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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08년을 전·후로 대형병원들의 병상 증설과 요양병원의 급증, 간호관리료 
감산 등급(7등급) 신설,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등으
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간호사 공급 확대가 사회의제로 부
각되었다. 특히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구인난이 불거지면서 간호
관리료 감산등급 폐지,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 간호보조인력 대체 활용 등
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2008년부터 정부는 간호학과의 신·증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최근 7년간 69개교의 개설, 7천명의 입학정원 증원과 정
원 외 특별전형의 확대로 2014년 졸업자 수는 1만7천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신규간호사 공급량이 늘어나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이 원활해
질 것을 기대하였지만, 여전히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감산을 받는 7등급과 등
급 외 기관이 80% 정도로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 입학정
원 확대정책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가운데, 신규간호사 공급 확대가 지방·중
소병원의 간호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목표집단과 비 동질성 
비교집단을 설계한 준실험연구이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요양기관현황 자료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상
이한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과 특수목적 병원은 분석 대상에
서 제외하여 총 6,892개 기관이 분석되었다. 
  분석방법은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DID)을 이용하
여 정책이 목표로 하는 집단(treatment group)과 그렇지 않은 집단
(comparison group) 간의 정책 개입 이전(2008년~2011년)과 이후(2012
년~2015년)의 간호사수의 차이에 의해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
중차분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책 개입 이전의 집단들의 추세가 나란
한지 살펴보고 통제변수를 포함한 결과와 포함하지 않은 결과의 값을 비교하
여 정책의 외생성을 확인하였으며, 연도변수를 포함한 삼중차분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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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차분법의 강건성을 평가하였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비교집단으로 한 DID추정결과, 정책목표집단인 
160~299병상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
이 간호사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서는 
7.4명/100병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60병상 미만 그룹은 정책
개입 이전에 다른 그룹과 상이하게 증가추세에 있어 공통추세를 가지지 못한 
점에서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결과의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입학정원확대정책의 
순효과로 평가하기에는 편의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 중소병원의 2.4%에 
해당하므로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도시를 비교집단으
로 놓고 중소도시와 군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의 간호사수를 비교하여 지
방·중소병원에 미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였는데 정책이 미친 효과가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여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학과 입학정
원 확대정책은 정책이 의도하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수를 증가시키지 못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신규간호사의 공급이 늘어났어도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채용으로 연결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총량의 대안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 임금의 적정 수준 제시, 수도권 병상수 규제 방안, 중소병원의 경영 효
율화 방안 등 간호사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향에서의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의도한 순효과로 간호사 확보 수준에 미친 영향
에 대한 연구에 이어 향후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에 미친 영향 및 간호사 임금 
수준에 미친 영향 등 정책의 역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수급불균형, 입학정원 확대, 이중차분법 
학번: 201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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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중요한 요소이
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으로는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의 물리적 자원, 
병원구조 및 의료전달체계 등의 구조적 자원이 있다. 보건의료산업은 노동집
약적인 산업으로 인력관리가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인력이다. 이들은 상호
배타적인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종 간 업무의 경계가 있고, 
업무 간 인력의 상호 대체가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단기적인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
어야 한다. 특히 간호사인력은 전체 보건의료인력 중 45%를 차지하여(국민건
강보험공단, 2015) 병원 관리측면에서 간호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은 큰 의미
를 지니고 있으며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중요 자원이다.
  1999년 미국 IOM (Institute of Medicine)에서 ‘To error is Human’을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방 가능한 의료과오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
는 사망자 수가 연간 48,000명 ∼ 98,000명에 이르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간호사 확보 수준(nurse staffing)을 지목하였다. 미국의 가
장 큰 보건의료 자선단체인 Robert Wood Jonson Foundation이 2010년에 
실시한 갤럽 조사에서는 의료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
종으로 90%가 간호사라고 하였다. 특히 Kane 등(2007)이 체계적 문헌 고찰
을 통해 분석한 보고서에서 간호사 확보 수준이 증가하면 사망, 합병증 등과 
같은 부정적인 환자 결과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적정수준의 간호사 
배치가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절반이 넘는 병원이 의료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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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인 간호사 1인당 연평균 입원환자 2.5명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병상당 
간호사수를 기준으로 하는 간호관리료 등급 현황에서도 의원을 제외한 의료기
관 중 4등급∼7등급 기관이 76.6%를 차지하고 있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특히 간호관리료가 6~7등급인 의료기관은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실제로 23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300병
상 미만인 병원에서 94.8%가 간호사 구인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윤태, 김정덕, 이영호, 강대욱, 박종애, 2008). 
  중소병원이 간호사 구인난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대형병원에서는 대기발령
자수가 6,000명(졸업자 수 대비 48%)에 이르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신규
간호사 채용 시 정원의 2배수를 합격시키기 때문이다(김선미, 노영주, 김증임, 
박준식, 2010). 이처럼 대형병원에 취업 줄(job queue)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임금 격차이다. 병원간호사회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임금 조사에 의하
면 2014년 최소연봉은 1,500만원이었고, 최고연봉은 4,300만원으로 그 격차
가 2,800만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달한다(병원간호사회, 2015). 이와 같이 
임금 격차로 인해 간호사 인력시장에도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 구
조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국내 간호사 수급 정책은 공급 총량의 증가에만 초점
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2008년을 전·후로 대형병원들의 병상 증설과 요양병원의 급증, 간호관리료 
감산 등급(7등급) 신설,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등으
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규간호사 공급 확대가 사회의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구인난이 불거지면서 간호관리
료 감산등급 폐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간호보조인력 대체 활용 등을 요구
하기에 이르렀다(대한병원협회, 2008).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
역을 중심으로 간호학과 정원을 증원하였고(보건복지부, 2015a; 이태화, 강경
화, 고유경, 조성현, 김은영, 2014; 교육부, 2012)1), 그 결과 2008년 이전 

1) 교육부의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원 배정 기준으로 “지역대학 활
성화 및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수도권-지역간 직종 경합 시 가급적 지역
대학(서울, 인천, 경기 제외)을 배려”라고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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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개였던 간호교육기관이 2014년 현재 201개로 늘어났으며, 입학정원 수는 
2008년 1,1654명에서 2014년 18,076명으로 증원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특히 2010년에는 29개의 간호교육기관을 신설하였고, 한 해 동안 약 
2,000여명의 입학정원을 증원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간호학과 정원 외 특별
전형 비율을 입학정원의 5%에서 3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였다(대한간호협회, 
2014). 
  입학정원 및 정원 외 특별전형의 확대로 배출되는 신규간호사수는 2013년 
1.3만명 수준에서 2014년 2.0만명으로 1년 만에 약 1.5배 늘어났다(대한간호
협회, 2014). 공급 총량이 늘어나면 간호사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해결되어 간
호사의 취업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0년 간호사의 병원 취업률은 
50.1%에서 2012년에는 40.9%로 9.2%p 줄어들었다(보건복지통계연보, 2000; 
2012).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취업률이 정체되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 한 채 교육부는 2015학년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900명 증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교육부, 2014), 복지부는 간호인력 확충을 목표로 
2013년 2월 간호사인력 개편안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15b). 그러나 상
기 개편안은 정부와 이해 집단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전문대학
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한 의료법이 2015년 12월 9일 국
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간호지원사라는 인력 양성의 대안은 폐기되는 것으
로 일단락되었다.  
  정책과정에서 정책 평가는 채택한 정책이 대상 집단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 채택한 정책의 지속, 수정, 종결 등에 
대한 향후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남궁근, 2012). 그러나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정책이 대상 집단인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에 미치는 
객관적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신규간호사 공급만으로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김아름, 2014; 이민영, 
2014; 이인복, 2007) 입학정원 증원 정책은 2015년에도 지속되었다. 박보현 
등(2012)의 연구에서 신규간호사 확대정책이 의료기관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
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을 병원과 종합병원만으로 구분하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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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모를 세분화하지 못했고, 2008년 이전 자료의 분석에 그치고 있어 2008
년 이전보다 이후의 증원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된 상황에서 정책의 효과를 평
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08년 이후의 환경 변화 및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
을 고려하여 간호사인력의 수급 현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의 자료를 반영하여 신규간호사 공급확대를 위해 
실시한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사인력 수급 불균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 전후로 본격
적인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이행되었고 그 결과 신규간호사의 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공급량 증가가 실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확보수준을 
개선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2008년 이후의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 평가를 토대로 향후 지방·중소
병원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의 개입 전과 후의 간호사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2)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정책의 순 효과를 분석하
여 간호사인력 공급확대정책을 평가한다.

(3)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
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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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정책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 평가의 기준과 정책이 결정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먼저 보건의료인력 정책과 관련된 
개념모형을 살펴본 후 고찰한 모형의 흐름에 따라 간호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
현황인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수급에 대한 예측 또는 계획에 대한 선행 연구
를 고찰하였으며, 인력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현황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보건의료인력 관련 개념모형

1) Health Human Resource Planning (HHRP) Conceptual Model 

  O’Brien-Pallas 등(2001)이 개발한 HHRP (Health Human Resource 
Planning) 개념 모델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구조
화한 것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인구집단의 수요 파악에서 시작하여 간호인력 
공급 규모, 양성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급을 예측하고 계획하며, 인력 활용에 
따른 성과(현황)를 평가하는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인력 자원을 예측하고 계획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은 건강에 대한 인구집단
의 요구, 교육과 훈련, 생산, 작업과 생산 조직,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적·정치적 요인, 모든 구조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상황 등이 있다. 그리고 
HHRP 개념모델은 독립적인 직접 경로와 영향 요인들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
는 간접 경로를 정의하고 있다. 즉 인구의 건강 요구도의 분석을 시작으로 보
건의료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예측하는 단계를 거쳐 결과가 산출되는 경로를 
제공하는데 의료자원 분배, 보건의료인력 분포에 있어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
적, 지리적, 기술적 맥락과 연관된다(Figure 1). 예를 들어 보건의료인력 정책
의 결정은 의료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의 정치적 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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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인력자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회비용은 다른 
사회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Figure 1. Health human resources conceptual model

Source: Birch, et al., 20072) 

  본 모형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인구집단의 건강 요구도(population 
health care needs)분석으로 치료적 의료서비스,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창
출하는 인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구 특성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지역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
요를 창출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들의 분석과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 사회의 경제 상황, 접근성, 의료서비
스의 질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구
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 

2) Brich, et al.,(2007) adapted from O’Brien-Pallas, Tomblin Murphy, Birch, and 
Bauman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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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단계는 계획과 예측(planning and forecasting) 단계이다. 계획과 
예측 단계에서는 현존하는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실행, 추정, 방법, 필요한 데
이터, 그리고 현재의 한계점을 반영해야 하는데 전통적인 방법, 데이터의 이
용 가능성, 정치적인 압력, 그리고 현재 제기되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관련 질
문들을 수집하여 고려해야 한다. 계획과 예측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는 
규칙적인 데이터의 분석과 결과의 정확한 평가이다. 
  다음 단계로는 인력 공급 단계로 의료인력의 수, 종류, 지역적 분포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 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채용, 인력의 보유, 면허, 인력 규제 
등의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노동 참여율, 인구별 의료
인력 공급량, 보건의료인력 공급기관의 인구통계학적, 교육적 특징, 보건의료
인력의 사망, 은퇴, 이주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인의 지역적인 분포는 경제적 
수준, 급여, 생활방식 등의 이유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의료인력 시장에서
의 의료인의 분포는 의료기관의 수, 의료기관의 경쟁력, 의료인의 근무환경, 
실습환경, 의료기기 수준 등의 의료인 양성 관련 요인에 의존한다.
  재정 자원(financial resources) 단계에서는 보건의료인력 관련 정책을 위
한 경제학적 맥락의 관점을 제공한다. 이 단계의 역할은 의료인력과 의료서비
스에 대해서 미래의 경제적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자에게 비율
과 의료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을 지정해야 하며, 의료인력자원에 
들어가는 자원 또한 할당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자
원의 분배에 대한 결정은 인구의 분포에 따른 수요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양성(production: education and training) 
단계에서는 교육기관의 접근성과 질, 교육기관의 수준 등의 요인이 영향을 준
다. 의료교육기관의 수준은 경제적 자원과 현재 의료서비스의 수요, 그리고 
미래의 의료서비스 수요의 충족이 고려되어야 한다.
  건강의 연속선상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조직, 관리의 단계
(management, organization and delivery of services across health 
continuum)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구조적인 배열, 의료서비스 기능의 집중화, 
공식화, 환경적 복잡성, 문화 등의 결정요인이 존재한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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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질, 의료인력의 만족도,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비용과 결과 등도 보건
의료인력 관리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된다.
  의료자원의 개발과 이용(resour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단계에
서는 대규모 인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의료자원의 유형과 성격, 양을 파
악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효율과 효과는 의료서비스전달의 효율적 분배와 
개인의 이용에 달려있으며, 의료서비스의 분배와 이용에 관해 정해지는 정책
들이 의료서비스에의 접근과 이용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산출되는 성과는 건강 측면(health outcomes), 제공자 측면
(provider outcomes), 시스템 측면(system outcomes)의 세 가지로 구분된
다. 건강 측면에서의 성과는 다양한 각도에서 지역사회의 건강정도를 파악함
으로써 측정할 수 있는데, 건강결과의 평가 지표로는 인구건강조사, 사망자 
수 조사, 암 등록 조사, 퇴원 진단 등의 의료 전달을 포함한 건강상태에 대한 
많은 지표들이 개발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조산율, 기대 수명, 평균 사망률, 
암 사망률, 사고 사망률, 만성병, 미숙아 출생률 등도 지역사회의 건강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제공자 측면에서의 성과는 의료인력의 건강수
준, 의료인력의 보유 정도, 회전율, 근무 만족도, 피로 정도, 근무 환경에서의 
기타 개인적 책임 등을 평가 지표로 삼는다. 시스템 측면에서의 결과는 의료 
자원의 이용과 제공에 따른 비용과 효과, 변화를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입원율, 재입원율, 각 의료분야에서의 지출정도, 각 과에서 치료받은 환자 수 
, 환자 집단의 빈곤도, 외래 환자, 입원환자의 수술 비율, 병상이용률 등이 지
표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단계들이 원활히 수행되었을 때, 최고의 건강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의료인력과 의료시스템의 결과물로써 의료자원의 적절한 분배
(efficient mix of resources)가 산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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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uman Resource for Health (HRH) Action Framework

Human Resource for Health Action Framework (HAF)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정부 또는 관리자들이 보건의료인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2005년에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와 
USAID(United States Agency International Development)에 의해 개발하
였다. HAF는 인력 부족, 분배의 불균형, 기술과 능력의 격차, 낮은 보유율, 
부족한 동기부여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 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으로,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보건의료 시스템의 형평성, 유효성, 효
율성,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서 더 나은 보건의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HAF는 현황분석(situational analysis), 계획(planning), 시행(implementation), 
감시 및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의 네 가지 활동 단계가 있으며, 이 네 
개의 활동 단계는 정책(policy), 재정(finance), 교육(education), 파트너십
(partnership), 리더십(leadership), 인력관리체계(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s)라는 여섯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Figure 2).  즉, 보건의료인력관리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6개 분야 모두를 고려한 상황 분석을 통해 계획하
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순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력 부족 등 문제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또는 10년 동안
의 자료를 수집하고, 국가적 맥락 속에서 수집된 자료를 해석해야 한다. 자료
를 해석할 때에는 6가지의 요소를 고려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사정해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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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Human resource for health action framework

Source: USAID & WHO, 2015

 
  계획 단계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력관리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
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 계획을 세우
고, 그 외 장기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유용하다. 또한 상황 분석 시 도출된 핵
심 요인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리더십 팀이 추천한 전략과 운영 계획을 개발한
다. 실행 단계에서는 먼저 주요관계자와 HRH 리더십 팀의 역할을 분명히 해
야 한다. 그 후 실행 시점을 정하고, 과정을 측정하고 적합한 기본 자료를 만
들기 위한 지표를 선택한다. 이 때 관리 변화의 주요 성공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감시 및 평가단계에서는 규칙적인 모니터링 과
정을 개발하고, 계획 내용에 맞추어 시행한다. 감시 및 평가의 과정은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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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주
요 성공 요인을 가려내기 위해서도 중요한 단계이다. 
  6개 분야 중 정책분야에서 분석해야 할 사항은 전문직의 기준, 면허 또는 
인증자격, 허용된 의료행위의 범위, 인력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사회
적·재정적 선택과 결정 요인, 고용관련 법과 규칙 등이 있다. 인력관리체계의 
경우 채용, 인재 개발, 인사고가와 같은 인사시스템과 근로환경, 그리고 인력 
계획과 훈련 등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인사정보시스템을 중
재분야로 설정할 수 있다. 재정분야에 대한 접근은 임금 수준, 한 기관의 인
력관리계획 또는 예산, 인력관리 지출 자료 등을 분석하고 계획하며, 교육 분
야에 대한 접근 내용은 직전교육, 연수교육, 교육기관, 교육대상 범위 등을 분
석하는데 지표로는 교육 요구도-교육이수자 비, 교육과정의 정기적인 개정 체
계, 교육과정 평가 메커니즘, 학생수-교육자수 비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리
더십 분야의 경우는 보건의료인력 중 챔피언에 대한 지원과 옹호 제도, 다 수
준에 걸친 리더십과 관리 능력, 업종 전반에 걸친 협력 구축 능력, 리더십 제
공을 위한 전문가 단체 또는 협회의 강화 등이 있다. 파트너십 측면에서 분석
하고 계획해야 할 사항은 부처 간 위원회, 전문가 자문 그룹 등의 기구 및 다
자간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 공공-민간 부분 계약사항, 치료와 보건의료서비
스 관리 시 지역사회의 참여 등이 중재분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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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인력의 수급 현황

1) 인구당 간호사수

  일반적으로 간호인력 수준을 논할 때 가장 많이 비교되는 지표가 인구 천명
당 활동 간호인력 수이다. 활동 간호인력(practising nurses)이란 환자를 직
접 간호하는 자를 말하며, 비활동간호인력, 재학 중인 학생, 해외 이주자, 행
정가, 대학 강의자 등은 제외된다(오영호, 2010). 
 OECD 통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활동 간호인력 수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수를 합산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마다 간호사의 교육양성 및 보건의료체
계계가 다르고, 조사 방법이 달라 정확한 통계를 비교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조산사 인력 현황을 따로 보고 받고 있음에도, OECD 국가
의 50% 이상이 조산사를 전문간호사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활동간호사수에 포
함시켜 중복 처리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나라에서 행정 및 연구에 종사하는 
비활동간호사를 포함시키는 등의 과다 추정된 경우도 종종 있다. 반대로 오스
트리아는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 간호사의 수만을 보고하여서 과소 추정된 결
과를 가져왔고, 독일의 경우도 임상 및 지역사회 분야가 아닌 노인을 대상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에 종사하는 25만 명의 간호사를 포함시키지 
않아 이들을 합하면 간호사수가 30% 정도 추가되는 등 과소 추정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09).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인구대비 적정 
의료인력 수에 대한 절대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이것은 질병과 인구학적 특
성, 국가 경제 상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패턴, 보건의료 노동시장 특성 등 국
가적 상황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수요 패턴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OECD 통계 결과를 비교하여 해석할 때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health data를 통해 국내 간호인력 수준을 살펴
보면, 2014년도 인구 1,000명당 국내 활동 간호인력 수는 5.2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8.4명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연도별 인구 1,000명당 활동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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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인력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2008년 OECD평균은 9.1명에서 2012년 9.7명, 2014년 10.3명
으로 연평균 증가율 2.3%, 최근 6년간 증가율이 13.2%인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 4.3명에서 2012년 4.9명, 2014년 5.2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4%였
고 최근 6년간 증가율은 20.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하였다(OECD, 2015). 활동 간호사 1인당 병상 수의 비교에서는 한국은 간호
사 1명당 평균 2.1병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 0.8병상과 
비교하면 약 2.5배 높은 수치이다. 이는 환자 중증도 등의 변수를 추가로 고
려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을 것을 알 수 있으며, 간호인력 공
급이 증가함에도 병상당 비중이 낮은 이유는 총 병상수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
으로 OECD 국가(인구 1,000명당 평균 4.8병상)는 줄어든 반면, 국내 총 병원 
병상수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인구 1,000명당 11.0병상)로 지난 
5년간 1.4배 증가하였다(OECD, 2015).
  OCE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간호학과 졸업생(nursing graduates) 현황
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 인구 10만명당 97.3명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이며 OECD평균(45.2명)의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Figure 3). 그리
고 nurses licensed to practice의 경우에도 2014년도에 한국은 인구 1,000
명 17.5명으로 OECD평균 12.5명보다 높았고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다음으로 높았다. 즉 절대적인 간호사 공급부족 상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OEC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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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ursing graduates per 100,000 population in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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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 공급 추이

 (1) 간호학과 수 및 입학정원

  우리나라의 간호사 교육기관은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2011년 5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3(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을 개정함에 따라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사 역할 증대, 
국민에 대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4년제 학사과정으로 일
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3년
제를 4년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 결과 3년제 간호학과 중 32개교가 2012년에 
4년제로 전환하였고, 2013년 7개교, 2014년 6개교, 2015년 12개교가 지정받
아 현재 총 57개교가 전문대학에서 4년 수업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Table 
1). 그리고 2016년 13개교가 4년제 간호학과로 지정 받았으며, 5개 학과가 
2017년부터 4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6). 

Year Total
University College

4year 
program

3year 
program

4year 
program

2011 184 110 74 -
2012 201 114 55 32
2013 200 115 46 39
2014 201 116 40 45
2015 202 117 28 57

Table 1. Number of nursing schools by education programs
(unit: n)

Source: Korean Nurses Association, KNA, 2015

  지난 25년간 간호학과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Table 2), 2006년도에 12개 
학과가 신규로 개설되어 이전에 없던 입학정원 확대가 이루어졌고 그 후 
2008년부터는 2012년까지 해마다 10개~20개의 간호학과가 신설되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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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로써 2012년 기준 총 201개교(4년제 146개교, 3년제 55개교)로 
2008년 133개교에서 8년간 68개교에 간호학과가 신설되어 1.5배 증가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대한간호협회, 2015).

