table 34).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안전 인식도를 산점도
로 나타내면 <Figure 8>과 같다.

Table 34. Correlation of turnover rate and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n=71)

Index r p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on medication errors -.400** .001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on falls -.197 .099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on bed sores -.297* .012

Perception of overall patient safety -.238* .045
Impact of turnover on patient safety .322** .006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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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urnover rate and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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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간호사 이직 감소 방안

  간호사 이직 감소 방안에 대하여 수간호사 설문조사한 결과가 <Table 35>와 
같았다. 본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수간호사가 주관식으로 응답하였으며, 응답
한 결과를 연구자가 코딩화하여 10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응답건수는 
총 172건이었다.
  간호사 이직 감소 방안은 인력 충원이 37건(21.5%)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
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근무조별 간호사 충원, 환자수 및 중증도에 따른 
간호사 충원, 휴가 및 휴일을 보장하는 간호사 충원, 업무량에 따른 간호사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승진, 임금인상, 복지혜택 증가가 25건
(14.5%)으로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른 직원과의 협조적인 관계 유지
가 24건(14.0%), 교대근무제도 개선이 23건(13.4%),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
이 18건(10.5%), 전문직 자아개념 강화가 17건(9.9%), 실무 교육 강화가 10건
(5.8%), 인력 충원 및 배치를 위한 행정 프로세스 개선이 9건(5.2%), 폭행 및 
폭언에 대한 관리가 4건(2.3%), 기타가 5건(2.9%)으로 분석되었다(Table 35).

Table 35. Strategies to reduce the nurse turnover
(n=172)

Strategies n %

Add staff 37 21.5
Promotion, pay raise and benefit increase 25 14.5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staff 24 14.0
Improve shift system 23 13.4
Positive organizational culture 18 10.5
Emphasize professional self-concepts 17 9.9
Provide practical education and training 10 5.8
Improve administrative process for staffing 9 5.2
Provide training on violence and abuse 4 2.3
Others 5 2.9

Total 17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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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이직 비용을 산정하고, 간호사 이직이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간호사 보유 전략을 제시하고 수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으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
의하고자 한다.

  1. 간호사 이직률

  본 연구대상 병원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간호사 이직률은 평균 
9.2%였다. 이를 각 국가별 간호사 이직률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13.9% 
(Nursing Solutions Inc., 2014), 영국은 10.5%(Morris, 2007), 캐나다는 
19.9%(O’Brien-Pallas et al., 2010), 우리나라 16.9%(병원간호사회, 
2013)로 본 연구대상 병원의 간호사 이직률은 각 국가별 간호사 이직률보
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간호사회(2013)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서 
간호사 이직률을 병원 유형별로 분류해 볼 때, 상급종합병원은 9.4%, 종
합병원 19.1%, 병원 18.9%, 요양병원 19.9%로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낮았
다. 본 연구대상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병원간호사회에서 조사한 결과
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이직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의 근무연수에 따른 이직률은 1년미만 간호사가 평균 16.2%로 
가장 높았으며, 1년이상 3년미만인 간호사가 평균 13.6%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병원간호사회(2013)의 신규간호사 이직 현황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2년 채용된 신규간호사 중 2013년에 31.2%의 간호사가 이직하
였으며,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27.8%의 신규간호사가 이직하여, 본 연구
대상 병원의 3년미만 간호사의 이직률이 국내 타병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애 등의 연구(2009)에 의하면 간호사의 경력이 많을수록 간
호사들은 스스로 스트레스 상황을 분석하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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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년미만 근무경력의 간호사들에 대한 이직 
감소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간호사 이직률을 간호단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환자실 이직
률이 평균 13.1%, 병동 9.9%, 수술실과 응급실 8.0% 순으로 높았으며, 
기타 간호단위가 2.4%로 가장 낮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중환자실 간호
사 이직률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볼 때 중환자실 
간호사의 이직의도가 높았고(조경희, 2002), 중환자실 간호사의 절반 이상
(54.1%)이 이직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향후 2~3년 이내에 이직할 의도
를 가지고 있었다(조용애 등, 2009). 이는 고도로 숙련된 간호, 응급상황
에서의 판단력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직
무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이
직하고 싶어 하는 경향도 높게 나타났다(조용애 등, 2009). 
  병원간호사회(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 간호사 이직 사유는 보다 좋은 
근무조건을 찾기 위한 타병원 이직(19.4%)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혼, 출산 및 육아(15.9%), 업무부적응(13.0%), 진학 및 유학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Finkler, Jones와 Kovner(2014)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직을 하는데, 직무만족, 자율
성, 의사결정 권한, 근무환경, 관리자의 지지, 경력개발 기회, 급여, 복지
혜택, 인력부족, 과도한 업무량, 불규칙한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의사 및 
다른 직종 간의 관계, 질 높은 간호제공 능력 등이 간호사 이직에 영향을 
주며, 연령, 교육정도, 성별, 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이직의도, 소진, 
직무스트레스, 조직 몰입 등), 도덕적 신념, 건강, 가족상황 등 개인적인 
요인들도 이직하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이직 감소 방안에 대하여 수간호사에게 설문조사
하였으며, 그 결과 인력 충원이 37건(21.5%), 승진, 임금인상, 복지혜택 
증가가 25건(14.5%), 다른 직원과의 협조적인 관계 유지가 24건(14.0%), 
교대근무제도 개선이 23건(13.4%),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이 18건
(10.5%), 전문직 자아개념 강화가 17건(9.9%), 실무 교육 강화가 10건
(5.8%), 인력 충원 및 배치를 위한 행정 프로세스 개선이 9건(5.2%),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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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폭언에 대한 관리가 4건(2.3%), 기타가 5건(2.9%)의 순으로 많이 응답
하였다.
  조용애 등의 연구(2009)에 의하면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선 우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
는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위별 간호사들의 이직이 다르게 분포하듯 간호사들이 연차별로 받는 스
트레스와 압박이 다르기 때문에 연차에 맞는 직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
램들을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간호사 이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근무경력별, 근무부서별 다양
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간호사 보유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

