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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책기관에서는 의료인력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력수급연

구를 수십년간 실시해왔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대학 입학정원의 공급총

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펼쳐왔다. 각종 직역단체는 수급연구의 방법

론과 결과의 진위를 놓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래 환경이 불

확실하고 노동시장 주체들의 행태 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예측은 근본적으로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연구가 인력정책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노동현실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예측의 정확성과 적합성을 다루는 평가연구는 중요하다. 특히 간

호사 인력은 최일선에서 환자안전 유지에 기여하고, 의료인력의 상당수

를 차지하는 만큼 간호사 인력의 적정 확보를 위한 수급추계의 정확성은 

더욱 강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요요인을 중심으로 기존 간호사 수

급연구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예측정확도와 이에 미치는 결정요인

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인력수급연구의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  

연구설계는 인력수요의 예측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고, 

요인별 예측정확도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사 수요예측치를 보고한 국내 연구보

고서와 학술지 등의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로부터 간호사 수요예측

치와 방법론적 정보를 추출하고, 국가통계자료 실측치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예측치의 평균절대오차율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예

측기간(forecast horizon)이었다. 예측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예측

정확도와 관련한 선행연구와 기존 수급연구의 방법론적 차이를 중심으로 

주요 요인을 추려냈다. 요인별 예측정확도의 차이는 Man-Whitney 검

정과 Kruskal-Wallis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간호현실에 부

합한 간호사 수요예측모형을 개발하였고, 모형의 적정성을 최종 평가하

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총 12편의 문헌

을 선정하였다. 이로부터 총 예측기간 105개와 총 예측치 196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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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였다. 예측기간을 대상으로 예측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절대오

차율은 34.8%로 나타났다. 예측정확도는 연구자와 방법론에 따라 차이

가 크게 나타났고, 예측치는 실제치보다 과대추정한 경향이 있었다. 총 

8명의 수급연구자 중 6명(75%)이 평균절대오차율이 30% 이상을 보여 

연구자의 예측정확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예측정확도 결정요인으로 

연구자 요인과 방법론적 요인을 선정하였고, 각 요인별 하부변수를 구성

하여 요인별 예측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연구자 요인과 방법론적 요인간

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연구비 지원기관의 유형과 관측기간의 길이 

간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상관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요인간 

상관성의 제거를 위해 예측생성연도별 부집단분석(sub-group analysis)

을 수행하였다. 각 요인별 예측정확도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방법론 요인에 따른 예측정확도  

 예측 당시의 현재 간호사 생산성 가정을 적용했을 때, 평균

절대오차율 16.9%로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의료법 기

준과 환자분류체계에 근거한 생산성 가정은 평균절대오차율

이 69.0%~114.6%로 예측정확도가 낮았다.  

 연간 근무일수 가정에 따른 예측정확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추세분석기법별로 예측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ARIMA(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은 로그모형과 

제곱근모형 등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모형 보다 예측력이 우

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예측생성연도로 통제할 경

우, 추세분석기법 간의 예측정확도 차이는 없었다. 

 예측기간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예측정확도는 감소하였다. 

 관측기간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예측정확도가 낮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관측기간과 예측기

간만을 달리하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관측자료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예측정확도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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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 요인에 따른 예측정확도  

 책임연구자의 간호사 면허보유 여부에 따른 분석결과, 면허 

보유자가 미보유자보다 예측정확도가 낮았다. 그러나 예측생

성연도로 통제할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기관 유형별 예측정확도에선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가 대학보다 예측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

측생성연도로 통제할 경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구비 지원기관의 유형별 예측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전문

협회가 발주한 연구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구보다 예측정

확도가 낮았다. 그러나 예측생성연도를 통제할 경우,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측정확도 결정요인을 바탕으로 간호사 수요예측모형을 개발하였고, 

모형의 예측력을 기존 수급연구를 재현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간호사 수요예측모형은 기존 방법론에 비해 예측정확도가 우

월하였다. 의료기관 종별 의료이용량과 간호사 생산성의 시계열적 변화

를 단순선형모형으로 구성하더라도 예측정확도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 

외 예측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로는 관측기간, 예측

기간,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의 비중, 입원외래환산지수 등이 있었다.    

간호사 생산성 가정은 간호사 수요예측의 주요한 오차원인으로 확인

되었다. 간호사 생산성은 초기 설정의 미세한 변화도 예측정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연구를 수행하거나 수급결과를 해석할 경우에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급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실무에 

부합하는 간호업무량 측정과 생산성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간호사 인력현황에 대한 통계인프라 구축, 자료의 가용성과 접근

성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주요어  : 간호사 인력, 수요예측, 예측정확도, 인적자원 

학  번  : 2014-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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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예측은 어떠한 미래 상태에 대한 진술로 정의되고, 예측가의 의식적 

추론 체계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Bright, 1978).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은 어렵고 불확실한데 그 이유는 미래 상태에 미치는 변수들이 많고 

이들 변수간의 상호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측의 의의는 미래의 불확

실성 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현명한 조직이라면 가용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