Year Total 4years program 3years program
1991 61 18 43
1992 62 19 43
1993 67 23 44
1994 70 27 43
1995 87 32 55
1996 98 37 61
1997 105 41 64
1998 112 47 65
1999 112 47 65
2000 111 49 62
2001 111 50 61
2002 112 50 62
2003 115 52 63
2004 115 52 63
2005 115 52 63
2006 127 64 63
2007 128 69 59
2008 133 74 59
2009 145 86 59
2010 174 103 71
2011 184 110 74
2012 201 146 55
2013 200 154 46
2014 201 161 40
2015 202 174 28

Table 2. Number of nursing schools by year                   (unit: n)

Source: KN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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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creasing trend of number of nursing schools

  지역별 간호학과 개설 현황을 보면(Table 3), 서울과 울산은 2007년과 
2015년의 간호학과 수가 동일한 반면, 경남은 총 10개 학과가 신설되어 
166.7% 증가하였다. 그리고 부산과 전북은 2007년 대비 2015년 간호학과 수
가 각각 8개, 7개 신설되어 100% 증가하였고, 충남, 충북, 경기도의 경우 각
각 7개, 6개, 9개 학과수가 신설되어 약 80.0% 이상 증가하였다. 그 외에도 
경북은 7개가 신설되었고, 전남 5개, 대전 5개의 간호학과가 신설되어 2007년 
128개에서 2015년 202개로 55.8% 증가하였다(대한간호협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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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n) 2015(n) Rate of increase(%)
Seoul 14 14 0.0
Busan 8 16 100.0
Daegu 9 11 22.2
Incheon 3 5 66.7
Gwangju 11 12 9.1
Daejeon 6 11 57.1
Ulsan 3 3 0.0
Gyeonggi 11 20 81.8
Kwangwon 11 14 27.3
Chungbuk 7 13 85.7
Chungnam 8 15 87.5
Jeonbuk 7 14 100.0
Jeonnam 9 14 55.6
Gyeongbuk 13 20 53.8
Gyeongnam 6 16 166.7
Jeju 2 3 50.0
Total 128 201 55.8

Table 3. Number of nursing schools by region(2007, 2015) 

Note: the number of schools in Daejeon excludes Korea Armed Forces Academy
Source: KNA, 2015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도별 간호학과 입학정원
은 2008년 11,751명에서 2014년 18,056명으로 7,139명, 1.6배 증가하였다
(Table 4).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대학(4년제)과 전문대학(3년제)으로 구분하
여 교육기관 수 및 입학정원을 살펴본 결과, 학과 구성비는 2008년에 4년제 55.6%, 
3년제 44.4%로 대학의 수가 많으나, 입학정원은 4년제 35.2%, 3년제 64.8%로 전
문대학이 학과수에 비해 학생수는 더 많았다. 2014년에는 2008년 이후 4년제 학과
수가 39개 증가하여 입학정원이 2008년에 비해 그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기관 당 
입학정원은 2014년 4년제 78.2명으로 2008년 55.9명보다 많으며, 3년제의 경우는 
104.7명으로 4년제에 비해 기관당 입학정원이 1.3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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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Total 4years program 3years program
1990 6,625 925 5,700
1991 6,625 925 5,700
1992 6,665 965 5,700
1993 6,935 1,115 5,820
1994 7,125 1,305 5,820
1995 8,575 1,595 6,980
1996 9,935 1,885 8,050
1997 10,725 2,115 8,610
1998 11,225 2,315 8,910
1999 11,205 2,315 8,890
2000 11,053 2,563 8,490
2001 11,023 2,653 8,370
2002 11,083 2,713 8,370
2003 10,905 2,795 8,110
2004 10,925 2,795 8,130
2005 10,915 2,785 8,130
2006 11,147 3,247 7,910
2007 11,173 3,563 7,610
2008 11,751 4,141 7,610
2009 12,243 4,633 7,610
2010 13,821 5,746 8,075
2011 15,054 6,634 8,420
2012 16,790 7,976 8,8143)

2013 17,416 8,458 8,958
2014 18,056 8,839 9,217
2015 18,784 9,111 9,673

Table 4. Admission quota of nursing schools by year           (unit: n)

Source: 1) 1990~2007: Nursing education statistical year book, KNA, 2007
2) 2008~2015: Education statistical year book, KEDI, 2015

3) 2012년~2015년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4년 교육과정으로 전환한 간호학과의 
입학정원이 포함된 결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연보는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으로 
구분하여 입학정원을 제시하고 있어 전문대학 안에서 4년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분리
해내기 어렵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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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dmission quota of nursing schools by year

Program
2008 2011 2014

Number Rate(%) Number Rate(%) Number Rate(%)

Nursing 

school

(A)

4years 74 55.6 110 59.8 116 56.2

3years 59 44.4 74 40.2 854) 43.8

Total 133 100.0 184 100.0 201 100.0

Admission

quota

(B)

4years 4,141 35.2 6,634 44.1 8,839 48.9

3years 7,610 64.8 8,420 55.9 9,217 51.1

Total 11,751 100.0 15,054 100.0 18,056 100.0

(B)/(A)

4years  55.9 60.3 78.2

3years 128.9 113.7 104.7

Total  88.3 81.8　 89.3

Table 5. Number of nursing schools and admission quota 

Source: 1) The number of nursing schools retrieved from KNA, 2015
2) Admission quota retrieved from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KEDI, 2015

4) 85개 전문대학의 간호과 중 45개가 4년 수업과정으로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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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2010년 2월 18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0학년도부터 
외국인 및 학사편입학의 특별전형의 학생수 기준이 입학정원의 10%에서 30%
로 확대되었고, 2014학년도부터는 20%로 확대되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
조 제2항). 그 외 농어촌 및 저소득 특별전형이 존재하여 입학정원의 총 50%
까지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으므로 실제 졸업생 수는 입학생수의 최소 120%
에서 최대 150% 까지 배출할 수 있는 것이다(Table 6). 실제로 2014년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조사한 간호사 활동현황 실태 연구(Table 7)에 의하면 
정원 외 입학인원은 입학정원의 2008년 17% 수준에서 고등교육법에 개정된 
2010학년도부터는 약 7% 가량 늘어난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박수경, 조
경미, 좌용건, 강대욱, 이예진, 2014).  

Group 2009 2010~2013 2014
A 10 30 20
B 10 10 10
C 20 20 20

Table 6. Level of additional admission quota
(unit: % of admission quota)

Note: A) Foreigners and persons who transfer to the junior year after obtaining a 
bachelor's degree

B) Student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C) Low-income group 

Source: Regulation for high education act, Article 29 paragraph 2.

Year
Quota

(unit: n)
Number of admission (unit: n)

Within quota Additional quota Total

2008 11,756 11,645 1,995 13,640

2009 12,573 12,663 2,844 15,507

2010 14,166 14,154 3,538 17,692

2011 15,389 15,396 3,867 19,263

2012 16,834 16,869 4,224 21,093

2013 17,541 17,538 4,177 21,715

Table 7. Additional admission quota of nursing schools by year

 Source: Park, et.al., 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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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통계연보와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활용한 박수경 
외(2014)의 보고서, 그리고 대한간호협회의 입학정원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다. 그 이유는 조사방법과 조사시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
로 보인다.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학교에서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모집단위별로 자율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학과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양성하는 모집단위로 
동법 제28조 제4항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입학정원이 정
해지며, 각 학교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을 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관계부처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입학정원이 실제 각 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심화과정과 대학의 Registered 
Nurse-Bachelor Science of Nursing (RN-BSN) 과정과 같은 특별교육과정
이 존재하여 입학정원을 신고하는 각 학교마다 해당 정원을 포함하거나 배제
하여 신고하는데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014년도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간호학과 수는 대학이 147개, 전문대학 137개, 산업
대학 6개로 총 290개 학과가 있는 반면,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는 201개
이다. KEDI의 학과수가 많은 이유는 학과(전공)분류자료집에 의한 중계열 간
호와 소계열 간호학의 학과명이 총 22개6)로 분류하여 통계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학과명에는 간호학과 외에 간호과학과, 간호보건학부, 간호전공, 간호
학부(특별과정), 글로벌건강간호학전공 등의 명칭이 있다. 여기에서 학과 명칭
에 특별과정이 학과수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5)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이용한 결과임.
6) 대학의 학과명: 간호과학과, 간호과학부, 간호보건학부, 간호학과, 간호학부, 간호학전

공, 감염관리간호전공, 간호학부(특별과정), 간호전공, 간호대학, 의과대학 간호학과, 의
료생명대학 간호학과, 간호과학전공, 간호학과(이공대학), 간호학과(한의과대학), 간호학
과(특별과정), 간호학(야간), 간호학과(자연과학계열), 간호학전공(야간), 교양대학(의약), 
글로벌건강간호학전공, 간호학과(4년제)

   전문대학의 학과명: 간호, 간호과, 간호과학과, 간호학과, 간호학부, 간호·보건학부 간호
과, 간호과(4년제), 간호학과(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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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 간호사수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졸업생 수도 늘어나 2014년도에
는 총 17,102명이 졸업하였는데 2013년에 비해 15.0%나 증가한 수치이다. 전
문대학 졸업생의 경우는 2014년 9,643명으로 2013년에 비해 13.5% 증가하였
고, 대학은 7,459명으로 17.0% 증가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Year
4years program 3years program Total

Number
(n)

Increase 
rate(%)

Number
(n)

Increase 
rate(%)

Number
(n)

Increase 
rate(%)

2004 3,493 8,475 11,968
2005 3,591 2.8 8,758 3.3 12,349 3.2
2006 3,483 -3.0 8,558 -2.3 12,041 -2.5
2007 3,726 7.0 8,813 3.0 12,539 4.1
2008 3,741 0.4 8,636 -2.0 12,377 -1.3
2009 3,724 -0.5 8,759 1.4 12,483 0.9
2010 4,333 16.4 8,850 1.0 13,183 5.6
2011 4,951 14.3 9,135 3.2 14,086 6.8
2012 5,382 8.7 9,043 -1.0 14,425 2.4
2013 6,376 18.5 8,493 -6.1 14,869 3.1
2014 7,459 17.0 9,643 13.5 17,102 15.0

Table 8. Number of graduates from nursing schools

 Source: KEDI, 2015

3) 취업 현황

(1) 취업률

  보건복지부(2015)의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의하면 2014년도 활동간호사수는 
147,997명이며, 면허간호사수 323,041명 대비 45.8%에 불과하다. 지난 15년
간 면허등록 간호사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신규 등록 간호사 수도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활동간호사수의 변화는 2009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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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2년까지 정체되었고, 2013년부터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면허등록간호사 중 활동하지 않는 간호사, 즉 유휴간호사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활동간호사수는 22.5% 증
가한 반면, 비활동간호사인 유휴간호사는 27.1% 증가하였다(Figure 6).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등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인해 신규간
호사 공급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간호사의 취업률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
는 예상과는 달리 2012년 40.5%, 2013년 43.5%, 2014년 45.8%로 2~3% 수
준의 증가에 그쳤다(Figure 7). 이는 2013년 대비 2014년 병상 증가율 
4.68%를 고려하면 병상 수 증가에 따른 간호사 고용의 효과로 여겨지며 지
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보건
복지부, 2015).

Year Licensed 
RNs

Newly 
graduates

Practising 
RNs

Inactivated 
RNs

Employment 
rate(%)

2000 160,295 10,228 80,076 80,219 50.0
2001 170,845 10,550 83,092 87,753 48.6
2002 181,800 10,955 86,145 95,655 47.4
2003 192,480 10,680 89,590 102,890 46.5
2004 202,012 9,532 94,012 108,000 46.5
2005 213,644 11,643 99,088 114,556 46.4
2006 223,781 10,495 103,902 119,879 46.4
2007 235,687 11,906 108,796 126,891 46.2
2008 246,840 11,333 114,005 132,835 46.2
2009 258,568 11,723 120,793 137,775 46.7
2010 270,274 11,857 116,071 154,203 42.9
2011 282,656 12,519 118,771 163,885 42.0
2012 295,496 12,840 119,664 175,832 40.5
2013 307,797 13,065 133,780 174,017 43.5
2014 323,041 15,458 147,997 175,044 45.8
2015 325,056 15,743 145,298 193,486 42.9

Table 9. The number of practising RNs and inactivated RNs by year

Note: Employment rate=Practising RNs/Licensed RNs
Source: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2) Newly graduated nurses retrieved from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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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mployment rate of RNs by year

Figure 6. The number of practising RNs and inactivated 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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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수 및 병상수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2015)의 201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취업 현황 및 총 병상수 현황을 분석하였다.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수는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 총 147,210명으로 종합병원에 약 46천명이 종사하였고 상급종합
병원 약 36천명, 병원급 의료기관 41천명 순으로 급성기 의료기관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었다. 병상수의 경우도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 
147,210개였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Table 10), 이는 요양병원의 신증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
원에서 조사한 병상수 현황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에서 요양병원이 
2010년 111,929병상에서 2013년 189,282병상으로 총 77,899병상 늘어나 
4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a).
  [Table 11]과 같이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
원에 취업하고 있는 간호사 비율은 전체의 20~25%이고, 종합병원은 32% 수
준이며, 병원은 28%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도별 변화에서는 상급종합
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간호사 구성비가 감소하였다. 반면, 병
상수의 종별 구성비 현황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지난 5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은 증가하였다. 2010년 대비 증
감률을 분석한 결과, 간호사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14년에 47.3%의 증
가를 보였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26.3%, 30.0%의 증가를 나타냈다. 그 
외의 기관은 감소하거나 1% 미만의 증가율을 보였다. 병상수의 2010년 대비 
2014년 증감률은 상급종합병원은 6.2%, 종합병원 7.0%, 병원급 의료기관 
38.5%로 각각 증가하였지만 의원은 12.0% 감소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43개의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 구성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병상 증가폭도 종합병원과 병원에 비해 낮았으나, 간
호사의 취업 구성비는 상급종합병원이 약 25%로 기관수에 비해 놓았고, 2010
년 대비 증가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인 취업 간호사수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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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취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
다. 

2010 2011 2012 2013 2014

Total number of RN 116,071 118,771 120,491 134,748 147,210 

Tertiary Hospital 24,761 24,993 25,943 31,282 36,473 

General Hospital 36,965 38,112 39,025 43,700 46,700 

Hospital 31,883 33,239 33,397 37,497 41,448 

Clinic 13,930 13,849 13,659 13,749 14,042 

Dental Hospital/Clinic 626 637 621 590 560 

Public Health Center 5,268 5,257 5,218 5,302 5,354 

Oriental Medicine 2,638 2,684 2,626 2,625 2,630 

Total number of beds 551,303 583,595 611,604 640,059 670,017

Tertiary Hospital 43,287 43,958 44,363 44,537 45,964

General Hospital 98,283 99,641 100,489 102,251 105,127

Hospital 298,271 329,496 357,741 386,324 413,052

Clinic 98,320 96,170 93,103 90,029 87,061

Dental Hospital/Clinic 314 352 352 358 326

 Public Health Center 483 501 492 508 487

Oriental Medicine 12,229 13,370 14,985 15,976 17,922

Table 10. The number of RNs and beds by hospital type
  (unit: n)

Sourc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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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2 2013 2014

RNs A B A B A B A B

Tertiary Hospital 21.0 0.9 21.5 4.8 23.2 26.3 24.7 47.3

General Hospital 32.1 3.1 32.4 5.6 32.4 18.2 31.7 26.3

Hospital 28.0 4.3 27.7 4.7 27.8 17.6 28.2 30.0

Clinic 11.7 -0.6 11.4 -1.9 10.2 -1.3 9.5 0.8

Dental Hospital/Clinic 0.5 5.7 0.5 8.3 0.5 -1.3 0.5 -10.5

Public Health Center 4.4 1.5 4.3 -8.2 4.0 -3.1 3.6 1.6

Oriental Medicine 2.3 2.8 2.2 -1.4 1.9 -1.5 1.8 -0.3

 Total 100.0 100.0 100.0 100.0

Beds A B A B A B A B

Tertiary Hospital 7.5 1.6 7.3 2.5 7.0 2.9 6.9 6.2 

General Hospital 17.1 1.4 16.4 2.2 16.0 4.0 15.7 7.0 

Hospital 56.5 10.5 58.5 19.9 60.4 29.5 61.6 38.5 

Clinic 16.5 -2.2 15.2 -5.3 14.1 -8.4 13.0 -11.5

Dental Hospital/Clinic 0.1 12.1 0.1 12.1 0.1 14.0 0.0 3.8 

Public Health Center 0.1 3.7 0.1 1.9 0.1 5.2 0.1 0.8 

Oriental Medicine 2.3 9.3 2.5 22.5 2.5 30.6 2.7 46.6 

 Total 100.0 100.0 100.0 100.0

Table 11. Proportion and increase rate of number of RNs and beds
                                 (unit:%)

 Note: A) Proportion of RNs(beds) by hospital type
B) Increasing rate of RNs(beds) from the 2010 by hospital type

 Source: NHI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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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roportion of RNs by hospital type 

Figure 9. Increase rate of RNs from the 2010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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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roportion of bed number by hospital type 

Figure 11. Increase rate of bed number from the 2010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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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간호사 취업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2015)의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활용하여 16개 시도
별 활동간호사수를 전년도 대비 증감률로 분석하였다. 광주를 제외한 서울특
별시와 5개 광역시의 경우 2013년도 활동간호사수는 2012년도에 비해 모두 
10% 이상씩 증가하였고 울산과 대구에서 각각 22.4%, 26.8% 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은 지난 5
년간 간호학과 수를 50%이상 늘려온 곳임에도 불구하고(대한간호협회, 2014) 
활동간호사 증가율은 각각 3.5%, 13.7%, 13.4%, 7.9%, 5.6%, 8.3% 수준에 
불과하다. 2014년도의 경우는 2013년에 비해 활동간호사 증가율이 다소 둔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지역은 2014년에
도 전체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Table 12). 

2011 2012 2013 2014

Seoul 4.1 4.7 12.8 7.1
Busan 9.5 0.7 13.1 9.6
Daegu 5.1 0.0 26.8 3.8
Incheon 7.4 2.7 13.7 18.7
Gwangju 13.7 -0.7 6.0 13.2
Daejeon 4.7 1.8 10.7 3.0
Ulsan 9.0 0.8 22.4 8.9
Gyeonggi 9.9 0.8 8.7 16.8
Kwangwon 1.4 -1.0 3.5 5.6
Chungbuk 6.7 0.2 13.7 4.9
Chungnam 4.9 -2.9 13.4 9.2
Jeonbuk 8.9 -0.9 7.9 7.0
Jeonnam 8.8 -1.6 5.6 10.6
Gyeongbuk 8.0 0.3 8.3 5.6
Gyeongnam 13.2 3.7 12.2 5.7
Jeju 2.1 -9.4 23.3 5.5
Total 7.4 1.4 11.8 9.2

Table 12. Increase rate of practicing RNs by region (%)

Source: NHI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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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사 이직 현황

  병원간호사회에서 회원 기관(150병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의하면 2013년 12월 기준의 간호사 이직률은 평균 13.9%로 이 결과
는 15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계되었다. 이직률은 병상규모별로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는데,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이직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200병상 미만의 기관에서는 28.8%의 이직률을, 1,000병상 이상의 의료
기관에서는 10.0%로 조사되어 약 3배 가까운 이직률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Table 13).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병상규모별 이직률 현황을 살펴보면, 200병상 미만
의 경우 2011년 18.2%에서 점점 증가하여 2014년 28.8%까지 급격히 늘어난 
반면, 200병상 이상의 경우는 1%내외로 늘어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병원간호사회, 2011; 2012; 2013; 2014). 