  2. 간호사 이직 비용

  간호사 이직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Jones(2005)의 연
구와 동일하게 간호사 이직 비용을 채용 전 비용과 채용 후 비용으로 나
누어 산정하였으며, 채용 전 비용에는 광고‧모집비, 공석충원비, 채용비를 
포함하였고, 채용 후 비용에는 교육‧훈련비,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
용,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 사직비를 포함하였다. 
  광고‧모집비, 공석충원비, 채용비, 교육‧훈련비, 사직비의 경우 2009년에
서 2013년까지 5개년간의 비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비용 자료는 2013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보정한 후 5개년 평균비용을 이직 비용 산정시 적용하여, 화폐
가치에 의한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생산성 손실 비용은 수간호사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사용된 특정 변수 또는 가정이 변할 경우 연구 결과에 민감한 영향을 끼
칠 수 있어 민감도 분석을 이용하여 생산성 손실 비용을 산정하였다.
  민감도 분석에서 제시한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생산성 손실 정도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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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손실 기간의 수간호사 설문조사 결과 중 중간값을 적용하여 생산성 
손실 비용을 산정하였다. 중간값을 적용한 이유는 표본수가 많지 않은 경
우 최소값, 최대값과 같은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감도 분석 Ⅰ>의 경우 생산성 손실 기간별로 (최소값, 중간값, 평균
값, 최대값)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생산성 손실 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민
감도 분석 Ⅱ>의 경우 분석단위별(간호단위 유형별 최소값, 중간값, 평균
값, 최대값)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생산성 손실 비용을 산정하였고, <민감
도 분석 Ⅲ>의 경우 외국사례(Jones, 2005)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생산성 
손실 비용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 이직간호사 1인당 이직 비용의 기본 시나리오는 45,761천원
(41,330달러)이었고, 민감도 분석 결과 최소 12,540천원(11,325달러)에서 
최대 242,411천원(218,940달러)이었다.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과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까
지 포함하여 산정한 연구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연구한 다른 연구결과
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 기본 시나리오의 이직간호사 1인당 이직 비용은 
Jones(2004, 2005, 2008)의 연구에서 산정한 이직 비용(62,100~67,100달
러, 82,000~88,000달러)과 Patterson 등(2010)의 연구에서 산정한 이직 
비용(71,614달러)보다는 적게 산정되었다.
  또한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만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구결과와 비
교해 보면 본 연구의 이직간호사 1인당 이직 비용은 Jones(1990a, 
1990b, 1992)의 연구에서 산정한 이직 비용(10,098달러, 12,147달러), 
O’Brien-Pallas 등(2006)의 연구에서 산정한 이직 비용(21,514달러), 
Waldman 등(2004)의 연구에서 산정한 이직 비용(23,487~31,486달러), 
North와 Hughes(2013)의 연구에서 산정한 이직 비용(18,121달러)보다는 
많게 산정되었다. 
  생산성 손실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
구의 이직간호사 1인당 이직 비용은 Hoffman(1985)의 연구에서 산정한 
이직 비용(1,524달러), Wise(1990)의 연구에서 산정한 이직 비용(11,740달
러), 이현주(1994)의 연구에서 산정한 이직 비용(1,578달러), L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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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nc.(2009)의 연구에서 산정한 이직 비용(36,567달러)보다는 많게 
산정되었다.
  위의 분석 결과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산정한 기본 시나리오의 이직간
호사 1인당 이직 비용이 중간 정도 수준이나 국가별, 연도별로 화폐 환율 
및 시세, 간호사 인건비 및 각종 비용에 차이가 있어, 이직 비용 금액을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 기본시나리오의 이직간호사 1인당 이직 비용을 채용 전 비용과 
채용 후 비용으로 나누어 볼 때 채용 전 비용이 2,155천원(4.7%)이었으
며, 채용 후 비용이 43,606천원(95.3%)이었다.
  채용 전 비용과 채용 후 비용의 비율에 대해 다른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과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연구인 Jones(2004, 2005)의 연구에서는 채용 전 비용이 80~86%, 
채용 후 비용이 14~20%의 비율을 보였으며, Jones(2008)의 연구에서는 
채용 전 비용이 82~87%, 채용 후 비용이 12~20%를 보였으며, Patterson 
등(2010)의 연구에서는 채용 전 비용이 14%, 채용 후 비용이 65%를 보였
다.
  본 연구에서 채용 전 비용은 공석충원비가 4.1%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었으며, 채용 후 비용에서는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이 75.7%, 
교육‧훈련비가 11.1%,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이 8.5%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Jones(2005)의 연구에서는 채용 전 비용 중 공석충원비가 72~78%, 채
용 후 비용에서는 교육‧훈련비가 8~9%,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이 
2~9%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Patterson 등(2010)의 연구에서
는 채용 전 비용 중 공석충원비가 12.8%, 채용비가 11.7%, 채용 후 비용
에서는 신규간호사 생산성 손실 비용이 53.2%, 교육‧훈련비가 10.7%로 많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세 연구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연구대상 병원은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직 시 2개월 전에 미리 예고하여 신규간호사를 