N of beds
Turnover rate(%)

2011 2012 2013 2014

~199 beds 18.2 23.1 24.6 28.8

200~399 beds 22.5 20.7 20.3 23.2

400~599 beds 16.9 16.6 17.9 16.9

600~799 beds 13.1 14.1 13.3 12.7

800~999 beds 10.1 9.9 11.7 12.0

1,000 beds~ 9.1 8.7 7.9 10.0

Average 17.0 16.8 16.9 13.9

Table 13. Turnover rate of RNs by the number of hospital bed

 Source: Korean Hospital Nurses Association, KHNA, 2011~2014
 
  병원규모별로 이직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이 낮고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인데, 실제 이직 사유를 조사한 결과에서‘타 
병원으로의 이직’이 매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병원간호사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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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중소병원의 경우 운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간호사 고용을 법정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고용하고 빈자리는 간호조무사로 고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간호사는 주사, 투약 등 필수 불가결한 업무 처리만 급급하게 하여 직무 만족
도가 저하되고 간호서비스 수준도 낮아 결국 환자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장영애, 2000). 그리고 100~299병상의 기관에서 일반병동의 
간호사 1명이 근무조당 담당하는 환자 수는 30여명(유선주, 2005)으로 일본의 
7명~15명, 미국의 5명과 비교하면 국내 간호사의 배치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임금수준도 신규간호사 초임연봉에서 무려 3배 가까이 격차가 발생
하였는데 2014년 기준으로 최소연봉은 1500만원, 최대연봉은 43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박광옥, 2008).
  이러한 현상은 의료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시장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
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설명되어 진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종사
하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과 고임금을 구가하는 한편 민간 중
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의 구조에 속하여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시장이 두 집단으로 구분되는 이중구조를 갖게 되는 것
이다(어수봉, 장홍근, 이정희, 2014). 
  따라서 근무환경이 좋고 임금 수준이 높은 곳으로 간호사가 이직하여 중소
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이 지속되는 문제의 관점으로 보면 근로환경 개선 없는 
간호인력 확대는 간호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5) 법적 기준 충족 현황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

  우리나라의 간호사 법적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제5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인료인 등의 정원)제1항[별표5]’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기준
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
로 환산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한방병원은 1일 입원환자 5명당 간호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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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임). 이 기준은 간호사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 제정된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유선주, 2013). 의료법 외에 간호사 법적 정원 기준을 특별히 두고 있는 
곳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실의 인력 지정기준과 의료법 시
행규칙 제34조 [별표4] 관련한 중환자실의 인력기준(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 신생아는 1.5명)이다.   
  2004년부터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이루어졌는데, 500병상 이상의 78개 종합
병원 중 56%가 간호사 법적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6년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 112곳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6곳, 총 118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는 50.9%가 법적 기준 미달이며, 간
호사 법적기준의 2배인 간호사 1명당 입원환자 10명을 초과하는 의료기관도 
17.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6.5.24). 
  이러한 결과는 법적 규제가 실제로는 어떠한 효과도 거두지 못함을 보여준
다. 의료기관에 두는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에는 벌칙조항을 두어서 
규제하지 않고, 단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 사항을 시
정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013년 말 의료기관의 간호관리료 등급 현황을 보기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요양기관현황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Table, 10). 간호사 법적 기준
인 환자 대 간호사 비율(2.5:1)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일반병동 기준에서 상
급종합병원은 2등급(2.5병상당 간호사 1명 미만 및 2.0병상당 간호사 1명 이
상), 종합병원 및 병원은 1등급(2.5병상당 간호사 1명 미만)에 해당된다. 의료
법 기준은 환자수 기준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은 병상수 기준이므로 의
료기관의 병상가동률 81.73%7)을 고려하면 의료법 기준(2.5:1)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상급종합병원은 3등급, 종합병원은 2등급으로 볼 수 있다
(2.5×100÷81.73=3.05).
  간호관리료 3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상급종합병원은 100%로 나타나 의료법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2012년에 비해 1, 2등급 기관수는 오히려 감소하

7)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2013년 전국의 43개 의료기관의 경영실적을 조사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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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2등급 이상이 각각 17.4%, 2.9%로 2012년 17.7%, 
2.5%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3등급 이하가 절반이 넘었다. 특히 등급 외(미신
고) 기관은 병원이 73.7%로 2012년 75.3%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3). 따라서 의료법의 최소 정원기준에 미달되는 기관에도 입
원료의 가산을 주는 제도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정책은 의
료기관의 적정 간호사 확보를 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2 2013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Total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Total

Grade1
8 6 9 23 4 7 8 19

18.2 2.2 0.6 1.3 9.3 2.5 0.6 1.1

Grade2
24 43 27 94 17 42 34 93

54.5 15.5 1.9 5.4 39.5 14.9 2.3 5.2

Grade3
12 59 53 124 22 69 62 153

27.3 21.2 3.7 7.1 51.2 24.6 4.3 8.6

Grade4
0 46 49 95 0 38 54 92

0.0 16.5 3.4 5.5 0.0 13.5 3.7 5.2

Grade5
0 21 51 72 0 21 53 74

0.0 7.6 3.6 4.1 0.0 7.5 3.7 4.2

Grade6
0 39 107 146 0 40 104 144

0.0 14.0 7.5 8.4 0.0 14.2 7.2 8.1

Grade7
0 25 55 80 0 31 67 98

0.0 9.0 3.9 4.6 0.0 11.0 4.6 5.5

UD* 0 39 1,070 ,1109 0 33 1,069 1,102
0.0 14.0 75.3 63.6 0.0 11.7 73.7 62.1

Total
44 278 1,421 1,743 43 281 1,451 1,7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Table 14. Status of RNs staffing grade
(unit: n, %)

Note: UD) Undeclared Institutions
Source: Health Institution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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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 수급 추계 연구

1) 국외 간호사 수급 추계 연구

  인력수급추계는 1960년대 초반에 서구에서 먼저 실시되었는데, 구조적 실업
과 노동력 부족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면서 본격적으
로 등장하였다. 가장 먼저 등장한 인력계획수립으로는 OECD가 발족시킨 
‘Mediterranean Regional Project’와 ‘Educational Investment and 
Planning Programme’을 들 수 있다(장창원 등, 2005). 이 당시에 사용한 인
력추정 방법은 인력요건법(Manpower Requirements Approach), 수익률법
(Rate of Return Approach), 사회적 수요법(Social Demand Approach), 
고정계수 생산함수(Fixed-Coefficients Production Function)가 이용되었다. 
고정계수 생산함수는 대부분 사용한 모델로 생산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노동수요량을 산출한 후 노동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력의 교육과 훈련
의 양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고정계수 생산함
수의 비대체성 가정이었다. 즉, 현실적으로 생산요소들 사이에 미미한 정도의 
대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으로 다양한 방법을 혼합하여 절충하는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고, 이를 수정·보완한 Cobb-Douglas 생산함수의 사용과 수요와 공급
을 분리하여 수요측면에서는 고정계수를 사용하고 공급에서는 선형관계식으로
부터 교육수준별 노동력을 산출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장창원 등, 2005). 
  1990년대 들어오면서 현재까지의 방법은 비탄력적이어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노동시장의 특성을 가능한 분석하여 
정확히 예측하고자 하는 변화가 나타나 기술적으로 정교해지기 시작했다. 또
한 예측 결과에 대하여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정책결정권
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하나의 정보로만 이해되어야 한다는 시각변화가 발생하
였다(Wils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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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인력수급예측의 방법에 관한 논쟁은 인력수급예측의 실시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간호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의 경우도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 1970년대 간호사 수급을 추계한 연구들은 간호사-인구 비
(Manpower-to-Population Ratio)를 사용하였다. 이 접근법은 의료이용패턴, 
인구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추계 방법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
기 어려웠다. 그 후 1990년에서 2000년대까지 주를 이룬 방법은 
Utilization-based Approach, Demand-based Approach, 
Econometrics-based Approach등이 사용되었다. 인구의 사용 기반 접근법
(Demographic Utilization-based Approach)이 가장 대중화 되었는데, 이 
방법은 과거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집단의 의료이용 패턴을 예측하여 
미래 수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접근에 대한 비판은 현재의 의료이용 패턴
과 의료 제공자의 분배 및 조합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현재의 상태가 
최적의 상태(optimal)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구의 의료이용은 
그들의 요구와 필요도를 모두 반영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환
자들은 의료이용에 대한 결정이 환자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
과 처방에 의해 발생되므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 자
료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Murphy et. al., 2007; . O’Brien-Pallas et. 
al., 2001).  
  수요 기반 접근법(Demand-based Approach)는 보건의료시장에서의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량을 추정하는 것으로 현재 의료이용에 접근하지 못한 부
족량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시장에서 요구되는 수요량을 중심으로 
추계하므로 사용이 간단하고 현실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량과 노동생산성의 자료가 요구되는데 노동생산성 측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계량경제 기반 접근법(Econometric-based Approach)은 현재 주어진 자
원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용 가능한 공급과 수요를 추정하는 것으로 의료소
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Willing to Pay for Service)을 결정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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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Deane과 Yett (1979)의 연구에서 계량경제 기반 접
근법을 사용하였는데 모델에 투입된 변수로는 가용간호사수, 임금, 병원의 예
산, 병원 인구 조사(hospital census), 빈 병상(vacancies) 등이 있었다. 그러
나 이 방법은 정부 정책, 병원의 예산 압박,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화, 결과물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O’Brien-Pallas 등, 2001).  
  각각의 추계 방법들이 가지는 한계점들로 인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가 인력의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위해 항구적인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
음을 제안하고 있으며, 또한 1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선
택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었다. 

2) 국내 간호사 수급 추계 연구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보건의료인력이 적절한 수준에서 교육되고, 적절히 분포
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의 양성을 통한 공급과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계획의 주기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력의 과잉공급은 과다경쟁을 창출하여 임금수준을 저하시키고, 유휴인력
을 증가시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유인수요를 발생시켜 국민의료비를 증
가시키는 등 문제점이 발생된다. 반면, 인력의 과소공급은 의료의 접근성 및 
형평성 저하를 초래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간호사인
력이 보건의료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계획과 관리는 지속적이고 종합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간호사인력의 수급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대부분 이루어졌고(송건용, 
김수춘, 김영임, 1986; 김의숙 등, 1991; 박현애 등, 1993; 박현애, 1998; 장
현숙, 염용권, 유선주, 1998), 2000년대 들어오면서 4차년 도에 걸친 연구가 
시행되었다(박현애, 현수경, 한경자, 박정호, 박성애, 2002; 조재국, 이상영, 
김은정, 송현종, 윤강재, 2005; 오영호, 2006; 오영호, 2010). 
  각각의 연구에서 활용한 수급추계 모델은 다음 표와 같다(Table 15).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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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요 추계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대동소이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공급
은 간호사의 유입·유출을 활용한 기초추계방법(Baseline Projection Method)
이었고 수요는 입원일수와 외래일수를 기준으로 의료이용량을 산출한 후 간호
사 생산성으로 나누는 방식의 작업부하량 접근법(Workload Analysis)이었다. 
  간호사 생산성은 단위시간 당 간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 양으로 
환자조사 결과 기준, 의료법 기준, 환자분류체계 기준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
하고 있었다. 환자조사 결과 기준은 연구 당시의 간호사가 실제 담당하고 있
는 환자수로, 이 기준으로 추계하면 모두 공급과잉의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
나 환자결과 기준은 직접간호시간의 절대 부족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 계획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김의숙 
등, 1991; 박현애 등, 1993; 1998; 2002). 
  최근에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고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
기 추계결과’에 따르면, 2012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2015년~2030년의 수급을 
추계하고 있다. 간호사인력은 2012년 생산성 기준을 적용하면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과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법의 일평균 입원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이라는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2030년 164,754명∼183,829명
의 간호사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오영호, 2015). 
  이상과 같이 대부분 국내의 간호사 수급추계 결과는 현재의 생산성을 기준
으로하면 공급 과잉의 결과를, 의료법 기준을 생산성으로 가정하고 추계하면 
공급 부족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이유로는 의료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관이 2015년 현재에도 
절반이 넘는 상황이고, 의료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법적 제제 또는 
벌칙 조항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모순이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기준과 법적 기준의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추계 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간호사의 공급 규모를 늘릴 것인가? 또는 축
소할 것인가? 에 대한 의사결정은 다분히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공급 규모를 가용간호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와 활동간호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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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경우의 수급 결과의 차이도 나타났다. 가용간호사를 기준으로 한 경우
는 공급과잉을, 활동간호사를 기준으로 한 경우는 공급부족의 결과로 나타났
는데, 이 결과는 간호사의 총 공급량은 충분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부족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즉 공급규모 확대에 치중한 양적 정책보다
는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는 질적 정책이 우
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이윤정, 2010; 박보현 
등, 2012; 추미애, 최동익,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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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Methodology

Demand Assumption Productivity* Result

Kim et. al 

(1991)

Medical utilization

(Hospital days)

Basic year: 1991

Retirement age: 60

Employment rate: 

55.8~58.6%

1:7.0:32

1:2.5:30

1:2.5:32

Oversupply

Undersupply

Undersupply

Park  

(1993)

Medical utilization

(Hospital days)

Basic year: 1993

Emigration rate: 

0.0119%

Retirement age: 60세

취업률: 58.3%

1:5.0:60

1:2.5:30

1:1.5:40

Oversupply

Undersupply

Undersupply

Park    

(1998)

Medical utilization

(Hospital days)

Basic year: 1998

Emigration rate: 

0.012%

Retirement age: 60세

Employment rate: 

60.0%

1:4.0:45

1:2.5:30

1:1.5:40

Oversupply

Undersupply

Undersupply

Park et. al 

(2002)

Medical utilization

(Hospital days)

Basic year: 2001

Emigration rate: 

0.012%

Retirement age: 60세

Employment rate: 

56.4%

1:5.0:60

1:2.5:30

1:1.5:40

Oversupply

Undersupply

Undersupply

Oh

(2003)

Medical utilization

(Hospital days)

Basic year: 2003

Emigration rate: 

0.012%

Retirement age: 60세

Employment rate: 

56.4%

1:4.0:45

1:2.5:30

Undersupply

Undersupply

Cho et. al 

(2005)

Medical utilization

(Hospital days)

Basic year: 2003

Retirement age: 60

Employment rate: 

56.4%

1:4.0:45

1:2.5:30

Undersupply

Undersupply

Oh

(2008)

Medical utilization

(Hospital days)

Basic year: 2004

Retirement age: 55

Employment rate: 

56.4%

1:4.0:45

1:2.5:30

Oversupply

Undersupply

Oh

(2010)

Medical utilization

(Hospital days)

Basic year: 2008

Retirement age: 55

Employment rate: 

56.4%

1:52.78 Undersupply

Table 15.  Estimating methodology of nurse supply and demand

Note: Productivity) the ratio of RNs: Inpatient : Out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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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사인력 관련 정책 현황과 평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2000년에 제정 되었는데 단 한 번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못 
하다가 2003년 참여정부 때 계획(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결국 수립되지 못하
고 무산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보건의료인력개발기본계획」에서 보건의
료인력정책의 개념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 틀은 크게 비전, 목표, 과제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비전은 양질의 적정 보건의료인력 공급을 통한 건강사회 구
현이며, 목표는 수급의 적정화, 질적 수준 확보, 접근성 보장, 인력의 개발, 
양성 및 훈련,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제고의 다섯 가지 목표를 세웠다(보건복
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과제 중 수급의 적정화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중
심으로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그 평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1) 간호사 수급 적정화를 위한 정책과 평가

(1) 용어의 적정성: 간호사 부족 Vs. 간호사 수급 불균형

  먼저 수급의 용어를 살펴보면, 수요와 공급을 아우르는 경제학 개념으로 공
급은 생산자들이 어떤 재화나 특정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나 
계획이며, 수요는 소비자들이 특정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시간 간격 안에 그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혹은 계획을 말한다(양봉민, 2012; 이준구, 
2013). 즉 간호사인력의 수급 불균형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
느 편으로 치우쳐 고르게 분포하지 않은 상태이며, 본 연구에서는 지방에서 
간호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별 편중과 중소규모의 의료기관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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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규모별 편중으로 정의하였다.  
  간호사 수급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할 때 등장하는 용어로 간호사 인력
난, 간호사 부족,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이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간호사 
부족 또는 간호사 인력난이라는 용어는 OECD 국가와의 간호사수 비교에서 
인구 천명당 활동간호사수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병원계를 중
심으로 신규 간호사 공급이 부족하여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를 채용할 
수 없는 간호사 인력난이 발생한다는 주장에서 해당 용어를 찾아 볼 수 있다
(대한병원협회, 2008).
  OECD 국가와의 비교는 인구수 대 간호사로 국가 마다 현재의 의료이용 패
턴과 의료 제공자의 분배 및 조합 기준이 다르므로 인력의 적정 수준을 평가
하기에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Murphy et. al., 2007; . 
O’Brien-Pallas et. al., 2001).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orld Helath 
Organization, WHO)에서도 인력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의료이용 패
턴, 수요 및 공급 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요소, 기술적 재정적 요소 등이 국가
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구대비 적정 간호사수 및 의사 수에 대한 절대 기준은 
없다”라고 하였다(WHO, 2001).
  병원계의 간호사 부족에 대한 주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실시와 간호서비
스에 대한 요구 증가 등으로 의료기관이 간호사 확충의 필요성을 느껴 확충하
고자 했으나 신규 간호사 공급이 부족하여 확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윤, 김화준, 2008). 그러나 신규간호사의 공급이 증가하여도 지방·중소병
원으로의 간호사 취업 기피 현상은 해결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지방·중소병
원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으로 알려져 있
기 때문에 공급 총량을 늘린다고 해도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은 해결되
지 못하고 오히려 비활동간호사만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간호사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진단하여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Lee, Cho, 2013; 박광
옥, 2008; 이상영, 2008).  
  반면,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계에서는 간호사 부족 현상을 자세히 들
여다보면 절대적인 간호사 공급 총량의 부족보다는 지역간 병원 규모간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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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이므로 ‘간호사 부족‘ 이라는 용어의 사용보다는 ’간호
사 수급 불균형’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이태화 등, 2014; 박광옥, 2008; 이민
영, 2014; 이상영, 2008). 이러한 주장은 수도권의 대형병원에서 신규간호사 
채용 정원의 2배수를 합격시켜 절반이 넘는 수가 취업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
로 간호사 수급에 문제가 없는 반면(김선미 등, 2010), 지방의 중소병원은 근
로조건이 열악하여 간호사들의 취업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역의 졸업생들 절반 이상이 서울과 광역시로 이동하여 취업하
여 지방과 중소병원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구인난이 발생하는 것으로 접근
하고 있다(Cho, Lee, Mark, Lee, 2012). 즉 간호사 수급 문제는 대도시(수도
권, 광역시)와 지방의 불균형,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불균형 현상인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이 적합하며,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단
순히 공급을 늘려서 해결되기는 어려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태화 등, 2014; 이윤정, 2010; 박보현 등, 2012; 추
미애, 최동익, 2015).

(2) 신규간호사 공급확대정책
  
  보건의료자원 중 인력에 대한 계획이 실시된 시기는 1971년 제3차 경제개
발 5개년 계획에서 시작되었다(김창엽, 1993).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국내에서는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독일, 미국 등지에 간호사를 파견하였다. 이
때 졸업간호사 대비 해외유출 간호사의 비율은 1970년대 중반까지 
33.4%~43.5% 수준으로 상당한 양의 간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했던 것을 알 수 
있다(송건용 등, 1986). 간호사 해외유출은 1984년 후반까지 이어졌고, 그 결
과 국내 간호사의 업무공백이 증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는 병원보조원의 고용
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간호조무사 제도가 확립되
었고 1973년 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되어 본격적으로 간호조무사 양성이 시작
되었다. 1983년에는 외래진료를 주로 하는 입원병상 5개미만인 의원에서 간
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100% 충당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간호사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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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없이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때 당시 간호보조원의 
자격은 중졸이상의 자로 사설 학원에서 9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였는데, 
실제 의료기관에서 간호보조원의 활용도는 낮았다. 따라서 보건사회부에서는 
간호사의 공급이 정상화 되면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간호보조원을 간호사들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시하였었다(보건복지부, 1983).
  의료인력의 관리계획에 대한 2차 논의는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
획에서이다. 이때에는 의료인력 수급계획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추계하여 적정수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보건복지부, 1994). 그
러나 간호사의 공급 확대는 1980년대 이후부터로 의료보험이 도입된 1977년
에는 간호사 수급에 대한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박보현 등, 2012).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보건의료수요가 급증하였고 전반적으
로 간호사 공급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다.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기 이전
인 제6차 경제개발 5개년(1987년~1991년) 계획 수립 당시에는 전국민의료보
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음에도 인력 수급 연구 결과에서는 인력 양성의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전망하여 1987년부터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공급확대
는 동결되었다(보건사회부, 1987). 
  보건의료 인력 공급의 동결과 전국민의료보험의 도입으로 1990년대에 인력 
부족이 발생되었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1년~1995년) 수립 당
시 실시한 장단기 보건의료인력 수급 연구 결과, 의사는 공급과잉이 예상되어 
입학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유지하였으며, 간호사는 장래 인력의 심한 부족현
상이 예상되어 연차별 증원이 계획되었다(보건복지부, 1993). 그 결과 1993년
부터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증원되었고 1995년부터는 해마다 약 1천여명 가량 
증가하였다.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동결 결정이 내려졌다. 그 이유는 국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간호사 취업률이 떨어지고, 이직률도 급속히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간협신보, 
1998년 4월 9일자). 같은 해에 조사한 간호사 1인당 평균 병상 수는 14.7병
상으로 여전히 간호사 배치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의료기관이 고용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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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인 결과로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즉 
간호사 공급 확대 또는 축소의 결정은 수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박보현 등, 2012).  
   1998년부터 동결되었던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2006년부터 다시 서서히 증
원하였고, 2008년 이후로는 대규모로 확대하였다. 그 이유는 1990년대에 병
상 규제가 완화되면서 병상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고, 2007년 수정 간호간
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병원에서 간호 인력난이 불거지면서 신
규간호사 인력 배출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내려진 결정이었다(오영호, 이용균, 
2008). 하지만 간호계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무분별한 입학정원 확대
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습 환경을 충분히 갖추지 못 한 지방소재 대학을 중
심으로 확대하여 2014년 기준 73개의 간호교육기관이 신설되고, 18,076명으
로 증원되었다. 또한 학사편입학 등의 간호과 정원 외 특별전형 비율도 30%
로 확대하였다. 
  2008년 공급 확대정책 이후, 그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로는 이윤정(2010)의 
연구와 박보현 등(2012)의 연구가 있다. 이윤정(2010)은 공급자체를 확대하는 
전략은 단기간에 간호대 정원을 늘려 졸업생의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와 추후 공급 과잉 시 학생수를 줄이기는 어려운 문제를 들며 유휴
인력의 활용과 간호사 이직 억제 정책, 병원의 간호인력 확대를 위한 유인책 
마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보현 등(2012)의 연구 결과로는 종
합병원의 경우 신규간호사 확대정책이 간호사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 증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외 경제위기 및 병상수를 추가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
한 결과에서는 간호사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2008년에 결정된 신규간호사 확대정책이 실제 공급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
은 3~4년의 수학 기간을 고려한 2012년도이므로 선행연구의 결과로 정책의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2012년 이후의 간호사 확보 수준을 평
가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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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 사업

  2008년 들어서면서 입학정원 증원과 더불어 50%에 달하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을 유도하여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
책은 입학정원을 확대하여도 그 효과가 3~4년 뒤에 나타나므로 2008년 당시
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여 대체 방안으로 대두되
었다. 
  유휴간호사 재취업 촉진을 위해 노동부에서는 ‘엄마채용 장려금’과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시 융자 및 무상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엄마채용 장려금은 
유휴간호사 1인을 고용하면 6개월간 매월 60만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 
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5억원 한도에서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 혜택을 주고, 무
상지원도 2억5천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안을 발표하였다(고용노동부, 2009).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방침이 발표되자 대한간호협회 시·도 간호사회와 
간호대학을 중심으로 유휴간호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고용노동부
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취업 자리와의 연계과정에 대한 
계획과 방안이 부족하여 낮은 재취업률을 보였다. 이에 2011년부터는 고용노
동부에서 재교육, 취업알선, 현장복귀 지원 까지 연결시키는 취업컨설턴트 배
치와 같은 사업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1년 4월에는 유휴간호사 재취업 전담
센터 7곳 및 대한간호협회를 중앙회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으며, 
현재에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간호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
여 운영되고 있다(이유정, 2009).
  유휴간호사 재취업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간호사 취업률(면
허간호사 대비 활동간호사수)은 2000년대에 50%에서 시작하여 점점 감소하여 
2014년 45.8% 수준에 머물고 있고, 가용인력 대비 활동인력 비율은 58.9%로 
약 40%의 가용인력이 면허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수경, 조경
미, 좌용건, 강대욱, 이예진, 2014). 즉 유휴간호사 재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15년간 유휴인력의 비율은 40~50%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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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의 비활동간호사의 비율(면허를 가진 간호사의 
15%정도)에 비하면 국내 비활동간호사의 비율은 3배정도 높은 것이다(박수경 
등, 2014).
  재취업률에 변화가 없는 이유로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결혼, 육아 등으로 경
력이 단절된 간호사의 채용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재취업 교육
을 받은 간호사의 일자리 연계가 부족한 점, 취업을 한 간호사라도 세대 격차 
등 현장에 적응해야하는 문제 등이 산재해 있었다. 변영순과 김미영(2008)의 
유휴간호사 재취업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이상과 현실의 차이 헤쳐 나가기’로 
새로운 근무환경과 의료지식을 습득하는데 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하기도 하였고, 이전의 이직 경험으로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싶지만 낮은 임금 수준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 도전
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건정 등(2014)이 실시한 경력단절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다수가 재취업을 원하지만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주요 원
인으로 3교대로 인한 자녀양육 문제와 현장 적응에 대한 두려움이 각각 
52.3%, 24.9%로 조사되었다. 그 이외에 재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도 제
기되었는데, 경력 단절 기간과 근무 기간을 고려한 교육 체계가 필요한데 실
습의 경우 동일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취업 센터에 등록된 구인자에 비해 실제 훈련을 받고 재취업에 
성공한 간호사는 2011년 기준 10.7%에 불과했다(이건정 등, 2015).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노동 강도가 높고 간호의 질이 낮아 근무 
만족도 저하로 이어져 이직과 사직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김명애, 박광
옥, 유선주, 김문진, 김을순, 2009), 재취업한 유휴간호사라고 해도 임금 수준
이 높은 곳으로 이직을 고려하게 되어(변영순, 김미영, 2008) 중소병원은 지속
적인 간호인력 부족을 호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근무환경의 개선 없이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을 촉진하더라도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간호사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거나 간호 업무를 축소하
는 등의 중소병원의 자구책과 더불어 연간 배출 간호사수를 확대하여도 근본
적인 간호사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직과 사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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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 간호사수는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뒷받침 되고 있다(최영
실, 2014; 이상영, 2008; 이윤정, 김귀분, 2008).

(4) 간호사 시간선택제, 야간전담간호사

  정부는 2013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 중 하나
로 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로, 시
간제 일자리 창출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2012년 149만개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 242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
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30대 이후 참가율은 남성과 격차가 확대(남성 
90.3%, 여성 54.5%)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여성이 30세~39세에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는 M자 커브현
상으로 설명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3).
  특히 간호사의 경우는 3교대 근무라는 특수성과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사직을 하게 되는 고학력 여성의 
경력 단절이 50%이상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40대
에서 재취업하여 경제활동에 다시 참가하여 취업률이 상승하는 일반적인 현상
과 달리 간호사 노동시장에서는 비활동간호사의 60%가 30~40대에 해당된다. 
간호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재취업이 낮은 이유로는 
3교대, 야간 근무 등 간호사의 근무패턴이 일-가족 양립에 여전히 장애 요인
으로 작용하고, 또한 급여와 승진 가능성이 낮은 병원의 구조적 문제가 재취
업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건정 등, 2015). 
  이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퇴직률을 낮추고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
을 유도하기 위해‘시간 선택제 일자리’ 및 ‘야간 전담 간호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특히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유휴 간호
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시간제간호사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확대하였다
(보건복지부, 2009a).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를 개정하여 주 40시간 이상(전일제) 근무자가 아닌 단시간 근무를 하는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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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우에 간호등급 인력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서울 외 지역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서울 외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제외) 시간제 간호사의 고용을 활성화
하도록 고시를 마련하였다.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시에 따르면 주 
근무시간이 32~40시간미만의 경우는 0.8명, 주24~32시간미만은 0.6명, 주
16~24시간미만은 0.4명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야간전담의 경우는 노동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주 32시간 이상은 1.6명, 주24~32시간미만은 1.2명, 주16~24
시간미만은 0.8명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임시 고용직이 증가하지 
않도록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1년 이상의 계약과 4대 보험 지급의 고용
계약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다(법제처, 2015)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간호등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의료기관이 간
호사 채용 의지를 높이고 경력 단절된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a). 
  시행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는 거의 없어 객
관적인 평가는 불가능하나, 시간선택제도 및 야간전담제의 시행은 저임금 일
자리 확대, 고용 불안, 전일제 전환 대책 전무, 정규직 간호인력 감소 등의 부
작용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적은 시간 일한 대가로 저임금을 받게 된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주어져도 보험료의 부담으로 노동자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노동시
장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호노동시장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를 맞춰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을 
확대하게 되면 교대 근무가 더 잦아져 인수인계가 늘어나고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지면서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즉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확대는 오히려 간호사의 노동강도를 악화시키고 의료서
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며, 오직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숫자 채우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사회진보연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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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 질적 수준 제고와 관련된 정책과 평가
  
(1) 간호관리료 차등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보건의료인력개발계획의 방향이 양적 확대에
서 질적 수준 제고로 전환되면서 1999년 11월에 도입된 정책이었다. 제도의 
목적은 간호서비스의 일부가 보호자나 간병인에 전가되어 의료 사고 등 의료
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었으며,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고용한 
기관에게 입원료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고용하게 되고, 
그 결과 직접 간호서비스가 증가하여 간병비 지출을 감소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책 의도였다. 1999년에 발표된 초기 안은 간호
사 1인당 허가병상수의 비율로 총 6등급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제도가 도
입된 초기에는 간호사수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보고되었고, 오랜 기간
이 경과하여도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개선의 효과는 없었다. 또한 입원료 가산
금보다 간호사 고용에 따른 부담 증가가 더 크므로 간호관리료를 현실화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박광옥, 200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입원료를 감액하는 네거티브 등급
(7등급)을 신설하여 기준등급(6등급)이하의 의료기관에 입원료를 기준점수의 
5%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계약직 간호사 3인을 정규직 간호사 2
인으로 인정하는 개정 내용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중소
병원의 거센 항의를 일으키고 수정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의 전면 무효화
를 주장했다. 그 이유는 중소병원의 75%가 7등급에 위치하고 있어 입원료의 
감산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중소병원협회에서는 간호조무사를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산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
조무사 차별법령에 대한 시정에 관한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청년의사, 2007). 이에 간호계에서는 ‘절대불가’입장을 밝히고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대체 허용을 준비하는 태도에 거세게 반발하였다. 결국 보건복지
부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2008년 7등급 입원료 감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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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의료취약지역은 면제하고 기타지역에 한하여 5%에서 2% 감산의 방식으
로 개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08)
  최근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 1999년~2008년 동
안의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변화 양상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효과가 의료기관종
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93%, 종합병원 45%, 병원 7%의 
간호등급 향상이 있었다. 그리고 250병상 이상의 기관들이 250병상 미만인 
기관보다 간호관리료 등급 향상에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조성현, 전경
자, 김윤미와 박보현, 2008). 즉,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간호사 확보 노력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수도권의 300병상 이상 기
관에서만 간호등급 개선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김윤미, 조성현, 전경자, 고
수경, 2007).
  그리고 2012년에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는 3등급 이상 비율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9.8%(2001년)에서 68.3%(2010년)로 향상되었고,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인 종합병원은 10년간 46.5% 급증하였다. 그러나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동기간 동안 7.9% 증가에 그쳤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6, 7등급에 
머물러 있는 비중이 2001년 97.6%에서 2010년 92.6%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박보현, 서수경, 2012). 위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중소병원은 간호관
리료 재정적 인센티브의 정책 효과가 없는 것을 보여준다.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점에 대해, 김성재와 김진
현(2012)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간호사 1명을 고용하는데 드는 인건비보다 
간호관리료차등제 가산 신청을 하지 않아 7등급으로 분류되어 삭감되는 금액
이 더 작기 때문에 등급을 상승시킬 유발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간호사 고용을 유도하여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려 했던 정책이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입법조사처의 2014 국정감사 
정책 자료에서 지적되었다. 입법조사처는 간호관리료 구조를 개편하여 의료기
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간호사 인
력확보가 부실한 기관은 확실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의 균형 있는 정책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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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관리료차등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등급을 6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미신고기관에게 패널티
를 부과해야한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5% 예외 감산지역 중에 분당, 평촌, 창
원, 일산 등은 대도시 수준인데 2%의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불
합리하다고 하였다(양영구, 2014).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또 다른 문제는 허가병상 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있다. 실제 현상에서의 병상은 100% 가동되지 못하는데 요양기관별로 차이도 
발생된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가동률은 92.7%, 종합병원 61.2~99.4%, 병원 
69.3~87%다. 즉, 간호관리료차등제가 허가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는 한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은 낮은 간호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김성재, 김진현, 2013). 따라서 등급 기준을 병상으로 전환하거나, 의료법 기
준과 동일하게 연평균 입원환자 수로 변경하는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이
다.

(2) 간호사 보유 정책
 
  적절한 수의 간호사 확보와 양질의 근무환경은 간호사의 업무량을 감소시키
고, 조직 몰입도를 증가시켜 직무 만족도를 고취하고 이직의도를 감소시켜 결
론적으로는 경험이 많은 간호사가 병동에 오래 남아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환
자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간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의료사고에 대한 위
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Duffield et al., 2011). 대부분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이직 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empowerment를 강화시켜야 하는데 결론을 제
시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 문화 및 물
리적 환경, 임금 등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empowerment가 강화될 수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이상금 외, 1996; 김명숙, 박영배, 1999; 기명희. 최정현, 
김경은, 2009; 한상숙, 손인순, 김남은, 2009; 김인순, 2009). 그러나 간호사
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전무후무한 실정이다. 보건
의료 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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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 현황 조사에만 치중하고 있어 실제 근무환경의 
조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간호사는 평균 근속년수 5.7년, 평균 연령은 33세로 매우 짧은 근
속연수와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 이직률도 
30%에 달하고 있다(병원간호사회, 2012).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 일본과 대
비해 볼 때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많아서 노동 강도와 직무 스트레
스가 높고 임금 및 복지 등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간호사 면허 취득 등을 위한 교육 년수 및 병원에서의 임상적응을 위한 훈
련 기간 등의 투자비용, 전문직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간호사 이직률
을 낮추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생산성 향상
에 기여할 것이며, 사회적 비용 감소 측면에서도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국외의 간호사 확보 정책 현황

(1) 간호사 배치 기준 법제화

  간호사 확보 수준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간호사와 환자의 최소 비
율을 규정하는 것이다. ‘Nurse to Patient Ratio’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제정된 법안으로 미국간호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는“안전한 인력배치가 생명을 살린다(safe staffing saves 
lives)”는 목표 하에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간호인력에 관한 ‘Registered 
Nurse Safe Staffing Act(S. 58/H.R. 876)' 등 연방법 입법을 제기하고 있으
며 그 결과 13개 주에서 간호사의 최소 확보 수준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의무
화하고 있다. 또한 15개주(CA, CT, IL, ME, MN, NV, NJ, NY, NC, OH, 
OR, RI, TX, VT, WA) 및 District of Columbia는 간호인력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중 7개주(CT, IL, NV, OH, OR, TX, WA)
는 병원에 간호인력 계획 및 규정을 담당하는 인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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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여 의사결정과정에 간호사가 50%이상 참여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Nurse to Patient Ratio’은 병원별 병동 단위별 최소기
준을 명시하고 간호사 최소배치기준을 위반한 병원에는 입원환자 1인당 1일 
50달러의 벌금 부과하고 있다(유선주, 2013). 제시기준은 최소인력이며, 간호
사의 보조인력인 면허실무간호사(LPN/LVN)와 관리자인 책임간호사 및 수간
호사를 포함하지 않는 오직 실무인력으로만 구성된 기준이다. 그 외에 병원은 
간호사(RN)가 수행해야 하는 투약, 정맥 채혈, 침습적 처치 등에 대해 무면허 
보조인력에게 업무를 할당할 수 없게 하며, 최소 배치기준 준수를 이유로 면
허실무간호사, 무자격 인력을 감축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48년에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을 제정하고, 간호사 등 인
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1992년에 도입하여(대한간호협회 정책연구소, 
2004)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간호사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 등 취업의 동향에 관한 사항, 간호사 등 양성에 
관한 사항, 병원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 처우 개선(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
원인 간호사 등과 관련되는 것을 제외)에 관한 사항, 연수 등에 의한 간호사 
등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간호사 등 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그 외 간호
사 등 확보의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최소인력기
준 입원환자 3명당 1명으로 최소기준을 두고 이 기준을 상회할 경우 인센티
브를 제공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이 간호사 최소 기준을 대부분 준수할 수 있도
록 제도화 하고 있다.
  간호사 배치 기준의 설정은 국가간 보건의료환경, 간호인력 수급현황, 의료
서비스의 질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
려울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를 통해 국내 제도와 비교해 보면 미
국, 일본을 비롯하여 병상가동률 등에 영향을 받는 병상수 기준보다는 일평균 
환자수, 더 나아가 근무조당 실제 배치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며, 일본의 사례에서 의료법의 배치기준은 실질적인 최저기준으로서 기
능을 하고, 진료보수는 보다 충실한 배치에 대한 인센티브 기능이라는 관점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의료법 정원기준이 건강보험료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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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등급에 위치하고 있어 의료법 정원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강보
험 가산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모순을 보여주는 것
과 상반되고 있다.
  간호사 부족 등이 우리나라만의 보건의료과제가 아님을 감안하면 최근의 환
자안전, 간호의 질 향상 등의 관점에서 환자 대 간호사 배치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외국의 사례 고찰을 통해 의료법 및 건강보험 배치기준에 대한 적극
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경력간호사 보유 정책

  일본은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간호직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킨다는 인식 하에 간호사 처우 개선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야간 근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2명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월 밤 근무를 8회 이내로 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다.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서는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간호사의 1일 6시간 단축 근무를 의무화하고 시
간 외 근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처우 개선을 위해 급여 수준 인상, 
간호 업무 개혁(팀 의료 추진, 타 직종과의 업무 분담), 복리후생 충실(원내 
보육시설 설치 등), 고용 관리 체제 정비, 병원 등에서의 간호 업무 및 간호 
부문의 자리 매김의 명확화 등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취업 촉진을 위한 사
업으로는 재취업 촉진, 정착 촉진 및 이직 방지, 직업 소개 사업, 취업에 관한 
상담 등 충실, 잠재 간호사 등 파악, 간호사 센터 사업 지원 등이 있다(오쿠무
라모토코, 2012)
  미국은 주별 간호사인력 기준을 법제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의무적인 초과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한 환자이동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직장폭력 금지를 위해 미국 국립 산업안
전보건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 위협하는 폭언 및 행위 등으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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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폭력을 정의하고, 폭력은 언어적 괴롭힘에서 살인 사건까지 드러나거나 감
추어진 행위를 포함(NIOSH, 1996)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폭력행위 처벌 등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예
방프로그램의 의무적인 수행 등을 법제화하고 있다.
  그 밖의 국가에서 간호사 보유를 위한 정책으로 홍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
하였고, 태국은 지방 학생 장학금제도, 말레이시아는 인턴십 제도, 대만은 출
산휴가 6개월 보장(월급의 60% 지급), 육아휴직 3년까지 보장, 휴직 2년간 주
1일 유급 study day(복귀교육) 가능, 2년간 신규간호사 훈련에 정부 1인당 
90달러 지원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경력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였고, 
싱가포르는 출산휴가 4개월(정부 2개월 임금 전액 지원, 2개월 무급)을 보장
하며, 필리핀은 간호사의 임금 인상을 통해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ICN, 2009).
  국내에서도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건강 문제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주목해야 하며, 공급량 확대정책보다는 우수한 간호사를 확
보하고 보유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2008년 이후 늘어난 간호
사수가 실질적으로 의료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국외 사례와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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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방법

1. 연구의 개념적 틀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의도하는 목적은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간
호학과 모집정원을 증원하여 신규간호사의 공급확대를 도모하고, 공급이 늘어
나면 시장에서의 고용량 증가로 연결되어 간호사 구인난을 경험하는 지방·중
소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 정책이 
의도하는 효과는 지방과 중소병원의 간호사 확보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
하므로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의 변화를 추정하여 공급확대 정책의 효과를 평
가할 수 있다. 즉 공급량의 증가분(α)만큼 정책이 목표하는 대상 의료기관에 
간호사수가 증가하면 정부의 정책개입은 효과적(active RN, success)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부정책의 실패(active RN, failure)로 
볼 수 있다(Figure 12). 따라서 본 연구의 기본적 틀은 간호사 양성 기간인 3
년에서 4년의 시간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시작된 입학정원 확대정책의 효과
가 극대화 되는 시점인 2012년을 기점으로 전과 후의 간호사 수 변화량을 분
석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연구 가설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의 목적은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을 해
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의 목표가 되는 집단은 지방·중소병원이 된다. 즉 정
책의 효과는 지방과 중소병원의 간호사 확보수준을 개선하여 지역간 불균형 
및 병원 규모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병
원규모, 병원 소재지, 그리고 규모와 소재지의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 59 -

o 가설 1: 중소병원이 대형병원보다 2012년 이전에 비해 이후의 간호사 
수가 더 증가할 것이다. 

o 가설2: 지방소재 병원이 대도시 소재 병원보다 2012년 이전에 비해 이
후의 간호사 수가 더 증가할 것이다. 

o 가설 3: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병원이 대도시에 소재하는 대형병원보다 
2012년 이전에 비해 이후의 간호사 수가 더 증가할 것이다. 

Figure 12. Conceptual Framework of evaluating the policies about 
expanding admission quota in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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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정책이 목표하는 집단인 지방·중소병원이 그렇지 않는 집단인 대
도시·대형병원에 비해 정책이 의도하는 효과인 간호사 확보수준을 측정하고자 
설계된 준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design)이다. 그리고 정책목표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2012년 전과 후의 여러 시점에 걸쳐서 관찰된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통제-시계열설계(control-series 
design)이다. 통제-시계열설계는 정책행위가 미친 영향에 대해 역사요인과 성
숙요인에 대한 해석을 제거할 수 있어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확고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남궁근, 2012).

4. 연구대상 및 표본의 구성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개설된 기관 중 
급성기 일반병원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 
외 간호사 배치기준이 상이한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과 경찰
병원, 국군병원, 전염성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등의 특수목적 병
원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표본의 구성

  본 연구의 가설에서 지방·중소병원은 정책목표집단이며, 대도시·대형병원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비교집단이다. 
  여기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의 규모의 정의는 표준화 되어 사용되지 못 하
고 있다. 즉 학문적 또는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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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료제도 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중소병원을 대형병원 혹은 3
차 진료기관과 대립된 개념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300병상 미만의 병상 규모
를 가진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김준홍, 2005). 
  본 연구에서는 중소병원의 간호사 확보수준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기 위해 
‘2013년 병원경영분석’에서 사용하는 병상 규모별 분류를 활용하여 중소병원
과 대형병원을 정의하였다. 병원경영분석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3,4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무상태표, 손
익계산서, 의료수익, 인력현황, 진료실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경영분
석에서 분류하는 일반병상 규모의 기준은 병원급 의료기관, 160병상 미만 종
합병원, 160~299병상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다(한
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따라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병원을 정책목표집단, 300병상 이상 종합
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을 비교집단으로 크게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되, 병상 
규모별로 재정 여건이 상이하여 간호사 채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목표집단을 셋으로 나누어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정책목표집
단의 하위 집단은 160~299병상 종합병원(정책목표집단 1-1),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정책목표집단 1-2), 병원급 의료기관(정책목표집단 1-3)으로 하였다.
  또 다른 정책이 목표하는 집단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다. 지방과 대도시의 
구분은 통계청의 통계적 지리 구분을 활용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의 군
지역 세 개로 구분하였다. 즉 지방은 군지역(정책목표집단 2-1)과 중소도시(정
책목표집단 2-2)로 하여 두 개 집단을 정책목표집단으로 설정하였고, 대도시
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5. 자료구축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2차 자료이며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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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제를 받았다. 
  본 자료의 구성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요양기관현황 자료이며 의료기
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는 건강보험청구 자료이
다. 앞서 문헌 고찰을 통해 2007년 4월에 도입된 수정 간호관리료차등제가 
간호사 확보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07년까지의 자
료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이전과 이후의 효과 차이가 
발생하여 입학정원 확대정책의 효과인지 구분하기가 모호해 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요양기관현황 자료에는 병실 및 병상현황, 직원 현황, 시설 및 장비 현황, 
진료과목 등 개인 식별 번호가 없는 의료기관의 특징과 외래 환자수, 입원 환
자수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이며 분석을 위해 연도별 12월31일 신고 완료된 날
짜를 기준으로 각각 도출하였다. 이때 당해 연도에 신규 개설되거나 폐업 신
고 된 기관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다음 요양기관 기호를 중심으로 
연도별로 구축된 자료를 병합하였고, 결측치가 있는 대상기관은 제외한 후 최
종 데이터 셋을 구축하였다. 

6. 분석모형 및 변수구성

1)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DID)을 이용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DID는 지속관측자료(longitudinal data)가 충족되면 
완전히 무작위적인 정책처방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내생성으로 인한 편의
(bias)를 제거하여 진정한 인과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실증경제학에서 각
광 받고 있다(윤윤규, 홍민기, 강창희, 이진면, 이혜정, 고영우, 2012). 
  DID는 다음 그림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책이 목표로 하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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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group)과 그렇지 않은 집단(comparison group)의 결과를 비교
하여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정책적 중재가 시행되기 이전 
정책목표집단(treatment group)과 비교집단(comparison group)의 상태가 
서로 동일하다는 전제가 충족되면 두 집단 간 사후 측정값의 차이에 의해 정
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Figure 13). 즉 공통추세(parallel trend)의 가정 
하에서 입학정원 확대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공통추세의 가정은 가
상적 결과(counterfactual outcomes)이어서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은 아
직 모색되지 않았지만 정책 개입 이전의 추세가 비슷했는지 살펴봄으로써 간
접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다(윤자영, 홍민기, 2014).

Figure 13. Difference-in-difference (DID) assumption of the study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서 정책 변화 이전인 2008년~2011년의 자료를 이
용하여 비교집단과 정책목표집단의 간호사수의 추세를 그려보고 비교해봄으로
써 DID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 다른 검증방법으로는 통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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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와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추정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외생적(exogenous)이라면 두 비교 값은 통계적
으로 유사해야 한다. 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정책 개입 이전의 공통 추세의 
가정이 만족되면 사후 측정값의 차이 값을 구하여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게 된
다. 
  분석 모형은 이중차분법의 회귀분석 모형으로(DID regression) 공식은 다
음과 같다(Equation 1).