충원하기 때문에 공석충원비의 비율이 낮으며, 간호사 채용시 경력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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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간호대학을 갓 졸업한 신규간호사를 대부분 채용하므로 Jones 
(2005)의 연구보다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정도가 크고 생산성 손실 
기간이 길어 생산성 손실 비용과 교육‧훈련비의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 전체 간호사 이직 비용의 기본 시나리오는 9,710백만원
(8.8백만달러)이었고, 민감도 분석 결과 최소 4,901백만원(4.4백만달러)에
서 최대 38,186백만원(35백만달러)이었다.
  전체 간호사 이직 비용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연구한 다른 연구결과
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 기본 시나리오의 전체 간호사 이직 비용은  
Jones(2004, 2005, 2008)의 연구에서 산정한 이직 비용(5.9~6.4백만달러, 
7.9~8.5백만달러), Waldman 등(2004)의 연구에서 산정한 이직 비용
(6.1~8.2백만달러)과 비슷하게 산정되었다. 또한 Jones(1990a, 1990b, 
1992)의 연구에서 산정한 이직 비용(0.6~1.6백만달러), Wise(1990)의 연구
에서 산정한 이직 비용(0.55~1.3백만달러), Hoffman(1985)의 연구에서 산
정한 이직 비용(30만달러), 이현주(1994)의 연구에서 산정한 이직 비용(20
만달러)보다는 많이 산정되었다. 
  이직간호사 전체 이직 비용도 이직간호사 1인당 이직 비용과 마찬가지
로 연구의 규모와 연구대상 병원의 수, 이직간호사수에 따라 그 규모가 다
르고, 국가별, 연도별로 화폐 환율 및 시세 등에 차이가 있어, 다른 연구 
결과와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며,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을 대
상으로 하여 간호사 이직 비용을 산정한 일개 병원의 사례이므로 일반화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상급종합병원 전
체 간호사 이직 비용을 추정해 보면 기본 시나리오에서 199,155백만원이
었으며, 민감도 분석 결과 최소 100,521백만원에서 최대 783,208백만원이
었다. 
  위의 연구결과와 같이 일부 제한점은 있으나 간호사 이직으로 인해 발
생하는 이직 비용은 병원 경영에 재무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간호사 이직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직을 감소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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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안전 인식도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이직률이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연구대상 병원 간호단위의 수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환자안전 인식도 조
사를 시행하였다. 해외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환자안전사건 중 투
약오류, 낙상, 욕창을 선정하여 이에 대해 해당 간호단위가 얼마나 안전하
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안전 인식도 간에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간호사 이직률과 투약 오류, 낙상, 욕창에 대한 환자안전 인식도, 
환자안전의 전반적 수준에 대한 인식도와는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직률이 낮을수록 해당 간호단위는 투약 오류, 낙
상, 욕창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해당 간호단위의 환자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 이직으로 인해 해당 간호단위의 환자안전이 얼마나 영향받는지
에 대한 인식도 점수와 간호사 이직률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상관계수가 
0.322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직률이 해당 간호단위의 
환자안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선행 연구에서는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안전사고 지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그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나(Bae et al, 2009; Castle & Engberg, 
2005; Lee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전사고 지표값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환자안전 인식도 조사로 대체하였다. 
  본 연구 분석의 틀에서 보면 간호사 이직이 병원의 재무적인 측면에도 영향
을 미치며,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이직이 병원의 
재무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이직의 비용을 산정하였고, 환자안
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안전 인식도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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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현재 환자가 사회적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비용
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는 외국의 간호사 이직 비용 산정 방법론인 Jones (1990)의 
Nursing Turnover Model과 O’Brien-Pallas 등(2006)의 Nurse 
Turnover model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간호사 이직 
비용을 산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추후 간호사 이직 비용 연구를 활
성화하여 우리나라 간호사 이직과 외국 간호사 이직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이직 비용 산정 방법에 대한 수정‧보완을 적극 제언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간호사 이직 비용 산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간호사 이직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고, 간호사 이직이 병원경영에 재무적으
로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 간호연구 측면 