    
  





     ···· 




는 의료기관 에서 연도 에 근무한 간호사 수        
는 2008~2011년이면 0, 2012년~2015년이면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는 정책목표집단이면 1, 비교집단이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는 상호작용항(composite variable)으로   이면 =1 
 정책개입이전의 비교집단의평균간호사수
   

   

   추정량 
   기관의 연도의  의사수간호조무사수설립유형병상가동률 
   

  위의 식(Equation 1)에서 


는 종속변수로서 100병상당(조정환자 100명당) 

간호사수를 의미한다. Tt는 정책 개입의 기준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2012년~2015년이면 1, 2008년~2011년 이전이면 0의 값을 
갖게 된다. 는 정책목표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로 정책목표집
단이면 1의 값을, 비교집단이면 0의 값을 가진다. 


는 의료기관들간의 관측

되는 차이를 바로잡기 위한 벡터변수로 구체적으로는 의사수, 간호조무사 수
이다. β4은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의 계수로서 회귀방정식에서 이중차
분법에 의한 추정량이며, 곧 정책 시행으로 인한 순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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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모형에서 계수가 가지는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여기서 
는 입학정원확대정책 이전 시점에서의 비교집단이 가지고 있는 간호사 확보
수준을 의미하고, 는 비교집단의 입학정원확대정책 이전 시점과 이후시점에
서의 간호사 확보수준의 차이를 의미한다. 는 정책목표집단과 비교집단의 
정책 개입 이전 시점에서의 간호사확보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며, 는 
본 연구의 관심계수로 초기시점과 평가시점에서의 정책목표집단과 비교집단의 
간호사확보수준을 다시 차분한 것을 의미한다. 만약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고 양의 부호를 가진다면 입학정원확대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Table 16).  

Y(Active RN) Treatment(=1) Comparison(=0) Difference

Before(=0)   

After(=1)   

Difference   

Table 16. Difference-in-difference (DID) estimators

  만약 정책목표집단과 비교집단이 공통추세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정책 개입 
전후로 관측되는 결과변수의 차분값이 진정한 효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 
흐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실제로 의료기관의 규모 또
는 설립기간, 재정 규모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간추세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추세의 차이를 무시하고 추정한 경우 실제 효과보다 과대 또는 과
소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목표집단과 비교집단이 공통추세를 만
족하지 않는 경우 식 (2)와 같이 식 (1)에  변수를 투입해 의료기관별 선
형 시간추세를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형을 사용하였다(Equation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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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구성

  이 연구의 분석모형인 이중차분 회귀분석 모형의 결과변수()는 간호사 
확보수준이다. 간호사 확보수준(nurse staffing level)이란 환자가 지닌 간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요양기관이 고용한 간호사의 양적인 자원의 양을 
의미한다(Buttler et al., 2011). 간호사 확보수준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국내 
연구에서는 허가병상 수와 고용된 활동간호사의 비(ratio)로 측정하는 간호관
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등급(1등급~7등급)이 있으며, 또는 환자와 간호사의 
비, 의료기관 병상 대비 간호사의 비 등이 있다. 국외 연구에서는 간호사수를 
주 5일, 하루 8시간, 연 52주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FTE(full time 
equivalents)를 측정 기준으로 간호사수를 환산하여 환자 대 FTE-RN 
(registered nurse)비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사 확보
수준의 측정 변수는 100병상 당 간호사수와 조정입원환자 100명당 간호사수
의 2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여기서 병상은 허가병상으로 하는데, 그 이유
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아닌 간호사 1명당 
병상수이며, 2007년 수정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으로 간호사 인력난이 심화
되었기 때문이다. 연평균 조정입원환자 100명당 간호사수는 의료법 기준에 의
해 외래환자 12인을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하여 연간 조정환자수를 산출하였
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조정입원환자수 산출을 위해 활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연간 외래 방문일수 및 연간 입
원일수로 외래 방문일수 12일을 입원일수 1일로 환산하였다. 연 입원일수, 즉 
연 입원환자수는 실 입원환자수와 차이가 있으므로 실 인원을 기준으로 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2008년과 2015년 기간 동안 동일 요양기관 내에서 평균 
재원일수의 편차가 크지 않다고 가정하면 간호요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으므로 실 인원이 아닌 연인원을 기준으로 분석함에 있어 전체적인 전·후 변
화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 배치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료기관 규모와 지역을 연구 
변수로 하였다. 의료기관 규모는 앞서 설명한 비교집단과 정책목표집단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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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그룹화 하였으며, 지역의 경우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으로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현황 자료에서 표기하는 요양기관이 소재한 지역형태코
드(1:특별시, 2:광역시, 3:구가 있는 시, 4:시, 5:군, 6:특별시의 군, 7:광역시의 
군, 8:구가 있는 시군(읍, 면), 9:시의 군(읍, 면))를 활용하여 특별시(1), 광역시
(2), 구가 있는 시(3)는 대도시로 하였고, 인구 50만 이하의 시(4), 군(5), 특별시
의 군(6), 광역시의 군(7)은 중소도시, 그 외에는 군지역(읍·면)으로 하였다.  
  그 외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서 결과변수의 차이를 바로잡기 위한 변수들의 
벡터인 Xi는 통제변수로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통제변수로는 의사수, 간호조
무사 수, 설립유형, 병상가동률로 설정하였다.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성인 설립
유형, 의사인력 수준, 보조인력 수준 등이 간호사 확보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는 많은 연구결과(김윤미 등, 2007; 김윤미, 2009; 박보현 등, 2013; Blegen, 
Vaughn, Vojir,  2008; Hodge et al., 2004; Mark, Harless, McMueet,  
2004)와 의료기관의 결과적 특성인 병상가동률도 의료기관의 수익을 대리하는 
지표로 간호사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Mark, Jones, 
Lindley, Ozcan, 2009; 김윤미 등, 2007; 조수진, 김진현, 2014)를 기반으로 
이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실립유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표기하는 
요양기관의 설립형태 코드를 중심으로 국립, 국립대학, 공립, 특수법인은 국공
립기관으로 하였고, 의료법인, 회사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
복지법인, 사단법인, 개인은 사립기관으로 분류하였다. 의사수와 간호조무사수
는 100병상당(또는 입원환자 100명당) 총 의사수 및 100병상당(또는 입원환자 
100명당) 총 간호조무사수를 말하며, 병상가동률은 입원일수를 이용하여 산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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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Dependant variable

- Number of RNs Ÿ Number of RNs per 100beds
Ÿ Number of RNs per 100 inpatients

Independent variable
-Hospital size(B) Ÿ Comparison group: over 300beds=0 

Ÿ Treatment group: under 300beds=1
-Location(L) Ÿ Metropolis=0

Ÿ Small city or Rural=1
-Time(T) Ÿ Time(2008~2011)=0

Ÿ Time(2012~2015)=1
-Treatment effect
(composite variable)

Ÿ if T=B then T·B=1 (if T≠B then T·B=0)
Ÿ if T=L then T·L=1 (if T≠L then T·L=0)

Control variable
-Type of foundation Ÿ Public / Nonpublic
-Number of doctor Ÿ Number of doctor per 100beds
-Number of nurse’s aide Ÿ Number of NAs per 100beds
-Rate of bed operation Ÿ hospitalization days/(total beds×365)×100

Table 17. Research variables and operational definitions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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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1) 분석대상기관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의료기관 수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6,892
개로 2008년 961기관, 2009년 946기관, 2010년 914기관, 2011년 882기관, 
2012년 844기관, 2013년 813기관, 2014년 783기관, 2015년 749기관이다.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분석에 사용된 총 
3,703개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총 171개 기관으로 연도별로는 2008
년 42개, 2009년~ 2011년 각 43개였다. 종합병원은 총 885개 기관 중 2008
년 225개, 2009년 224개, 2010년 221개, 2011년 215개며, 종합병원 중 300
병상 이상 기관은 평균 108.3개이고 160병상이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89.5개,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23.5개로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 기관
이 48.9%로 가장 많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총 2,647개 중 연도별로 2008년 
694개, 2009년 679개, 2010년 650개, 2011년 624개였다. 설립유형의 경우 
각 연도별 국·공립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9개 기관이었고, 사립 의료기
관은 33개~34기관이었다. 종합병원에서는 국·공립 기관은 39~41개 범위에서 
분포하였고 그 중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이 평균 20.8개로 51.2%를 차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20개~21개로 전체의 3.1%로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읍·면지역)으로 
구분한 결과 연도별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소도시에 각 4개 기관이 있었고 그 
외는 대도시에 위치하였다. 종합병원은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에 약 
6.0:3.4:0.6의 비율로 분포하였고, 병원의 경우는 5.8:2.6:1.6의 비율로 소재하
였다(Tabl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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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Mean(%)
Tertiary hospital 
N of organization 42(100.0) 43(100.0) 43(100.0) 43(100.0) 42.8(100.0)

public
Yes 9(21.4) 9(20.9) 9(20.9) 9(20.9) 9.0(21.0)

No 33(78.6) 34(79.1) 34(79.1) 34(79.1) 33.8(79.0)

location

Metropolis 38(90.5) 39(90.7) 39(90.7) 39(90.7) 38.8(90.7)

Small city 4(9.5) 4(9.3) 4(9.3) 4(9.3) 4.0(9.3)

Rural - - - - -

General hospital

total

subtotal 225(100.0) 224(100.0) 221(100.0) 215(100.0) 221.3(100.0)

over300beds 107(47.6) 111(49.6) 110(49.7) 105(48.8) 108.3(48.9)

160~299beds 92(40.9) 89(39.7) 89(40.3) 88(40.9) 89.5(40.5)

under159beds 26(11.5) 24(10.7) 22(10.0) 22(10.3) 23.5(10.6)

public

subtotal 41(100.0) 42(100.0) 40(100.0) 39(100.0) 40.5(100.0)

over300beds 21(51.2) 23(54.8) 20(50.0) 19(48.7) 20.8(51.2)

160~299beds 13(31.7) 13(31.0) 14(35.0) 14(35.9) 13.5(33.4)

under159beds 7(17.1) 6(14.3) 6(15.0) 6(15.4) 6.3(15.4)

Metro

-polis

subtotal 130(100.0) 129(100.0) 136(100.0) 132(100.0) 131.8(100.0)

over300beds 71(54.6) 74(57.4) 75(55.1) 73(55.3) 73.3(55.6)

160~299beds 47(36.2) 44(34.1) 50(36.8) 47(35.6) 47.0(35.7)

under159beds 12(9.2) 11(8.5) 11(8.1) 12(9.1) 11.5(8.7)

Small- 

city

subtotal 81(100.0) 81(100.0) 71(100.0) 69(100.0) 75.5(100.0)

over300beds 32(39.5) 33(40.7) 30(42.3) 27(39.1) 30.5(40.4)

160~299beds 39(48.2) 39(48.1) 33(46.5) 34(49.3) 36.3(48.0)

under159beds 10(12.3) 9(11.2) 8(11.2) 8(11.6) 8.8(11.6)

Rural

subtotal 14(100.0) 14(100.0) 14(100.0) 14(100.0) 14.0(100.0)

over300beds 4(28.6) 4(28.6) 5(35.7) 5(35.7) 4.5(32.2)

160~299beds 6(42.9) 6(42.9) 6(42.9) 7(50.0) 6.3(44.6)

under159beds 4(28.5) 4(28.5) 3(21.4) 2(14.3) 3.3(23.2)

Hospital
N of organization 694(100.0) 679(100.0) 650(100.0) 624(100.0) 661.8(100.0)

public
Yes 21(3.0) 21(3.1) 20(3.1) 20(3.2) 20.5(3.1)

No 673(97.0) 658(96.9) 630(96.9) 604(96.8) 641.3(96.9)

location

Metropolis 392(56.5) 383(56.4) 391(60.2) 376(60.3) 385.5(58.3)

Small city 192(27.7) 190(28.0) 161(24.7) 151(24.2) 173.5(26.2)

Rural 110(15.8) 106(15.6) 98(15.1) 97(15.5) 102.8(15.5)

Table 18.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N=3,703, uni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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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대상이 된 의료
기관은 총 3,189기관으로 2012년 43개, 2013년과 2014년은 42개, 2015년은 
41개였고, 종합병원은 2012년부터 차례대로 2011. 207. 204. 200개였다. 병
원급 의료기관은 2012년 590개, 2015년 508개개였다. 설립유형별 분석 대상 
기관의 현황은 국·공립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2012년~2014년까지 10개 
기관이었고, 2015년 2개가 줄어들어 8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사립 의료기관은 
각 연도별로 32개~33기관이었다. 종합병원에서는 국·공립 기관은 2021
년~2014년 각 38개 기관이었고 2015년 27개 기관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국공립은 18개~20개 범위에서 나타났고, 사립 기관은 각 연도별로 570개, 
544개, 518개, 490개로 분포하였다. 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대도
시, 중소도시, 군지역(읍·면지역)으로 구분한 결과, 연도별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소도시에 2012년~2014년은 각 4개 기관이 있었고 2015년은 3개 기관이 중
소도시에 위치하였으며, 군지역에 1개 기관이 있었고 그 외는 모두 대도시에 
위치하였다. 종합병원은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에 약 6.3:3.1:0.6의 비율로 
분포하였고, 병원의 경우는 6.0:2.6:1.4의 비율로 소재하였다(Table 19).  
  정책개입 이전 시기(2008년~2011년)와 이후 시기(2012년~2015년)의 각 4년 
동안의 분석대상기관 수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 범위 내
에서 집단의 차이 값은 크지 않았으며, 종합병원은 이전 시기가 221.3개 기관
이었고 이후 시기가 203.7개 기관으로 17.6개 기관의 격차가 있었다. 병원급 
의료기관 수는 정책 이전이 661.8개 기관, 이후가 536.3개로 125.4개의 격차
가 발생하여, 총 분석 대상 기관에서 정책 이후에서 관측치가 상대적으로 부
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2012년 이후 간호사수 및 의사수 등 결측
값이 존재하는 관측치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정규직 위주의 신고로 인해 누
락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변수가 병상당 평균 
간호사수 또는 환자당 평균 간호사수이므로 경향을 파악하는데 큰 문제가 없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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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2015 Mean
Tertiary hospital
N of organization 43(100.0) 42(100.0) 42(100.0) 41(100.0) 42.1(100.0)

Public
Yes 10(23.3) 10(23.8) 10(23.8) 8(19.5) 9.3(22.1)

No 33(76.7) 32(76.2) 32(76.2) 33(80.5) 35.1(83.4)

Location

Metropolis 38(88.4) 38(90.5) 38(90.5) 37(90.2) 37.7(89.5)

Small city 4(9.3) 3(7.1) 3(7.1) 3(7.3) 3.0(7.1)

Rural 1(2.3) 1(2.4) 1(2.4) 1(2.4) 1.0(2.4)

General hospital

total

subtotal 211(100.0) 207(100.0) 204(100.0) 200(100.0) 203.7(100.0)

over300beds 102(48.3) 103(49.8) 93(45.6) 92(46.0) 97.5(47.4)

160~299beds 90(42.7) 88(42.5) 95(46.6) 94(47.0) 91.8(44.6)

under159beds 19(9.0) 16(7.7) 16(7.8) 14(7.0) 16.3(7.9)

public

subtotal 38(100.0) 38(100.0) 38(100.0) 27(100.0) 40.5(100.0)

over300beds 18(47.4) 18(47.4) 17(44.7) 13(48.2) 16.5(7.4)

160~299beds 15(39.5) 15(39.4) 16(42.1) 12(44.4) 14.5(46.9)

under159beds 5(13.2) 5(13.2) 5(13.2) 2(7.4) 4.3(11.7)

Metro

-polis

subtotal 132(100.0) 129(100.0) 127(100.0) 127(100.0) 127.7(100.0)

over300beds 72(54.5) 72(55.8) 66(52.0) 66(52.0) 69.0(53.6)

160~299beds 50(37.9) 48(37.2) 53(41.7) 54(42.5) 51.3(39.8)

under159beds 10(7.6) 9(7.0) 8(6.3) 7(5.5) 8.5(6.6)

Small- 

city

subtotal 66(100.0) 65(100.0) 64(100.0) 62(100.0) 63.7(100.0)

over300beds 26(39.4) 27(41.5) 23(35.9) 24(38.7) 25.0(38.9)

160~299beds 33(50.0) 33(50.8) 35(54.7) 32(51.6) 33.3(51.8)

under159beds 7(10.6) 5(7.7) 6(9.4) 6(9.4) 6.0(9.3)

Rural

subtotal 13(100.0) 13(100.0) 13(100.0) 11(100.0) 12.3(100.0)

over300beds 4(30.8) 4(30.8) 4(30.8) 2(18.2) 3.5(27.6)

160~299beds 7(53.8) 7(53.8) 7(53.8) 8(72.7) 7.3(58.6)

under159beds 2(15.4) 2(15.4) 2(15.4) 1(9.1) 1.8(13.8)

Hospital 
N of organization 590(100.0) 564(100.0) 537(100.0) 508(100.0) 536.3(100.0)

Public
Yes 20(3.4) 20(3.5) 19(3.5) 18(3.5) 19.0(3.5)

No 570(96.6) 544(96.5) 518(96.5) 490(96.5) 517.3(96.5)

Location

Metropolis 351(59.5) 344(61.0) 323(60.1) 302(59.4) 323.0(60.2)

Small city 150(25.4) 142(25.2) 139(25.9) 133(26.2) 138.0(25.7)

Rural 89(15.1) 78(13.8) 75(14.0) 73(14.4) 75.3(14.1)

Table 19.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cont.)     (N=3,189, uni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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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기관의 병상수 추이

(1) 기관당 병상수 추이

  분석 대상 기관의 기관당 병상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종
합병원 및 병원에 비해 가파른 증가 경향을 보였고,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
기관은 조금씩 증가하여 2015년 기준으로 종합병원은 1개 기관당 367.2개 병
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은 148.2개 병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종
별 비교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기관당 병상수가 약 
7.1배가량 더 많게 나타났고, 종합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약 2.5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병원 중에서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평
균병상수가 2008년~201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253.8병
상, 2015년 526.0병상으로 증가하였다(Table 2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Tertiary H 923.7 950.0 948.6 965.6 972.1 1001.0 1036.5 1053.2

General H 351.2 350.1 353.3 357.4 357.7 361.0 362.2 367.2

- over300 505.1 491.1 495.8 506.5 504.0 502.3 523.8 526.0

-160~299 234.1 233.2 232.4 236.3 239.0 237.1 242.5 247.2

-under160 132.0 131.1 129.8 129.5 134.3 132.3 134.2 129.9

Hospital 141.5 142.7 145.4 147.7 148.7 148.4 148.9 148.2

Total 224.8 228.5 233.4 238.7 242.9 246.6 252.1 256.2

Table 20. Number of beds per organization by hospital size   
(uni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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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Number of beds per organization by hospital size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1개 기관당 평균 병상수
를 살펴보면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에 소재하는 기관의 병상규
모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병상의 증가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
도시지역은 2008년 1개 기관당 233.4개 병상을 보유하였으나 가파르게 증가
하여 2015년에는 270.4개 병상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소도시의 경
우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8년 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 병상 수는 224.2병상에서 2015년 243.5병상으로 19.3병상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4년 211.7병상, 2015년 208.5병상으로 감소 추
세를 타나내고 있다(Tab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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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Metropolis 233.4 237.7 241.2 248.0 254.4 256.9 265.9 270.4

Small city 224.2 225.7 231.6 234.5 233.9 235.0 236.8 243.5

Rural 187.2 192.3 197.9 201.0 204.3 215.7 211.7 208.5

Total 224.8 228.5 233.4 238.7 242.9 246.6 252.1 256.2

Table 21. Number of beds per organization by location 
(unit: n)

  

Figure 15. Number of beds per organization by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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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상가동률 추이

  분석대상 기관의 연도별 병상가동률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 자료는 제외
하였다. 그 이유는 연 입원일수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구축하였지만 자료 추출을 실시한 날짜가 2016년 2월 29일~3월 4일이어서 
2015년 12월 급여 실적에 대한 청구가 100%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병상가동률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까지 
94.1%~95.5% 범위 내에서 유지하다가 2014년 92.0%로 하락하였다. 종합병
원 전체의 경우 2009년을 제외하면 79.0%~80.9% 범위 내에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82.6%, 160병상이상 300병상 미만 기
관은 75.6%,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73.7%로 병상 규모가 클수록 병상가
동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
으며 2008년 57.9%에서 2014년 53.3%로 떨어졌다(Table 22).

Year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Meanover 
300beds

160-299
beds

under 
160beds

General 
hospital

2008 94.5 84.3 79.2 71.7 80.7 57.9 64.9

2009 94.1 81.0 76.1 70.5 77.9 56.7 63.4

2010 95.1 84.5 78.7 72.5 80.9 57.3 64.8

2011 94.4 84.1 77.6 74.7 80.5 56.3 64.0

2012 95.5 83.6 75.2 72.8 79.0 54.4 62.6

2013 94.3 83.6 75.1 76.1 79.4 53.7 62.4

2014 92.0 84.4 77.1 81.6 80.8 53.3 62.6

Mean 92.7 82.6 75.6 73.7 79.8 55.0 62.7

Table 22. Bed operation rate by hospital size
(unit: %)



- 77 -

Figure 16. Bed operation rate by hospital size

3) 분석대상기관의 인력 현황

  연구 대상 기관 총 6,892개의 주요 인력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간호사, 의
사, 간호조무사 수를 의료기관종별로 평균값±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을 구
하였다. 먼저 2008년~2011년까지 정책 개입 이전 시점에서의 주요인력 현황
을 살펴보면(Table 23), 간호사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500.5이었
고, 2011년 493.1명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최대로 많이 고용한 기관에서는 
1,671명이고 최소의 경우는 166명으로 그 차이가 종합병원 및 병원에 비해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동일한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해도 약 ±180명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종합병원의 간호사수는 2008년 133.5명, 2011년 
131.7명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최대값 540.0명에서 최소 5.0명으로 연도별 같
은 수치를 나타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최대 154.0명에서 최소 1.0명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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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20.0명~20.5명이었다. 
  간호조무사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최대 307.0명에서 최소 0명 사이로 나타
났다. 종합병원은 4년간 평균 28.1명, 최대 131.0명에서 최소 0명이었고, 병
원은 평균 11.4명, 최대 94.0명에서 최소 0명이었다. 간호조무사의 최소값이 
0명인 이유는 일부 종합병원에서 간호보조인력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업무에 있어서도 환자의 직접간호를 제한하
고 있어 0명으로 신고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의사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년간 평균 355.4명이었고 2011년 기준 최
대 993.0명에서 최소 77.0명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종합병원은 2011년에 평
균 54.1명, 최대 347.0명에서 최소 6.0명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병원은 평균 
6.8명, 최대 51.0명, 최소 1.0명이었다. 간호사와 유사하게 의사 및 간호조무
사의 경우도 종합병원 및 병원에 비해 편차가 넓게 분포하고 있었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인력별 분포에서 가장 작은 편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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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Mean

Tertiary hospital

RNs

Mean 500.5±187.7 493.1±179.7 493.1±179.7 493.1±179.7 495.0
Max 1671.0 1671.0 1671.0 1671.0 1671.0
Min 195.0 166.0 166.0 166.0 173.3

Dr.

Mean 353.1±187.4 356.2±179.7 356.2±179.7 356.2±179.7 355.4
Max 993.0 993.0 993.0 993.0 993.0
Min 61.0 87.0 87.0 87.0 80.5

NAs

Mean 82.6±70.0 87.8±70.1 87.8±70.1 87.8±70.1 86.5
Max 307.0 307.0 307.0 307.0 307.0
Min 0.0 0.0 0.0 0.0 0.0

General hospital

RNs

Mean 133.5±98.0 133.2±97.7 131.7±96.8 131.7±97.5 132.5
Max 540.0 540.0 540.0 540.0 540.0
Min 5.0 5.0 5.0 5.0 5.0

Dr.

Mean 56.5±62.6 54.6±59.7 54.2±59.7 54.1±59.8 54.9
Max 347.0 347.0 347.0 347.0 347.0
Min 6.0 6.0 6.0 6.0 6.0

NAs

Mean 28.5±26.4 27.8±24.9 27.8±25.0 28.1±25.2 28.1
Max 131.0 131.0 131.0 131.0 131.0
Min 0.0 0.0 0.0 0.0 0.0

Hospital

RNs

Mean 20.0±17.7 20.0±17.7 20.2±17.8 20.5±18.2 20.2
Max 154.0 154.0 154.0 154.0 154.0
Min 1.0 1.0 1.0 1.0 1.0

Dr.

Mean 6.6±5.0 6.7±5.0 6.7±5.0 6.8±5.1 6.7
Max 51.0 51.0 51.0 51.0 51.0
Min 1.0 1.0 1.0 1.0 1.0

NAs

Mean 11.2±10.3 11.3±10.4 11.4±10.5 11.5±10.6 11.4
Max 94.0 94.0 94.0 94.0 94.0
Min 0.0 0.0 0.0 0.0 0.0

Table 23. Key Employee of organizations (2008~2011)
                            (unit: n)

Note) RNs: Registered Nurses, Dr.: Doctor, NAs: Nursing Assi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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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4]은 정책 개입 이후인 2012년~2015년까지 4년간의 주요인력 현
황을 분석하였다. 간호사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2012년과 2015년에 동
일하게 492.4명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285.0~292.7명으로 상급종합병원 
내에서 간호사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동일한 상급종합병원이라도 규
모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의사수는 2015년 기준 평균 357.0명이었고 최
대 993.0명과 최소 133.0명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조무사는 평균 81.1명, 최대 
307.0명, 최소 0명이었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수는 2012년 평균 133.3명에서 2015년 141.0명으
로 다소 증가하였고 2012년에 최대 512.0명에서 최소 5.0명으로 나타냈다. 
의사수는 2015년 기준 평균 60.0명, 최대 357.0명, 최소 6.0명이었고, 간호조
무사수는 평균 30.6명, 최대 185.0명 최소 0명으로 분포하였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사의 경우 4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2015년 
기준 평균 20.8명으로 ±18.3명 범위 내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최대 
154.0명에서 최소 1.0명이었다. 의사수는 2012년 평균 6.9명에서 조금 증가하
여 2015년 7.1명이었고 최대 51.0명, 최소 1.0명이었으며, 간호조무사수도 연
도별 비슷한 수준에서 2015년 기준 11.8명±10.7 범위 내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정책개입 이전 시기(2008년~2011년)와 이후 시기(2012년~2015년)의 각 4년 
동안의 분석대상기관의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수는 0.4명 감소하였고, 의사수는 3.5명 증가, 간호조무사수는 1.3명 감소하였
으며,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수 3.9명, 의사수 1.9명, 간호조무사 수 0.9명으
로 정책개입 이후 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는 
0.6명, 의사수는 0.3명, 간호조무사수는 0.3명으로 정책 이후 값이 더 크게 나
타났다(Tabl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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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2015 평균

Tertiary hospital

RNs

Mean 492.4±285.0 496.6±287.1 496.6±287.1 492.6±292.7 494.6
Max 1671.0 1671.0 1671.0 1671.0 1671.0
Min 116.0 116.0 116.0 116.0 116.0

Dr.

Mean 356.5±178.4 361.0±178.1 361.0±178.1 357.0±183.5 358.9
Max 993.0 993.0 993.0 993.0 993.0
Min 133.0 133.0 133.0 133.0 133.0

NAs

Mean 85.5±70.9 87.1±71.1 87.1±71.1 81.1±71.2 85.2
Max 307.0 307.0 307.0 307.0 307.0
Min 0.0 0.0 0.0 0.0 0.0

General hospital

RNs

Mean 133.3±95.9 135.1±96.8 136.1±97.1 141.0±101.8 136.4
Max 425.0 425.0 425.0 512.0 446.8
Min 5.0 5.0 5.0 5.0 5.0

Dr.

Mean 54.7±60.6 56.0±61.4 56.6±61.6 60.0±67.2 56.8
Max 347.0 347.0 347.0 357.0 349.5
Min 6.0 6.0 6.0 6.0 6.0

NAs

Mean 28.0±25.6 28.5±25.7 28.8±25.8 30.6±29.0 29.0
Max 131.0 131.0 131.0 185.0 144.5
Min 0.0 0.0 0.0 0.0 0.0

Hospital

RNs

Mean 20.7±18.4 20.8±18.5 20.7±18.4 20.8±18.3 20.8
Max 154.0 154.0 154.0 154.0 154.0
Min 1.0 1.0 1.0 1.0 1.0

Dr.

Mean 6.9±5.2 6.9±5.3 7.0±5.3 7.1±5.4 7.0
Max 51.0 51.0 51.0 51.0 51.0
Min 1.0 1.0 1.0 1.0 1.0

NAs

Mean 11.6±10.5 11.6±10.4 11.7±10.5 11.8±10.7 11.7
Max 94.0 94.0 94.0 94.0 94.0
Min 0.0 0.0 0.0 0.0 0.0

Table 24. Key Employee of organizations (2012~2015)  
                          (unit: n)

Note) RNs: Registered Nurses, Dr.: Doctor, NAs: Nursing Assi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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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RN -0.4 3.9 0.6

Dr. 3.5 1.9 0.3

Na -1.3 0.9 0.3

Table 25. Mean difference of number of employee between 2008~2011 
and 2012~2015                              (unit: n/100beds)

2. 간호사확보수준

1) 병원규모별 간호사 수

(1) 100병상당 간호사수

  분석대상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 및 규모별로 100병상당 간호사수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수는 2008년 100병상당 
52.4명에서 2015년 45.8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고, 종합병원의 
경우, 2008년 37.4명에서 조금씩 떨어지다가 2012년 이후 소폭 오름세를 보
이고 있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2008년 19.2명에서 2013년 18.7명으로 점
차 감소하였다가 2014년에 19.1명으로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가 2015
년 소폭 증가하여 19.5명을 나타냈다. 종합병원을 3개 하위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보다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간호사 확
보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고 16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간호사 
확보수준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간호사 확보수준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100병상당 54.7명으로 상급종합병원보
다 높은 수준이었다(Tabl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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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Tertiary hospital 52.4 51.7 51.6 51.5 50.9 49.3 48.1 45.8

General hospital 37.4 37.3 36.8 36.7 37.3 37.6 38.1 38.9

 - over 300beds 38.6 38.5 37.5 37.4 38.0 38.7 38.3 39.9

 - 160~299beds 36.0 35.1 34.9 34.0 34.6 34.4 35.6 35.6

 - under160beds 37.6 39.5 40.9 43.9 46.2 48.5 51.5 54.7

Hospital 19.2 19.1 18.8 18.7 18.8 18.7 19.1 19.5

Table 26. Number of RNs per 100beds by type of hospital
(unit: n/100beds)

(2) 조정입원환자 100명당 간호사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결과변수 중 하나인 조정입원환자 100명당 간호사수
에 대해 의료기관종별 추이를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살펴보았다. 2015년도
는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실적이 100% 완료되지 않아 분석자료에서 제외하였
다. 상급종합병원은 100병상당 간호사수에서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는데, 환자 100명당 간호사수는 2014년까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2015
년에 48.1명으로 증가하였다. 종합병원에서는 조정환자 100명당 간호사수가 
2008년 41.6명에서 2012년 40.9명으로 조금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45.2명
으로 올랐고, 2014년 40.4명으로 감소하였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조정
환자 100명당 간호사수는 2008년 29.6명에서 2012년 32.9명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 44.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종합병원을 3개 하위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병상수가 적을수록 간
호사 확보수준이 높았는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2014년 37.5명, 16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42.0명,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48.1명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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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Tertiary hospital 48.8 46.6 45.2 45.0 43.6 43.4 43.5

General hospital 41.6 41.8 40.1 39.7 40.9 45.2 40.4

 - over 300beds 39.0 40.1 37.4 37.4 38.1 38.4 37.5

 - 160~299beds 40.4 40.9 39.6 38.7 40.4 41.9 42.0

 - under160beds 56.6 53.4 55.3 55.0 58.3 106.8 48.1

Hospital 29.6 30.9 30.5 31.5 32.9 31.9 44.0

Table 27. Number of RNs per 100inpatients by type of hospital
(unit: n/100inpatients)

2) 지역별 간호사 수

(1) 100병상당 간호사수

  분석대상 기관을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100병상당 간호사 수를 
분석하였다. 대도시에서는 2008년 간호사수가 29.6명에서 조금씩 증가하여 
2011년 30.1명이었고, 2012년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2015년 30.5명으로 조금 
증가하였다. 중소도시에서는 연도별로 ±0.5명 이내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
다가 2008년 21.2명에 비해 2015년 21.5명으로 0.3명 증가하였다. 군지역의 
경우는 2011년까지 13.2명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12.8명으로 감소했다가 
2013년 다시 13.0명 2014년 14.2명으로 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최고점
에 도달한 후 2015년 13.2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정
책개입이 이루어진 시점인 2012년 이후에 간호사수가 증가한 지역은 대도시
였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확대하였지만 지방의 간호사 
확보수준의 증가는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별 의료기관규모에 따른 간호사 수를 살펴본 결과, 대도시에 위치한 상
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중소도시의 상급
종합병원은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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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은 대도시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정책개입 전과 후의 간호
사 확보수준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병원에서는 160병상 미만 기
관에서 군지역을 제외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크게 증가하였는데 대도시의 
경우 2008년 100병상당 41.5명에서 2015년 100병상당 63.9명으로 21.4명, 
중소도시는 2008년 37.7명에서 2015년 48.1명으로 10.4명 증가하였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Mean

Metropolis

Tertiary 53.8 51.9 51.6 51.3 51.5 50.4 49.1 46.7 50.8

GH_1 42.4 42.2 40.8 40.2 40.5 40.7 39.9 41.9 41.1

GH_2 40.7 40.6 40.4 39.9 41.0 40.6 42.2 41.7 40.9

GH_3 41.5 45.6 45.3 49.1 53.9 56.8 64.1 63.9 51.2

Hospital 23.2 23.0 21.9 21.6 21.7 21.6 22.3 23.3 22.3

Total 29.6 29.5 28.5 28.4 29.0 28.9 29.6 30.5 29.2

Small city

Tertiary 49.5 49.6 51.2 52.9 53.2 45.9 45.3 44.7 49.4

GH_1 32.6 32.6 32.1 33.1 33.5 35.8 36.7 36.0 33.9

GH_2 31.9 30.5 29.0 28.3 27.6 27.9 28.4 28.8 29.1

GH_3 37.7 39.1 39.6 40.7 41.6 43.2 43.9 48.1 41.2

Hospital 15.7 15.7 15.7 16.2 16.3 15.7 15.0 15.3 15.7

Total 21.2 21.0 21.1 21.6 21.5 21.3 21.0 21.5 21.3

Rural

Tertiary - - - - 17.0 17.0 17.0 17.0 17.0

GH_1 20.0 20.1 20.4 20.4 22.1 22.1 21.7 21.7 21.0

GH_2 25.1 24.6 21.7 22.1 22.3 22.3 22.0 21.7 22.6

GH_3 25.4 23.8 28.4 25.9 24.1 24.1 24.1 29.5 25.4

Hospital 11.1 11.2 11.7 11.6 11.3 11.3 12.7 11.8 11.6

Total 12.6 12.6 13.1 12.9 12.8 13.0 14.2 13.2 13.0

Table 28. Number of RNs per 100beds by location
(unit: n/100beds)

Note) GH_1: general hospital over 300beds
GH_2: general hospital having 160~299beds
GH_3: general hospital under 160b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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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입원환자 100명당 간호사수

  지역별 조정입원환자당 간호사수를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살펴보았다. 
2015년도는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실적이 100% 완료되지 않아 분석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의 간호사 확보수준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
지 않았지만 군지역에서는 조정입원환자100명당 간호사 수가 2008년 19.6명
에서 2014년 24.9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 의료기관규모에 따른 간호사 수를 살펴본 결과, 대도시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은 2008년 48.8명에서 2012년 43.8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 
44.1명, 2014년 44.2명으로 조금 증가하였고, 중소도시는 대도시와는 반대로 
2008년 48.6명에서 2012년 46.5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 42.9명, 2014년 
43.4명으로 감소하였다. 즉 상급종합병원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2008년에 
비해 2014년의 간호사 확보수준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종합병원을 병상 규모에 따라 3개 하위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대
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모두에서 160병상미만 종합병원이 연 평균 65.1명, 
48.6명, 28.9명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가장 높은 간호사 확보 수준을 보
였다. 종합병원의 2008년에 비해 2014년도 간호사 확보수준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에서는 300병상이상 종합병원과 160병상미만 종합병원은 각각 
2.5명, 21.0명 감소하였지만 160병상이상 300병상미만 종합병원은 3.2명 증
가하였다. 중소도시에서는 300병상이상 종합병원과 160병상미만 종합병원은 
각각 0.8명, 1.3명 증가하였지만 160병상이상 300병상미만 종합병원은 2.1명 
감소하여 대도시와 반대 경향을 나타냈다. 군지역의 경우는 160병상 미만 종
합병원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도시와 군지역에서는 조정입원환자100명당 간호사
수가 지난 7년간 각각 22.8명, 5.8명 증가하였고, 중소도시에는 증감을 반
복하다가 2014년 23.7명으로 2008년 25.9명에 비해 2.2명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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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Mean

Metropolis

Tertiary 48.8 46.2 44.8 44.5 43.8 44.1 44.2 45.6

GH_1 39.9 41.6 38.9 38.3 38.8 38.7 37.4 39.8

GH_2 46.4 48.0 46.3 45.3 47.1 50.0 49.6 48.9

GH_3 76.0 67.0 66.1 62.9 70.0 58.9 55.0 65.1

Hospital 34.5 34.0 35.3 35.7 35.9 36.5 57.3 39.0

Total 38.0 37.6 38.0 38.1 38.6 40.8 52.7 41.2

Small city

Tertiary 48.6 50.7 49.1 49.8 49.5 42.9 43.4 48.2

GH_1 38.7 38.6 35.7 37.3 37.7 39.2 39.5 38.7

GH_2 35.4 35.1 32.6 32.7 33.0 33.8 33.3 36.3

GH_3 44.4 47.9 49.5 49.7 50.3 44.5 45.7 48.6

Hospital 25.9 31.3 24.8 25.6 31.9 25.1 23.7 27.1

Total 29.7 33.5 28.5 29.4 33.7 29.0 28.0 30.9

Rural

Tertiary 14.8 15.0 15.2 15.4

GH_1 25.5 24.8 25.7 24.4 27.4 28.4 27.8 26.5

GH_2 26.6 26.6 22.7 23.4 27.7 24.6 27.6 26.4

GH_3 28.7 28.7 31.6 28.4 28.2 28.4 28.0 28.9

Hospital 18.7 19.4 20.5 24.4 22.4 24.1 24.5 22.3

Total 19.6 20.3 21.2 24.4 23.0 24.3 24.9 22.9

Table 29. Number of RNs per 100inpatients by location
(unit: n/100inpatients)

Note) GH_1: general hospital over 300beds
GH_2: general hospital having 160~299beds
GH_3: general hospital under 160b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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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유형별 간호사 수

(1) 100병상당 간호사수

  분석대상 기관의 설립유형별(국공립 및 사립) 100병상당 간호사수는 국공립 
병원이 30.7명으로 사립병원의 24.7명보다 높았다. 그러나 병원규모별 설립유
형에 따른 간호사수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국공
립병원은 40.7명으로 사립의 53.0명보다 12.3명 더 낮았고, 종합병원도 사립
이 국공립보다 100병상당 간호사수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단지 병원급 의료기
관에서만 국공립 병원이 21.1명으로 사립병원의 18.9명보다 높았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Mean

Public

Tertiary 47.0 42.8 42.0 42.2 38.9 37.8 37.4 38.5 40.7

GH_1 36.0 36.1 34.9 34.0 34.9 34.4 34.3 31.7 34.7

GH_2 32.8 29.6 32.1 30.1 29.4 29.9 29.9 30.0 30.5

GH_3 32.8 34.8 35.2 36.6 36.7 37.1 35.9 31.1 35.2

Hospital 21.0 20.0 20.0 21.7 20.5 21.7 21.5 23.1 21.1

Total 32.0 31.0 31.0 30.9 30.2 30.4 30.2 29.4 30.7

Nonpublic

Tertiary 55.1 54.1 54.1 53.9 54.5 52.9 51.4 47.6 53.0

GH_1 39.2 39.2 38.1 38.2 38.7 39.6 39.2 41.3 39.2

GH_2 36.5 36.0 35.5 34.7 35.7 35.3 36.8 36.4 35.9

GH_3 39.3 41.1 43.1 46.7 49.6 53.6 58.6 58.6 47.5

Hospital 19.2 19.1 18.8 18.6 18.7 18.6 19.0 19.4 18.9

Total 24.4 24.4 24.2 24.2 24.6 24.6 25.2 25.9 24.7

Table 30. Number of RNs per 100beds by type of foundation
(unit: n/100beds)

Note) GH_1: general hospital over 300beds
GH_2: general hospital having 160~299beds
GH_3: general hospital under 160b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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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입원환자 100명당 간호사수

  분석대상 기관의 설립유형별(국공립 및 사립) 조정입원환자 100명당 간호사
수는 국공립 병원이 36.0명으로 사립병원의 36.2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
를 병원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국공립이 35.5명으로 사립
의 48.3명에 비해 12.8명 더 낮았고,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은 5.5명, 160병상
이상 300병상미만 종합병원은 8.4명, 160병상미만 종합병원은 21.9명 더 낮
았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국공립이 사립에 비해 4.4명 더 높았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Mean

Public

Tertiary 41.4 36.9 35.2 33.8 32.6 32.3 32.6 35.5

GH_1 36.8 37.6 33.6 32.3 33.0 33.1 32.4 34.5

GH_2 35.6 33.7 35.4 33.4 35.9 34.2 34.6 35.3

GH_3 37.3 40.1 38.0 38.2 39.3 38.0 36.7 38.2

Hospital 34.5 35.8 34.4 36.2 37.8 40.6 39.0 37.7

Total 36.5 36.5 34.8 34.4 35.4 35.8 35.1 36.0

Nonpublic

Tertiary 50.8 49.2 47.8 48.0 47.0 46.8 46.9 48.3

GH_1 39.5 40.8 38.3 38.5 39.2 39.5 38.6 40.0

GH_2 41.2 42.1 40.4 39.7 41.3 43.5 43.5 43.7

GH_3 63.7 57.9 61.8 61.2 65.1 58.1 53.3 60.1

Hospital 29.5 30.8 30.3 31.4 32.7 31.6 44.2 33.3

Total 33.0 34.1 33.4 34.2 35.4 35.9 43.8 36.2

Table 31. Number of RNs per 100inpatients by type of foundation
(unit: n/100inpatients)

Note) GH_1: general hospital over 300beds
GH_2: general hospital having 160~299beds
GH_3: general hospital under 160b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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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학정원 확대정책의 효과 분석

1) 중소병원 간호사 확보 수준에 미친 영향

(1) 정책개입 전·후의 간호사수 분석

  정책개입 이전시점인 2008년~2011년과 이후시점인 2012년~2015년의 100
병상당 간호사수의 평균값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정책 개입 
이후에 3.3명 감소하였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0.2명 감소하였다. 160병
상 이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이전 시점보다 이후 시점에서 0.1명 증가
하였고,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9.8명으로 이후 시점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
였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정책 개입 이후 시점에서 이전보다 0.1명 더 증가하
였다.  정책개입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보면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서 간호
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간의 흐름
에 따른 효과인지 등의 내생적 요인에 기인한 편의를 제거하지 못한 결과이므
로 입학정원 확대정책만의 순수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2008~2011

(A)

2012~2015

(B)
(B)-(A)