  간호사 이직 비용과 관련되어 외국에서는 비교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20년 전에 수행된 1건의 연구(이현주, 1994) 외에
는 없었다. 본 연구는 외국 연구의 간호사 이직 비용 산정 방법론을 적용
하여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이직률을 산정한 최초의 연구로서 외
국의 연구와 비교하여 국내 병원의 간호사 이직 비용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추후에도 이와 관련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 이직 비용 중 생산성 손실 비용 산정 시  



- 76 -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특정 변수 또는 가정이 변할 경우 생산성 손실 
비용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간호사 이
직 비용 산정에 민감도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시행하
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안전 인식도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로서 향후 간호사 이직과 환자안전 지표값과의 관련
성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는 이직간호사 1인당 이직 비용과 전체 간호사 이직 비용을 산
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급종합병원 전체 간호사 이직 비용을 추
정해 보았다. 이를 통해 간호사 이직이 병원경영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효
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이직 비용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
향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는 간호사 이직을 줄이고, 보유 전략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와 더불
어 향후 간호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간호사 이직 감소 및 보유 전략 수
립과 실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사 이직 비용
을 산정한 일개 병원의 사례로, 전체 병원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이직간호사 1인당 이직 비용과 전체 이직 비용을 외국의 연구결
과와 비교 시 연구의 규모와 연구대상 병원의 수, 이직간호사수에 따라  
이직 비용의 규모가 다르고, 국가별, 연도별로 환율 및 시세, 간호사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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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및 각종 비용에 차이가 있어, 이직 비용 금액을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에
는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생산성 손실 비용 산정 시 생산성 손실 기간 및 손실 정도에 대
한 기준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간호사 이직과 환자안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간호사 이직률
과 환자안전사고 지표값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환
자안전사고 지표값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환자안전 인식도 조사
로 대체하여 시행하였다.
  다섯째, 간호사 이직이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적으로 측정하여 
이직 비용에 포함시켜야 하나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적으로 측정
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안전 인식도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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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 이직 비용을 산정하고, 간호사 이직이 환자안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간호사 보유 전략을 제시하고 수행하는데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대상 병원의 간호사 이직률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간호사 이직률은 평균 9.2%였다. 근무연수에 따른 이직률은 1년미만 
간호사가 평균 16.2%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단위 유형별 이직률은 중환자
실이 평균 13.1%로 가장 높았다.
  간호사 이직 비용은 채용 전 비용과 채용 후 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하였
으며, 채용 전 비용에는 광고‧모집비, 공석충원비, 채용비를 포함하였고, 
채용 후 비용에는 교육‧훈련비,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 사직비를 포함하였다. 
  생산성 손실 비용 산정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생산성 손실 정도와 생산성 손실 기간의 수간호사 설문조사 결과 중 
중간값을 적용하여 생산성 손실 비용을 산정하였다. <민감도 분석 Ⅰ>의 
경우 생산성 손실 기간별(최소값, 중간값, 평균값, 최대값)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생산성 손실 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민감도 분석 Ⅱ>의 경우 분
석단위별(간호단위 유형별 최소값, 중간값, 평균값, 최대값)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생산성 손실 비용을 산정하였고, <민감도 분석 Ⅲ>의 경우 외국