Tertiary hospital 51.8 48.5 -3.3

General hospital over 300beds 38.9 38.7 -0.2

General hospital 160~299beds 35.0 35.1 0.1

General hospital under 160beds 40.5 50.2 9.8

Hospital 19.0 19.0 0.1

Table 32. Difference of number of RNs between 2015 and 2008
(unit: n/100b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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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차분 결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의 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방법인 이중
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중차분법을 실시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비교집단과 정책목표집단 간의 정책효과 이전시점
(2008년~2011년)에서 공통추세의 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Figure 1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을 제외하면 비
교집단(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정책목표집단(16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결과변수(100병상당 간호사수)의 
추세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추세가 
나란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7. Trend of number of RNs per 100beds by hospita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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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3]은 본 연구의 가설1에 대한 검증으로,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상
급종합병원 포함)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중소병
원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model Ⅰ과 model Ⅱ는 이중차분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제변수
()를 포함한 것과 포함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로 두 모델의 추정 결과는 각 
0.949, 1.418로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또한 model Ⅲ과 연도 변수
()를 추가로 포함한 model Ⅳ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사하였다. 즉 DID
결과가 강건함을 보여준다. 
  model Ⅱ는 정책목표집단(treatment group)을 하나의 집단(300병상미만 
종합병원과 병원급의료기관)으로 놓고 분석한 결과로 입학정원확대정책이 중
소병원의 100병상당 간호사 수를 1.485명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
수준 5%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odel Ⅲ ~ model Ⅳ는 model Ⅱ의 정책목표집단을 3개의 하위수준으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로, 160병상이상 300병상미만 종합병원과 병원급의료기관
에서는 입학정원 확대정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60병상미만 종
합병원에서 간호사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100병상당 7.422명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model Ⅴ는 결과변수가 다른 모델과 다르게 조정입원환자100명당 간호사 
수로 2015년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분석에 활용된 대상 기관수는 
6,143개이다. DID추정량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정책개입 이전 시기의 추세를 살펴보고, 위와 같이 타당성을 검
증한 결과 이중차분법으로 추정한 결과가 매우 강건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
으로,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은 160병상미만 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간
호사 확보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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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Ns/100beds RNs/100inpatients

Equation(1) Equation(2) Equation(2)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Model Ⅴ

Constant () 41.718(<.001) 3.146(0.005) 7.985(<.001) 7.081(<.001) -13.308(<.001)
2012~2015 () 
(base: 2008~2011)

-0.242(0.843) 0.224(0.831) 0.133(0.897) -1.194(0.348) -0.842(0.786)

Treatment group () -20.602(<.001) -6.878(<.001)
- General H 160~299beds 0.143(0.904) 0.155(0.895) 22.284(<.001)
- General H <160 beds 5.595(0.003) 5.629(0.003) 27.065(<.001)
- Hospital -10.561(<.001) -10.520(<.001) 9.027(<.001)

DID Effect () 0.949(0.479) 1.418(0.221)
- General H 160~299beds 0.991(0.552) 0.965(0.562) -1.116(0.787)
- General H <160 beds 7.422(0.012) 7.417(0.012) 7.628(0.296)
- Hospital 1.058(0.356) 1.051(0.359) -0.502(0.859)

  0.335(0.077) 0.077(0.879)
Control variables (  )

-Public (base: Private) -2.924(<.001) -5.874(<.001) -5.866(<.001) -5.913(0.003)
-N of NAs per 100 beds -0.064(<.001) -0.055(<.001) -0.055(<.001) 0.439(<.001)
-N of Dr. per 100 beds 0.317(<.001) 0.293(<.001) 0.293(<.001) 2.283(<.001)
-Rate of bed operation 0.381(<.001) 0.336(<.001) 0.337(<.001) 0.025(0.259)

F(p) 302.34(<0.001) 493.28(<.001) 362.10(<.001) 332.29(<.001) 1342.12(<.001)
Adjusted R2 0.121 0.344 0.377 0.377 0.733
Number of observations 6,892 6,143

Table 33. DID result (Ⅰ) related with hospital size
(comparison group: general hospital over 300 b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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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 소재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 수준에 미친 영향

(1) 정책개입 전·후의 간호사수 분석

  2008년~2011년과 2012년~2015년의 지역별 간호사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대도시는 정책 개입 이후에 평균 0.3명 감소하였고, 중소도시는 0.1명 군지역
은 0.5명 증가하였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보면 정책 개입 이전과 이후의 차이
에서 정책목표집단인 중소도시와 군지역에서 정책 이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세
를 반영한 효과인지 입학정원 확대정책만의 순수한 효과인지 판단하기에는 부
족하다.  

2008~2011(A) 2012~2015(B) (B)-(A)

Metropolis 29.8 29.5 -0.3

Small city 21.2 21.3 0.1

Rural 12.8 13.3 0.5

Table 34. Difference of number of RNs between 2015 and 2008
(unit: n/100beds)

 

(2) 이중차분결과

  앞서 살펴본 의료기관 규모에 의한 정책의 영향에 이어 의료기관 소재지에 
따른 입학정원 확대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도시지역
을 비교집단으로 중소도시 및 군지역을 정책목표집단으로 하여 정책효과 이전 
시점(2008년~2011년)에서 공통추세의 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결과 
[Figure 18]과 같이 매우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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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Trend of RNs number by hospital location 

  [Table 35]는 입학정원확대정책이 지방 소재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친 효과를 이중차분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이다. model 
Ⅰ와 model Ⅱ는 정책의 외생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분석한 것과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로 각각 0.333명, 0.555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사하여 이중차분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단별로 추세가 나란하
지 않음을 고려하여 연도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model Ⅳ의 추정값
이 model Ⅲ과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중차분법의 추정
값이 강건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목표집단을 중소도시와 군지역을 하나의 집단으로 두고 분석한 model 
Ⅱ에 따라 DID 추정량은 0.555명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책목
표집단을 2개의 하위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model Ⅲ에 의해 중소도시는 
100병상당 0.076명, 군지역은 1.455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변수를 조정입원환자 100명당 간호사수로 놓고 분석한 model Ⅴ에서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0병상당 간호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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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과변수로 분석한 model Ⅳ와는 달리 DID추정량에서 중소도시의 경우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병상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재원환자 수 기
준으로 간호사 확보수준을 분석하면 오히려 확보 수준이 더 낮은 경우로 해석
할 수 있다.  
  는 정책 개입 이전 시점에서 대도시와 정책목표집단 간의 간호사수 차이
를 나타내는 것으로, 음의 부호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또는 군지역의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음을 나타낸다. 즉 model Ⅳ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2012년 이전에 대도시보다 중소도시가 100병상당 4.828명, 군지역의 경우 
100병상당 10.261명 더 낮았다. 
 이상과 같이 정책개입 이전 시기의 추세를 살펴보고, 위와 같이 타당성을 검
증한 결과 이중차분법으로 추정한 결과가 매우 강건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
으로,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은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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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Ns/100beds  =RNs/100inpatients

Equation(1) Equation(2) Equation(2)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Model Ⅴ

Constant () 28.554(<.001) -0.101(0.124) -0.686(0.338) -1.711(0.050) -3.946(0.066)
2012~2015 () 
(base: 2008~2011)

0.692(0.305) 1.155(0.038) 1.145(0.039) -0.422(0.654) -0.608(0.788)

Treatment group () -9.928(<.001) -6.539(<.001)
- small city -4.865(<.001) -4.828(<.001) 3.844(0.013)
- rural -10.284(<.001) -10.261(<.001) -1.993(0.338)

DID Effect () 0.333(0.479) 0.555(0.529)
- small city 0.076(0.938) 0.038(0.969) -2.643(0.281)
- rural 1.455(0.282) 1.452(0.283) 1.302(0.697)

  0.396(0.039) 0.1001(0.846)
Control variables (  )

-Public (base: Private) -0.737(0.378) -0.949(0.255) -0.957(0.251) -5.029(0.012)
-N of NAs per 100 beds -0.075(<.001) -0.078(<.001) -0.078(<.001) 0.463(<.001)
-N of Dr. per 100 beds 0.333(<.001) 0.335(<.001) 0.335(<.001) 2.238(<.001)
-Rate of bed operation 0.396(<.001) 0.391(<.001) 0.392(<.001) 0.013(0.549)

F(p) 119.80(<.001) 516.70(<.001) 409.14(<.001) 368.83(<.001) 1558.58(<.001)
Adjusted R2 0.051 0.355 0.359 0.359 0.726
Number of observations 6,892 6,143

Table 35. DID result (Ⅱ) related with hospital location
(comparison group: metro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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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친 영향

(1) 정책개입 전·후의 간호사수 분석

  지금부터는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먼저 2008년~2011년과 2012년~2015년의 지역별 
평균 간호사수의 차이 및 2015년과 2008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상급종합병
원의 경우 군지역에 소재한 기관을 제외하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이전 시
점보다 이후 시점에 간호사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병상이상 종합병
원은 대도시에서 100병상당 0.6명 감소가 있었고, 중소도시 및 군지역은 각각 
2.9명, 1.7명 늘어났다. 16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지역 구분 없
이 평균 0.1명 늘어났으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1.8명(중소도시), 1.3
명(군지역)감소하였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군지역에서 0.4명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Table 36). 
  정책개입 이전 시점 중 2008년과 이후 시점 중 2015년의 100병상당 간호
사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6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평균의 차
이 값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서는 군지역에서 4.1
명 증가한 것으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대도시의 간
호사수가 0.1명/100병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의 차이 값과 반대의 경
향을 나타냈다. 
  평균값의 차이와 2015년과 2008년 차이 값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지역별 의료기관소재별로 간호사 확보 수준의 연도별 변화가 크지 않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99 -

∼∼ 2015-2008
Metro

-polis

Small 

city
Rural Mean

Metro

-polis

Small 

city
Rural Mean

TH -2.7 -3.1 17.0 -3.5 -7.1 -4.8 17.0 -7.5

GH over 300beds -0.6 2.9 1.7 0.7 -0.4 3.4 1.7 1.3

GH 160~299beds 1.0 -1.8 -1.3 0.1 1.0 -3.1 -3.4 -0.3

GH under 160beds 13.8 5.0 -0.8 9.6 22.4 10.4 4.1 17.1

Hospital -0.2 -0.2 0.4 0.0 0.1 -0.4 0.6 0.3

Mean 0.5 0.1 0.5 0.6 0.9 0.2 0.6 1.2

Table 36. Difference of number of RNs between 2015 and 2008
(unit: n/100beds)

Note) TH: Tertiary hospital, GH: General hospital

(2) 이중차분결과

  이중차분법을 실시하기 전에 비교집단과 정책목표집단의 2012년 이전 추세
가 공통추세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비교집단을 대도시에 위치하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정책목표집단을 지방(중소도시 및 군지역)에 소
재하는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으로 하였다. [Figure 19]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정책이전 시점(2008년~2011년)에서 5개의 집단 모두 2008년에 비해 2011
년도에 100병상 간호사수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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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Trend of RNs number by hospital volume and location 

  [Table 37]은 입학정원확대정책이 지방에 소재하고 중소규모인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친 효과를 이중차분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에 이용된 의료기관 수는 대도시에 위치하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수 3,166기관을 제외한 3,726개이다. 통제변수(  )의 포함 여부에 따라 분석
한 model Ⅰ과 Ⅱ에서 DID 추정량()이 각각 100병상 간호사수 0.200명, 
1.485명으로 통계적으로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 이중차분법의 타당성을 설명
하고 있다. 또한 연도변수를 포함여부에 따른 model Ⅲ과 Ⅳ의 DID 추정값
도 비슷하여 이중차분법이 강건함을 설명하고 있다.  
 model Ⅱ에 의하면, 비교집단인 대도시·대형병원(대도시에 위치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보다 정책목표집단인 지방·중소병원(중소도시와 군지역에 위치
한 300병상미만 병원)이 입학정원확대 정책으로 100병상당 간호사 1.485명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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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집단을 2개의 하위수준(중소도시의 300병상미만 병원, 군지역의 
300병상미만 병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model Ⅲ에 의하면 군지역의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정책개입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100병상당 2.724
명(유의수준 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정입원환자100명당 간호사수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model Ⅴ에서
는 DID추정량이 유의수준 5%이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
를 나타냈다. 
  한편, 정책개입 이전(2008년~2011년)에 비교집단과 정책목표집단 간의 간호
사수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책목표집단( 중소도시 및 군지
역의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비교집단(대도시의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보
다 100병상당 간호사 수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정책개입 이전 시기의 추세를 살펴보고, 위와 같이 타당성을 검
증한 결과 이중차분법으로 추정한 결과가 매우 강건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
으로,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은 군지역의 300병상미만 병원의 병상대비 
간호사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지만 중소도시의 300병상 미만 병원의 간호사 
확보수준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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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Ns/100beds RNs/100inpatients

Equation(1) Equation(2) Equation(2)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Model Ⅴ

Constant () 38.753(<.001) 2.147(0.019) 2.930(0.001) 1.799(0.083) 15.919(<.001)

2012~2015 () 
(base: 2008~2011)

0.158(0.879) 0.033(0.966) 0.033(0.966) -1.610(0.128) 0.717(0.688)

Treatment group () -20.127(<.001) -7.998(<.001)
- small city_under 300beds -7.223(<.001) -7.159(<.001) -0.680(0.574)
- rural_under 300beds -12.734(<.001) -12.679(<.001) -7.774(<.001)

DID Effect () 0.200(0.871) 1.485(0.110)
- small city_under 300beds 0.820(0.420) 0.767(0.450) -1.925(0.273)
- rural_under 300beds 2.724(0.030) 2.704(0.031) 2.032(0.349)

  0.418(0.021) -0.235(0.489)
Control variables (  )

-Public (base: Private) -1.204(0.0621) -1.728(0.006) -1.730(0.006) 0.082(0.938)
-N of NAs per 100 beds -0.098(<.001) -0.097(<.001) -0.097(<.001) 0.335(<.001)
-N of Dr. per 100 beds 0.399(<.001) 0.392(<.001) 0.392(<.001) 1.010(<.001)
-Rate of bed operation 0.363(<.001) 0.356(<.001) 0.357(<.001) -0.006(0.678)

F(p) 356.00(<.001) 647.76(<.001) 371.38(<.001) 345.65(<.001) 285.79(<.001)
Adjusted R2 0.229 0.558 0.573 0.573 0.554
Number of observations 3,726 3,326

Table 37. DID result (Ⅲ) related with hospital size and location
(comparison group: Hospital over 300 beds located in metro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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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논의

1. 간호사 확보수준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00병상당 간호사수의 추이를 분석
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2008년에 비해 2015년에 6.6명 감소하였고, 300병
상 이상 종합병원은 1.3명 증가, 16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0.3
명 감소,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7.1명 증가, 병원급 의료기관은 0.4명 증
가하였다. 종합병원 중 16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과 16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100병상당 간호사수에서는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 더 높은 수
준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 기준으로 조사한 의료기관 
운영실태 보고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 종합병원 평균
보다 100병상당 인력 투입이 높았으며, 외래진료실적도 평균보다 높았다. 다
만, 16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평균보다 모두 낮았다(김태환, 
2015). 이는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 보다는 의료수익이 높을수록 간호사 고용
을 위한 재정 여건이 양호하여 간호사 확보수준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100병상당 간호사 수준은 종합병원의 1/2 수준에 불과
하였고, 상급종합병원의 2/5 수준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100병상당 간호
사수가 2015년에 19.5명이라는 것은 한 병동이 40병상일 경우 배치되는 간호
사가 약 7.8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3교대 및 휴가 등을 고려하여 60%의 인력 
가산이(유선주, 2013) 고려되면 교대근무당 간호사 1명이 24~25병상을 담당하
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내외과계 일반병동의 간호사 배치 수준은 법적
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간호사 1명이 실제 근무시간 동안 돌보는 환자의 최소
수를 5명으로 제한했다. 즉 간호사 대 환자의 최소 비율을 1:5로 했을 때 필
요한 간호사수는 40병상 규모의 경우 3교대와 비번 및 휴일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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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의 인력 가산을 더 하면 39명의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다
((40/5)×3×1.6=38.4). 일본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최소 기준은 연 평균 
입원환자 3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기준이며, 진료보수 산정요건인 입원기본료
에 해당하는 비율은 간호사 1명이 근무시간 내에 7명을 담당하는 것이다(유선
주, 2013). 따라서 한국의 1: 24와 미국의 1:5, 일본의 1:7과 비교하면 한국의 
일반병동 간호사의 노동 강도는 3배~5배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100병상 평균 간호사수가 19.5명이라는 결
과는 간호사 1명당 5.2병상이므로 이는 간호관리료차등제에서 6등급 또는 7
등급에 해당한다. 간호관리료 등급을 신청한 병원 중 6 또는 7등급에 해당하
는 기관은 2012년 약 46.2%였고 2013년 44.7%였는데, 2015년에도 절반 이
상이 6등급에 해당하고 있다는 것은 신규간호사 공급이 증가하는 2012년 이
후에도 병원의 간호관리료 등급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간호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경우 공급량을 늘리면 수요
도 늘어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이다. 병원협회 및 대한중소병원협회에서 간
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를 제시하였고, 정부는 
2008년부터 확대를 시작하여, 2008년 133개의 간호학과에서 2015년 202개로 
불과 7년 동안 69개교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간호학과 입학정원도 7천명 
이상 증원되었다. 그 결과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에 비해 2014년도에 면허간호사수는 약 8만명 증가하였고(보건복지통
계연보, 2015) 2014년 졸업자 수는 1.7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신규간호사 
공급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감산을 받는 7
등급과 등급 외 기관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 인력난을 호
소하는 병원에서 간호사 공급 부족의 원인보다는 저임금에 취업할 의지가 있
는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의지가 없는 부분은 
대한중소병원협회가 간호인력난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 내용 중 간호사 인력난이 더 심각해진 이유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 이후‘라고 응답한 기관이 65.4%로 가장 높았으며, 신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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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보다는 등급 미신고로 인한 월 160만
원 정도의 삭감(입원료의 2% 감산)에 대한 부담이 더 작으므로 간호사 고용 
대신 차라리 삭감을 선택한다고 밝힌 부분에서 알 수 있다(양영구, 2014)
  특히 병원의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간호등급 외 기관인 경우가 많은데, 국
내 선행 연구에서도 500병상 이상, 또는 25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호
관리료 차등제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박보현, 2011; 조성현, 전
경자, 김윤미, 박보현, 2008; Kim, June, Cho, 2005), 병원규모가 클수록 환
자 대 간호사수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조수진, 김진
현; 2013; 김윤미 등 2007; 김윤미, 2000). 
  본 연구에서 병상 수 기준의 간호사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한 것 외에 조정입
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간호사수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최근 5년간의 
조정입원환자 100명당 간호사수의 분석 결과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약 
44.7명, 종합병원은 43.3명, 병원은 35.9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간호사 1명
당 조정입원환자수로 환산하면 상급종합병원은 2.2명, 종합병원은 2.3명, 병원
은 2.8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간호등급에 대입하면 상급종합병원
은 1등급~2등급 사이, 종합병원은 1등급, 병원은 2등급에 해당하게 된다. 물
론 간호사 1명당 조정입원환자 수치는 의료기관 종별 평균값으로 각 기관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겠지만, 평균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간호사 1인당 병상수
를 간호사 1인당 조정입원환자수로 변환했을 때 간호등급이 상향조정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성재와 김진현(2013)의 연구결과에서 간
호사 1인당 병상수를 간호사 1인당 환자수로 변환하여 간호등급체계를 개선하
면 간호등급이 상향 조정된다는 것과 일치한다. 이렇게 등급 상향 조정이 발
생하는 이유는 의료기관 규모별로 병상 가동률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상급종합병원은 최근 8년간의 평균 가동률이 92.7%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관
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병상가동률이 떨어져 병원급 의료기관은 55.0%였다. 
따라서 병상가동률이 낮은 중소병원의 경우 실제 간호사를 고용할 재정적 여
유 및 간호업무량 면에서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므로 간호학과 입학
정원 확대로 인해 신규간호사의 공급을 늘렸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수요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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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간호사의 취업률이 2008년 46.2%에서 2014
년 45.0%로 오히려 감소한 결과를 보더라도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중소병원 
간호사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분석방법론에 대한 논의

  정책을 생성하고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집행된 
후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
다.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가 확보된 평가방
법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여 내적타당도가 높은 방법은 실험설계 방법이다. 
  그러나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이라는 정책의 집행 단위가 전국단위이므로 
정책목표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방, 중소병원
의 간호사 부족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비동질성 비교집단을 선정
하여 정책의 시행 전·후 효과를 측정한 준실험설계로 내적타당도를 확보한 것
에 의의가 있다. 
  또한 시계열 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에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가지 
변이에 대한 편의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한 것은 진정한 인과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좀 더 근접한 방법을 이용하였
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3.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간호사 수급에 미친 영향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수요 증가로 인해 공급 부족을 예측하고 지난 8년간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약 7,600명 증원하였고, 여기에 정원 외 정원 규모를 합
하면 총 9,500명(최근 3년간 정원내의 평균 25%를 적용)을 증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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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시행된 배경에는 수정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과 병상의 신·증설 등 간호사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것으로 특히 지방·중
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이다. 이에 대한중
소병원협회에서는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의 증원을 
주장하였다(대한병원협회, 2008). 그러나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간호계 내부
에서는 단순한 양적 공급 정책은 오히려 유휴간호사를 양산하는 것이며, 간호
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용된 간호사들의 이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이민영, 
2014). 이렇게 정부와 간호계 그리고 병원계의 주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간호
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은 2015년에도 추진되어 900명을 더 증원하게 되었
다. 하지만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추진되고 8년이 지났지만 정부 주도
의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병원 및 중소병원의 간호사 확보 수준을 분석하였다. 
  먼저 대형병원에 비해 중소병원의 간호사 확보 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책 개입 이전(2008~2011)과 이후(2012~2015)를 구분하여 이전 시점
에 비해 이후 시점에 간호사 확보 수준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알아본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감소한데 반해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및 병원은 증가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시계열 상의 추세를 반영한 효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하여 이중차분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서는 160병상미만 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정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13년 기준 전국
적으로 160병상미만 종합병원수는 22개(중소병원수(346개)의 6.3%)였고(한국
보건산업진흥원, 2014),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기관수는 16개로 전체 종합
병원의 7.7%, 중소병원의 2.4%이다. 즉 중소병원 전체를 정책 대상으로 한 
간호학과 입학정원확대정책이 미친 효과는 2.4%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간호사 인력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였고, 마지막으로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병원만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군지역에 소재하는 300병상미만 병원을 제외하고