사례(Jones, 2005)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생산성 손실 비용을 산정하였다.  
  이직간호사 1인당 이직 비용은 2013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4천 576만원
으로 추정되었으며, 민감도 분석 결과 최소 1천 254만원에서 최대 2억 
4,241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분석대상 병원의 간호사 이직 비용은 연간 97
억 1천만원으로 추계되었고, 민감도 분석 결과 최소 49억 1백만원에서 최
대 381억 8천 6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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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전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
사 이직 비용을 추정해 보면 기본 시나리오에서 1,991억 55백만원이었으
며, 민감도 분석 결과 최소 1,005억 21백만원에서 최대 7,832억 8백만원
이었다.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안전 인식도 간에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간호사 이직률은 환자안전 인식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
며, 간호사 이직률과 간호사 이직이 해당 간호단위의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사 이직 비용을 
산정한 연구로 전체 병원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이직 비용에 
대한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종합병
원, 병원까지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생산성 손실 비용 산정시 생산성 손실 기간 및 손실 정도에 대한 기
준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지므로, 생산성 손실 기간 및 손실 정도에 대
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3) 간호사 이직과 환자안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호사 이직률
과 환자안전사고 지표값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
해 간호사 이직이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적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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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간호사 이직이 병원 경영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이직이 간호
조직 및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 이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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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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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이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조사지

코드 근무병동 입사일자 퇴직일자 현근무지 
발령일 휴직여부

* 2009~2013년(5개년) 연도별 12월 31일자 기준 자료(이직 간호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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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간호단위별 인력현황 조사지

기준
연도

간호
단위

수간호사
수

간호사수
공석수

정규 단시간 OT 이직자

　 　 　 　 　 　 　 　
　 　 　 　 　 　 　 　
　 　 　 　 　 　 　 　
　 　 　 　 　 　 　 　
　 　 　 　 　 　 　 　
　 　 　 　 　 　 　 　
　 　 　 　 　 　 　 　
　 　 　 　 　 　 　 　
　 　 　 　 　 　 　 　
　 　 　 　 　 　 　 　
　 　 　 　 　 　 　 　
　 　 　 　 　 　 　 　
　 　 　 　 　 　 　 　
　 　 　 　 　 　 　 　
　 　 　 　 　 　 　 　
　 　 　 　 　 　 　 　
　 　 　 　 　 　 　 　
　 　 　 　 　 　 　 　
　 　 　 　 　 　 　 　
　 　 　 　 　 　 　 　
　 　 　 　 　 　 　 　
* 2009~2013년(5개년) 연도별 기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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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간호사 급여 조사지

(단위 : 원)

코드 근무 
간호단위 지급연도 직급 급여총액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 2009~2013년(5개년) 연도별 자료



- 92 -

부록 5. 시간외근무 현황 조사지

코드 근무 간호단위 지급일 시간외근무 시간 시간외근무 수당

　 　 　 　 　
　 　 　 　 　
　 　 　 　 　
　 　 　 　 　
　 　 　 　 　
　 　 　 　 　
　 　 　 　 　
　 　 　 　 　
　 　 　 　 　
　 　 　 　 　
　 　 　 　 　
　 　 　 　 　
　 　 　 　 　
　 　 　 　 　
　 　 　 　 　
　 　 　 　 　
　 　 　 　 　
　 　 　 　 　
　 　 　 　 　
　 　 　 　 　
　 　 　 　 　
　 　 　 　 　
　 　 　 　 　
* 2009~2013년(5개년) 연도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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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결산서 조사지

계정과목명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피복및침구비 　 　 　 　 　
직원채용경비 　 　 　 　 　
행사비 　 　 　 　
복리후생비 　 　 　 　 　
퇴직금 　 　 　 　 　

* 2009~2013년(5개년) 연도별 자료
* 인사부서, 교육부서, 간호부서에서 상세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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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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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간호사 이직 비용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지

[간호사 이직 비용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지]

1. 일반적 특성

 1) 근무 병동

  (                           )병동

  주요 진료과 (                 )과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외래   □응급실      
  □기타 (                       ) 

 2) 현 부서 근무연수   (           )년  (           )개월

 3) 현 직급 근무연수   (           )년  (           )개월

2. 생산성 손실 비용
※ 다음의 문항에서 언급되는 신규간호사는 병원 입사 후 1년 미만의 간호

사를 말하며, 간호사 개개인의 역량 차이를 떠나 평균적인 숙련도 또는 
생산성 손실 정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간호사의 생산성 손실 비용
① 신규간호사를 숙련된 간호사에 비교할 때 얼마나 능숙하다고 생각하는

지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세요.      (                )점

 0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능숙하지 않다)                                                        (능숙하다)

② 신규간호사가 환자 간호 시 숙련된 간호사 생산성의 90% 수준을 달성
하기까지 요구되는 근무 기간은 몇 개월 입니까?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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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료의 생산성 손실 비용
① 신규간호사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거나 신규간호사에게 시범을 보이고, 

업무를 도와주거나 보완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동료의 생산성이 얼마나 
손실되는지 0%에서 100%까지 비율을 매겨주세요.    

                                                (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생산성 손실이 없다)                                           (생산성 손실이 많다)

② 신규간호사에 의해 더 이상 동료의 생산성이 손실되지 않는 기간까지 
요구되는 근무 기간은 몇 개월 입니까?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0개월로 적어 주십시오.              (                )개월

3) 이직 전 생산성 손실 비용
① 이직간호사의 이직 전 생산성이 얼마나 손실되는지 0%에서 100%까지 

비율을 매겨주세요.                            (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생산성 손실이 없다)                                           (생산성 손실이 많다)

② 이직간호사에게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는 근무 기간은 몇 개월 입니까?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0개월로 적어 주십시오.   

                                              (                )개월

4) 이직 전 관리자 및 동료의 생산성 손실 비용
① 이직 간호사에 의해 영향받아 동료의 이직 전 생산성이 얼마나 손실되

는지 0%에서 100%까지 비율을 매겨주세요.
                                          (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생산성 손실이 없다)                                           (생산성 손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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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직간호사에 의해 영향받아 동료의 이직 전 생산성이 손실되는 기간
은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0개월
로 적어 주십시오.                          (                )개월

3. 적정 이직률
※ 다음 문항에서 간호사수는 환자간호에 참여하는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즉 교육간호사, 분만휴가자, 휴직자, PA, 간호보조원 등은 제외됩니다.

1) 귀 간호단위의 총간호사수는 몇 명입니까?       (                )명
2) 귀 간호단위의 현재 정규 간호사수(촉탁  포함)는 몇 명입니까? 

                                  (                )명
3) 귀 간호단위의 현재 단시간 간호사수는 몇 명입니까?  

   (                )명
4) 귀 간호단위의 현재 공석 간호사수는 몇 명입니까?   

    (                )명
   (공석 간호사수는 분만휴가, 임신휴가, 이직자 등으로 채워지지 않은 자리를 의미함)
5) 귀 간호단위의 작년 1년간 이직 간호사수는 몇 명입니까?