- 108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간호학과 입학
정원 증원 정책은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 해소에 전반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신규간호사 확대정책을 평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보현 등(2012)의 연구에서는 신규간호사 공급 확
대정책이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수 증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 하였고, 반대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여 본 연
구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효과가 없다는 결과와 배치된다. 
  이와 같은 원인은 선행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시계열 자료
를 활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
하였으므로 자료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대비 2008년까지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율은 8.6% 늘어났지만, 2008년에 비해 2014년도 입학
정원 증원율은 53.7%였다. 그리고 2008년 이전에는 입학정원 확대 폭이 
0.5%~1.1%이내였으며, 2008년부터는 4.0%~13.0%로 확대 폭의 격차가 크게 
달랐다. 그리고 2007년 04월부터 실시된 수정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효과가 
발생되는 2007년과 2008년도의 간호사 확보 수준과 2007년 이전의 간호사 
확보 수준에는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간호관리료차등제의 효과를 배
제하지 못하여 발생된 차이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사 확보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
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그 변수 가운데 의사수, 병상가동률이  간호사 확보수
준에 (+)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사수와의 관계에서는 100병상당 의사수 1명이 증가하면 분석 모델에 따
라 100병상당 간호사수는 0.3명~0.4명 증가한다고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국내 선행 연구와(조수진, 김진현, 2014; 김윤미, 2008; 김윤미 등, 
2007)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김윤미, 2000;)는 연구가 혼재해 있었
다.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에 대해 의사를 전문의와 전공의로 구분하여 분석하
기도 하는데, 전문의의 경우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는 보완적 
관계라면 수련의와의 관계에서는 간호사와 대체관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



- 109 -

로 보인다(Brewer, Frazier, 1998). 본 연구에서는 전문의 및 수련의 구분 없
이 연간 총 의사수를 변수로 이용하였으므로 간호사수와 의사수의 관계를 보
완적 성향이 보였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
기 위해서는 의사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간호조무사 확보수준에 의한 간호사수의 관계에서는 100병상당 간호조무사 
수 1명이 증가하면 100병상 간호사수는 약 0.05명~0.10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1개 병상으로 환산하면 간호조무사 100명 증가할 때 간호사
는 5명~10명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관 규모별 또는 종
별로 구분하지 않은 결과로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모든 의료기관의 현상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윤미(2000)의 연구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
으로 했을 때 간호조무사수가 증가하면 간호사수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의료기관종별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수가 증가
하면 간호사수는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였고,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김윤미 등, 2007). 
  설립유형을 국공립과 사립 의료기관으로 보았을 때 사립의료기관이 국공립 
의료기관보다 간호사 확보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분석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그렇지 않았다. 만약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전
제하면, 국공립 의료기관이 사립에 비해 간호사 확보 수준이 낮았는데, 사립
의료기관에 학교법인 의료기관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학교법인 교육기관이 
간호사 확보 수준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박보현 등, 2013; Hodge et al., 
2004; Seago et al., 2003)를 뒷받침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설립유형에 
따라 간호사 확보 수준에 차이가 발생된다는 연구(조수진, 김진현, 2014; 
Spetz, 1999; Manheim 등, 1992)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조성현 등, 
2008; 김윤미 등, 2007; 김윤미, 2000; Hartz et al., 1989; Aiken, 
Sochalski, Lake, 1997; )가 있어서 설립유형과 간호사수에는 일관성이 부족
해 보여 일정한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사립의료기관이 
영리병원처럼 재정적 문제를 중시하여 간호사 확보 수준이 낮다고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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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있는데(Spetz, 2000), 국내는 법적으로 영리병원이 존재하지 않아 사
립 의료기관을 영리병원의 특성과 유사하게 간주하여 해석하기에도 제한점이 
있다.  
  병상가동률에서는 병상가동률이 1%증가하면 100병상당 간호사수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약 0.3명~0.4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고, 환자 100명당 간호사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01~0.02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와 반대로 병상가동률이 높아질 때 100병상당 간호사수가 감소했다는 선행연
구가 있는데, 이는 단면연구로 병상가동률과 간호사 확보수준의 관계를 단정 
짓기 어렵다고 하였다(조수진, 김진현, 2014). 반면,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로 병상가동률이 높을수록 간호사 확보 수준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박보현 
등, 2013; 김윤미 등, 2007). 일반적으로 병상가동률이 높다는 것은 입원환자
수가 많다는 것으로 이는 간호사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병상가동률이 높으면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져 간호사 확보 수준이 높아
진다고 설명하고 있다(Blegen et al., 1998; Blegen et al., 2008; Brewer & 
Frazier, 1998; Hodge et al., 2004; Seago et al., 2001). 즉, 병상가동률이 
높은 병원일수록 간호사 채용의 동기가 더 높으며, 반대로 병상가동률이 낮은 
병원일수록 환자수가 적어 간호사 채용의 동기를 갖지 못하는 기술적 효율 현
상이 작용되기 때문이다(Mark, Jones, Lindley, Ozcan, 2009).
  본 연구는 간호학과 입학정원의 확대, 즉 신규간호사 공급량의 증가로는 지
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근거를 제시하고 있
다. 단순히 공급량을 늘려서는 의료기관규모별, 지역별 간호사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므로 인력수급의 불균형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하여 새로운 
방향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외 연구에서는 대체로 지역의 간호사 공급량을 늘리면 그 지역의 간호사 
확보 수준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Blegen et al., 2008; Kim 
et al., 2007; Seago et al., 2001).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2008년부터 증가
해온 간호학과 입학정원의 증원이 지방의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지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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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간호학과 수가 50%이상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활동간호사 
증가율은 7% 수준에 불과하며(대한간호협회, 2014) 지방의 간호사 부족문제
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 간호학과를 졸업한 신규간호사들이 졸업한 
지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취업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국내 간호대 졸업
생들의 취업 지역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
한 간호사가 수도권 병원에 취업하는 비율은 95.7%였고, 경기소재 대학을 나
온 간호사의 수도권 취업률은 98.4%, 충청도 소재 대학을 나온 경우는 
42.8%, 강원도는 70.6%, 경상도는 26.6%, 전라도 23.9% 제주도 37.5%로 보
고한바와 같이(Cho, Lee, Mark, Lee, 2012) 대부분의 지방소재 대학 졸업자
들이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원인을 최근에는 효율임금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
서 설명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효율임금이란 적정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직
무만족도를 높여 근로자로 하여금 업무에 충실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한다
(Bhaskar et al., 2002; Cho, 1999). 다시 말하면, 간호사의 부족은 적정 수
준의 효율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 임금으로는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상태로 간호사 공급이 늘어도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를 고용할 수 없
어 고용량이 증가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Grumbach, Ash, Seago, Spetz, 
Coffman, 2001). 
  이중 노동시장은 수도권에 소재하면서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양질의 간호사
를 확보하기 위하여 높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어 지방의 중소병원의 간호사들
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어 대형병원에는 취업줄이 생겨나는 현상
인 1차 노동시장과, 지방의 중소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저비용 생산구조이기 때문에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적정수준의 임금, 즉 효율임
금의 제공이 어려워 간호사를 보유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접근하
면, 취업줄이 발생하여 공급이 충분하게 되어 의료기관에서는 임금을 낮추는 
게 시장구조의 원리이지만, 대형병원에서는 양질의 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고 
경력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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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중소병원과의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실제 병원간호사회에서 
조사한 간호사 연봉에 의하면 2014년 기준 2,800만원의 격차가 발생했다(병
원간호사회, 2015). 그리고 효율 임금 수준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간호사는 많
은 반면 수요는 한정되어 있어 유휴간호사 비율이 더욱 높아지게 되어, 결국
은 간호사 공급이 늘어도 유휴인력만 양성할 뿐 간호사의 수급 불균형 현상은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은 수도권 내의 병원 신·증설로 의료기관의 경쟁이 더욱 가속
화 된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Robinson(1988)은 지역 내 의료기관 수가 많
을수록 간호사 확보 수준은 높았고 간호보조인력수는 감소하였다고 보고했다. 
즉 의료기관 간의 경쟁수준이 간호사에 대한 입찰경쟁(bidding war)을 유도
하였다고 해석하였는데, 경제학적 측면에서 수요독점이 낮을수록 경쟁의 정도
가 높아 간호사 보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국내 급성기 의료병상수는 201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1.0개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0병상에 비해 6.0병상이 더 많고 
일본(13.3개)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병상수가 많은 상태임에
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수도권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증설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2016)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급성기 병상수는 서
울 15.9%, 경기도 17.3%, 인천 4.2%로 전국 급성기 병상의 37.4%가 인천수
도권에 몰려있는 것이다. 수도권 중심의 병상수 증가는 곧 의료기관 간의 경
쟁이 가열되어 더욱 양질의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효율 임금을 제공하게 되
고 이로 인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는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 부족의 문제를 공급 총량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보다 간호사 
임금의 적정 수준 제시, 수도권 병상수 규제 방안, 중소병원의 경영 효율화 
방안 등 이중노동시장 구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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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제언 및 함의

1) 정책 제언

  그 간에 집행되어 온 간호사 인력에 대한 정책은 공급량 확대의 양적인 측
면과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질적인 측면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으로 신규간호사 공급 확대로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과
를 얻었다. 반면,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사 확보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등 규모가 작은 곳은 그 영향
이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면서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함에 있어 단순히 총량의 증가보다는 간호
사 보유를 위한 방안 및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 등의 측면으로 관심을 돌려야 
할 때로 판단하고,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을 종합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
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활동할 간호사의 양성을 목표로 한 간호교
육과정의 체계 개선을 제안한다. 최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목표
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와 함께 국립보건의료
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졸업 후 10년간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다.8) 이를 통해 부족
한 공중보건의 수급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의 경우
도 유사한 제도로 지역의 70%를 지역우선 입학정원으로 선발하여 교육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졸업생의 70%가 도도부현 소재 의료
기관에서 근무 하면서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전형으로 
선발된 졸업생의 지역 내 정착률이 84.7%로 일반전형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

8) 2015년 5월 19일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
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14조(학비등의 지원)제 1항 관련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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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다(오쿠무라도모코, 2012). 
  Cho 등(2012)의 연구에서 지방에서 성장한 간호사이면서 지방소재대학을 
졸업한 간호사의 경우 지방병원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충청도에서 성장하고 충청도 소재 간호학과를 졸업한 간호사가 충청도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비율은 55.6%였고, 경상도는 71.0%, 전라도 
62.0.%로 절반이상이 출신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 및 경험을 통해 간호교육과정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소재 간호대학의 경우는 학생 선발 시 지역전
형 우선을 실시하고 지역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과 지방중소
병원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간호교육과정에서도 지방의 
건강 현안을 다룰 수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 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인증 평가 기준에서 지역
전형을 우선으로 하는 지방소재 간호학과의 경우는 중소병원 실습 기준을 마
련하는 등의 특성화된 평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중소병원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직하지 
않기 위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직무만족을 높이는 법률 제정을 제안한다. 앞
서 살펴본 이중노동시장 구조에서의 문제점은 지방과 수도권의 임금 격차로 
인한 간호사의 이동이었다. 간호사의 이직 의도를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임금 보장과 더불어 물리적으로 안전한 근무환
경 제공,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형태 개선 등이 중요하다. 앞서 서두에서 
고찰한 국외 간호사 보유 정책을 경험으로 삼아 일본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미국의 초과 근무 금지 법률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환자이동 
법률, 직장폭력 금지 및 처벌 조항 법제화 등과 같이 국내에서도 간호사의 근
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률 제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
  셋째, 간호사 배치기준 개정을 제안한다. 건강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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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대체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된 간호사 확보수준과 환자 건강결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간호사 확보 수
준이 높은 기관일수록 사망률, 폐렴, 패혈증, 욕창 등의 환자 건강 결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김윤미 등, 2014; 이현정, 배홍
범, 2013; 김윤미 등, 2012; 이한주, 고유경, 김미원, 2011; Cho, Yun, 
2009; 조성현, 황정해, 김윤미, 김재선, 2006).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는 간호사 확보가 미달된 의료기관에서 적정수준의 간호사를 채용
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와 같이 근무 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최소 환자수 
기준으로 간호사 최소기준법을 법제화하는 등의 배치기준을 준수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정해야 한다. 
  미국간호협회에서는 “안전한 인력배치가 생명을 살린다(Safe staffing 
saves lives)”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2003년부터 간호인력 배치계획 및 간호
사 대 환자 비율(RN to patient ratio)을 설정하는 위원회 수립 계획 등을 담
은 연방법의 입법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미 15개 주에서 간호인력 배치
와 관련된 법률을 채택하여 간호사 대 환자수의 최소 비율을 법제화하고 있
다. 간호사 대 환자수의 최소 비율(RN to patient ratio)은 수간호사 및 책임
간호사를 포함하지 않은 실무인력이며, 간호단위별로 세분화하여 근무조별 최
소 환자수를 세시하고 있다. 이 중 일반병동의 내·외과계는 1:5이며, 중환자실 
및 분만장 1:2, 정신병동 1:6 수술실 1:1 회복실 1:2 소아과 1:4 등으로 세분
화하여 간호사 1명이 근무할 때 그 최소 기준 이상의 환자를 돌보지 못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법 상의 간호사 배치기준이 연 
평균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다. 이는 교대근무별 병동특성별 등의 
세부기준이 없다. 또한 병상 대 간호사 비율로 나타내는 건강보험법상의 간호
관리료 차등제 기준과 상이하다. 즉, 교대근무라는 간호업무의 특성상 휴가, 
비번 등의 간호사 수를 고려하여 적정 간호사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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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될 수 있으며, 비전문가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배치 기준을 교대근무조별로 최소 배치 기준을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 등 
특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의료법 기준 미달인 의료기관들이 의료
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정 간호사수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넷째, 간호관리료 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감산율을 올리는 등의 간호
관리료 차등제의 수정이 필요하다. 중소병원과 같이 병상가동률이 낮고, 의료
기관 경쟁력이 낮은 기관들을 병상가동률을 제고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유도하
여 경쟁적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장기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나, 간
호사 확보를 위한 중단기적 관점에서는 병상당 간호사수의 기준에서 병상점유
율을 고려한 환자당 간호사수의 기준으로 수정하여 중소병원의 간호등급제 참
여의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위법인 의료법의 최소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하위법인 건강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입원료 가산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의 개선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김성재와 
김진현(2013)의 연구에서 경영수지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등급구간 및 입원
료 수준을 결정하여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선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구
에 따르면 기준등급을 3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체
계를 정비하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 기준등급을 6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하고, 현재 7등급에서만 가감률이 적
용되는 것에서 3등급 이하의 등급을 세부 구간으로 분류하여 구간에 따른 가
감률을 적용하여 등급상승 노력에 대해 고착화 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행태 변
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유도 및 장기근속을 위한 방안 유휴간호사 재
취업 촉진을 위한 기구 설립을 제안한다. 신규간호사 공급이 증가하는 만큼 
유휴간호사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가용간호사 대비 활동하
고 있지 않은 유휴간호사의 비율은 43%로 약 17만명에 달하며 미국의 비활
동간호사의 비율 15%에 비하면 3배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들 경력단절 간호
사 중 60% 이상이 30~40대로 재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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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건정 등, 2015).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착을 위해 간호사의 수요가 증
가되는 시점에서 양적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서 제시한 이직 
방지를 위한 대안과 함께 유휴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위한 방안을 동시에 마련
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를 중심으로 엄마채용 장려금.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취업알선 컨설턴트 배
치,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등을 추진하였지만 의료기관 중심의 유휴간호사 재
취업률에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간호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알선 등을 이행하고 있지만,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낮고, 양질
의 일자리가 부족하며, 재취업한 직장에서의 갈등 경험 등의 문제로 인해 재
취업에 성공한 간호사는 2011년 기준 10.7%에 불과했다. 
  지금까지는 실시된 재취업 촉진 프로그램들은 정부부처에 따라 정책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였고, 정책의 집행 기간이 산발적 이여서 한 정책을 유지해 가
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재취업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센터도 서울시 간호사회
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유휴간호사의 접근성 제한 등이 걸림
돌이 되는 등 재취업률이 낮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새로운 방향의 해결
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을 취합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하는 정부주도의 통합적 관리 기구를 설립할 필요
가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Nurse plaza 및 Nurse center가 운
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재취업 홍보 및 활성화 정책을 통합적
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서 해결 단
계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Nurse center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구인을 
위해 취업 소개 및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간호사의 급여 
등 복리후생 등 근무조건을 홍보하여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여 간호사가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이건정 등, 2015).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유도 및 장기근속을 위한 중앙 통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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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또는 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정책평가는 의료기관 규모와 소
재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서 나아가 
병상규모별로 5단계로 구분하고, 지역을 3단계로 구분하여 간호사 확보수준의 
변화양상과 규모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정책의 효과가 미미
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향후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공급 위주의 정책을 
벗어난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며, 정책 수단을 마련함에 있어 목
표 집단을 차별화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
다. 그리고 본 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해 그간에 집행되어온 정책의 수단과 그 
영향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으며, 간호사의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정리해봄으로써 향후 간호인력 수급의 고민 지점에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5.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1)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의 효과를 평
가하고자 정책목표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책 개입의 전·후의 차이를 
측정하여 효과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중차분법을 이용
함에 있어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교군을 설정해야 하는데 입학정원 확대
정책은 전국단위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비교군으로 설정한 300병상 이상 의료
기관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완전히 분리해 내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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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행정자료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력 수 및 입원
환자 수 등의 자료가 누락되거나 과대 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간호조무사와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용어의 체계적 정의가 없어 일부 종합병원
에서는 간호조무사 수를 0명으로 신고하였는데, 실제 간호조무사 자격을 소지
한 자가 0명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며, 정규직 위주의 인력을 신고한 기관도 있
어 시간제간호사 등 비정규직 인력 수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2)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2012년 이후로 하
여 4년 동안의 정책 효과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신규간호사 배출
이 더욱 늘어나므로 2015년 이후 기간을 포한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
고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 후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확보수준을 향상시키
지 않았다면 졸업한 신규간호사들이 어디로 취업하였는지, 또는 비활동간호사
로 남아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 분석 연구를 제안하며, 본 연구에서 구분한 대
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외에도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구분하는 의료취약지
역에 대한 효과의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 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최근 8년간 늘어난 간호교육기관은 늘어난 학생만
큼 교원을 채용해야 하므로, 종합병원에 종사하는 경력 간호사가 의료현장을 
떠나 교육현장으로 이직하면서 현장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 될 수 있
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의 공급이 부족하여 교원을 구하지 못한 
일부 대학에서는 대부분 시간강사로 대체하는 등 간호교육의 질적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학과 신증설로 대학운영 및 재정에 미
치는 영향도 있으며, 신규간호사 공급 증가로 간호사의 임금이 떨어진다는 우
려도 있다. 따라서 입학정원 확대정책으로 발생되는 정책의 역효과에 대한 추
후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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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추진되어온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입학정원 
확대로 신규간호사 배출이 증가하였지만 의료기관 규모별, 의료기관 소재지별 
간호사 확보 수준의 차이를 좁히지는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급 확대정
책이 간호사 수급 불균형의 해결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
기 위해서는 과거의 공급 확대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간호사를 보유하고 유
휴간호사의 재취업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간호교육과정 체계 개
선을 통한 지방중소병원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우선 전형제도의 도입과, 
둘째 지방·중소병원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초과근무 금지 법률, 
근골격계 질환 예방 법률, 직장폭력 금지 법률 등의 다양한 법률 제정을 제시
하였으며, 셋째, 의료법과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간호사 배치 기준을 통일하고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교대근무조당 간호사 대 환자 비율로의 배치 기준 개
선을, 넷째, 간호관리료 기준 등급의 상향조정과 감산율 확대를 통한 간호사 
확보 강화 방안을, 다섯째, 유휴간호사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효과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센터 설립을 제안하였다. 
  간호사는 보건의료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민의 건강 유지 및 질
병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간호사의 적정 수급은 무엇보다 중요하
다. 하지만 간호사 부족을 인력의 양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보건의료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근무
환경 조성, 전문직으로서의 개발 기회 보장 등의 정책 개발을 통해 탄력적으
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간호사 부족에 대한 과거 해법에서 간호교육기관수를 늘리고 간호보
조인력으로 대체하며, 교육기간을 단축시키는 정책은 어느 것도 성공을 거두
지 못했다. 미국의 간호역사로부터 교육을 얻고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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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복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중단기적인 전략을 마련하면서, 간호계 내
부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조직 차원에서의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정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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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s of the expansion of 
entrance quota for nursing 

programs on rural·small sized 
hospitals

Bae Hyu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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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increased demand in nursing services around 2008, labor 
shortage for nurses extended to rural·small to middle sized hospitals. 
Consequently, there's been new expansion in nursing science. 69 
new schools have been established and overall entrance quota has 
been expanded to 7,000 students in the past 7 years. However, 
despite expectations that an increase in supply of new nurses would 
alleviate the demand in rural·small to middle sized hospitals, same 
problems still persist in 80% of the institutions with ratings of 7 and 
off-rated hospitals that receive curtailment from the RNs staffing 
grade. The following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influences 
of expanding the supply of new nurses to rural·small to middle 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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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s for the past 8 years since the expansion of entrance quota 
for nursing programs. 
  The following study looks into a total of 6,892 institutions from the 
medical institution data issued b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from 2008 to 2015, and have excluded 
sanatoriums, clinics, public health centers and special purpose 
hospitals from the data due to differences in nurse staffing 
standards.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was utilized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on nurse counts between groups that set forth the 
policy goals and groups who have not, before (2008 ~ 2011) and 
after (2012 ~ 2015) the policy intervention.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the trends among 
groups before the policy intervention is analyzed for equality. 
Additionally, results that include and exclude control variables are 
compared in order to verify exogeneity of the policy. Finally, triple 
difference technique that includes yearly variable is conducted in 
order to conduct a robustness test of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Results of the analysis shows that general hospitals with 160 beds 
or less have an increase of 7.4 nurses per 100 beds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when compared to general hospitals with 300 beds or 
more. However, because the group with 160 beds or less did not 
share the same trends from other groups before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had an upward trend, there's a lack of 
confidence in the results coming from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As such, concluding that the entrance quota expansion 
policy as having a net effect can be a biased opinion, and because 
it's only 2.4% of all small to middle sized hospitals, the effec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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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al. Additionally, policy effects on small to medium cities and 
counties have not shown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which allude 
to the policy's ineffectiveness. In short, nursing program entrance 
quota expansion policy can be evaluated to have failed its intended 
goal of increasing nurses in rural·small to middle sized hospitals. As 
such, in order to resolve the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of 
nurses, new policies such as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level of 
wage and increasing management efficiency of small to middle sized 
hospital should be sought out. 

Keywords        : nurse, imbalance, staffing level, increasing 
entrance quota, difference-in-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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