                                          (                )명
6) 귀 간호단위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환자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이직률을 유지하려면 1년간 몇 명 이내의 간호사가 이직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명

7) 귀 간호단위의 근무조별 간호사 배치와 운영되고 있는 간호팀수를 아
래 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주말 기타1 기타2
간호팀수

D
E
N

PRN
 (평일, 주말 외에 특별한 근무조로 운영하고 있는 요일은 기타칸에 기록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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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안전 인식도
※ ‘환자안전’은 의료서비스 과정 중에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해로운 

결과를 피하거나 완화시키거나 예방하는 행위를 말하며, ‘환자안전사
건’은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끼쳤거나 해를 줄 수 있었던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환자안전사건은 ‘근접오류사건’과 ‘위해사건’으로 
구분하며, ‘근접오류사건’은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았거
나 끼치기 전에 발견한 사건을 말하며, ‘위해사건’은 환자의 잠재적인 
질병이 아닌 의료제공 과정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여 환자에게 위해
를 유발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문항에 답해주시
기 바랍니다.

1) 귀 간호단위는 투약 오류에 있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0점에
서 100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세요.              (                )점

 0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투약 오류율 0%)

2) 귀 간호단위는 낙상 발생에 있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0점에
서 100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세요.              (                )점

 0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낙상 발생률 0%)

3) 귀 간호단위는 욕창 발생에 있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0점에
서 100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세요.              (                )점

 0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욕창 발생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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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 간호단위 환자 안전의 전반적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점

 0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매우 나쁘다)                                                         (매우 좋다)  

5) 귀 간호단위는 지난 1년 동안 환자안전사건을 총 몇 회 보고하였습니
까? 그 중 근접오류사건은 총 몇 건을 보고 하였습니까?   

   환자안전사건 총 보고 건수 (              )회 
   근접오류사건 총 보고 건수 (              )회

6) 이직으로 인해 귀 간호단위의 환자안전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다고 생
각하는지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세요.(                )점

 0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영향받지 않는다)                                               (매우 영향받는다)

5. 간호사 이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아래 칸에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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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rsing turnover cost estimation
- a tertiary hospital case -

Kim, Eunhye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Jinhyun, Ph.D.

  This study was done to provide information so that a retention 
strategy for nurses could be developed by calculating the 
turnover costs and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nurse turnover 
rate on patient safety. 
  In this study, by sampling a tertiary hospital with about 7,894 
working nurses, 1,207 new nurses, and 724 nurses who left, 
hereafter called turnover nurses, from 2009 to 2013, human 
resources data on personnel and costs were used to calculate the 
turnover rate and costs. The turnover costs were estimated by 
separating the pre-hire and post-hire costs. The pre-hire costs 
included advertisement, recruitment, vacancy, and hiring 
expenses. Orientation and training, the productivity loss of a new 
nurse and pre-turnover, and termination expenses were included 
in the post-hire costs. The productivity loss taking into the 
duration and level of loss was assessed with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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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survey responses of 71 nurse managers. 
  The mean annual turnover rate was 9.2% based on analysis 
results for the sampled tertiary hospital. The mean turnover rate 
had a maximum value of 16.2% for nurses with less than 1 year 
of experience. The intensive care unit had a maximum turnover 
rate of 13.1% for intensive care nurses. 
  The nurse turnover costs per registered nurse (RN) was KRW 
45,761,000 (USD 41,330) for the baseline scenario. Sensitivity 
analysis showed that the lowest and highest costs for the nurse 
turnover cost per registered nurse were KRW 12,540,000 (USD 
11,325) and KRW 242,411,000 (USD 218,940), respectively. The 
turnover costs for the total RNs reached KRW 9,710 million (USD 
8,769,870) for the baseline scenario. Furthermore, sensitivity 
analysis also showed that the lowest and highest costs for the 
turnover of total RNs were KRW 4,901 million (USD 4,426,481) 
and KRW 38,186 million (USD 34,488,800), respectively. 
  The nurse turnover costs for the entire tertiary hospital were 
estimated at KRW 199,155 million (USD 179,872,651) for the 
baseline scenario. Additionally, sensitivity analysis also showed 
that the lowest and highest costs for the nurse turnover costs at 
the entire tertiary hospital were KRW 100,521 million (USD 
90,788,475) and KRW 783,208 million (USD 707,377,198). 
  While analyzing the turnover rate and patient safety, a negative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nurse turnover rate and 
the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however, a positive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nurse turnover rate and the effect of 
the nurse turnover rate on patient safety.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at the nurse turnover affects not 
only the financial management of the hospital but also patient 
saf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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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mplementation of strategies to retaining nurses are required 
in the near the future.

Key words : Nurse turnover, Turnover rate, Turnover cost, 
Productivity los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Student number : 2008-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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