여 합리적인 예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생존, 유지와 발

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인력의 수요예측은 미래의 특정시점에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와 종류를 판단하는 과정이다(이소현, 김은희와 고준, 2012). 간호사

(registered nurse, RN) 수요예측은 장래 필요한 간호사의 양과 질을 

현재 시점에 추정하는 것으로, 이때 간호사 수요는 국민의 건강수요와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요로부터 파생되는 경제학적 개념이다

(Buerhaus, Staiger, & Auerbach, 2009). 흔히 간호사 수요예측과 공급

예측을 통칭하여 간호사 수급예측이라고 한다. 공급예측은 수요예측에 

비해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고 변화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

하고 정확하게 산출 가능한 반면, 수요예측은 복잡하고 정교한 예측과정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과 정확도가 낮은 편이다. 

간호사는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군이고, 간

호사가 환자 안전에 미치는 성과연구들이 다수 보고되면서 현대사회 내 



 

 2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이다(Aiken, Clarke, Sloane, 

Sochalski, & Silber, 2002; Aiken et al., 2014; Cho, Ketefian, 

Barkauskas, & Smith, 2003; Needleman et al., 2011). 게다가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병원 내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이 중요해지면서 정부는 간호인력에 의한 포괄적 입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사업 도입 병원은 2배 이상 증가되었다(국

민건강보험, 2016). 따라서 과거 어느 시점보다 간호사의 인력계획은 국

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의료비 경감의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다. 

최근 수년간 보고된 간호사의 수급예측 연구를 보면, 상당히 편차가 

큰 예측범위를 보여주거나 연구자마다 각기 상충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여 간호사 수급을 결정해야 하는 정책입안자와 병원경영자는 적합한 판

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Spetz, 2015; 고유경과 박보현, 2015). 일관되

지 않는 연구결과의 원인은 수요예측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간호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매우 복잡하고 측정하기 어려우며, 

미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예측은 공급예측에 비해 

방법론상 어려움이 많다.  

간호사 수요예측의 실패는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예를 들어, 간호

사 수요의 과소예측은 상대적으로 실제 간호사 고용량이 많다는 것을 의

미하는데, 이는 간호사 간 과당경쟁, 저임금, 실업률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반대로 간호사 수요의 과다예측은 간호사의 업무량 과다, 간

호서비스의 질적 저하, 환자 불만족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다. 다시 말해, 간호사 수요의 예측정확도가 감소하면 비용 측면에서는 

인력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는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 그러므로 간호사 수요예측의 실패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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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간호사 인력의 합리적 계획을 위해서는 수요예측의 방법론적 특성

과 예측오차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예측연구를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간호사 인력에 대한 예측결과를 보고하는 데만 치우

쳤고, 예측평가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근거기반의 수급계획을 위해서는 예측결과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수

반되어 정책성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예측정확도의 사후검정은 방법

론과 예측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 자료의 가용성 수준을 가늠하여 

정책의사결정을 도모하는 효과적 수단이다(McCray, Miller, & Hoel, 

2012; Nicolaisen & Driscol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급연

구에서 보고된 수요예측치의 사후평가를 통해 간호사 수요의 예측정확도

를 사정하고, 이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조사함으로써 간호사 수급연구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향후 인력수급정책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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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1990~2015년에 실시한 간호사 수급연구를 대상으로 수

요예측방법론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예측성과를 평가하여 간호사 수

급정보를 해석하는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간호사 인력의 합리적 수

급계획과 정책을 도모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간호사 수급연구의 방법론을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예측정확도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다.   

2. 기존 간호사 수급연구의 수요예측치와 국가통계의 실측치를 비

교 분석하여 예측정확도와 예측편향을 사후검증한다. 

3. 기존 간호사 수급연구의 연구자 요인과 방법론적 요인이 예측정

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4. 간호사 수요추계 모형을 개발하여 예측하고, 이를 기존 연구의 

주요 방법론에 따른 예측정확도와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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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 헌 고 찰 

 

 

제 1 절 인적자원과 인력수급예측  

 

1) 국가와 인적자원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지식기반

사회의 흐름에서 각 개인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김장호, 2005).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가발전의 맥락에서 인적자원과 관련한 경험적 연구와 논의는 그동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들 기관에 축적된 실증적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인적자원과 인력수급예측의 이론적 논의와 실제적 적용방

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인적자원의 개념적 접근과 정책방향은 저량(stock)⋅유량(flow) 측

면과 시장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된다(김형만, 2005). 먼저 인적자원의 

저량과 유량의 정의를 보면, 인적자원의 저량은 한 개인이 보유한 지식, 

정보, 태도 등의 역량 혹은 숙련도로 설명되며, 인적자원의 유량은 이러

한 역량을 교육, 훈련, 연구 활동을 거쳐 발전, 개발하는 과정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저량 개념의 인적자원정책은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에 

있어서 양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인력양성책의 예로, 인구고령화로 인하

여 간호사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확

대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반면, 유량 개념의 접근은 인적자원의 질적 

능력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직업별, 자격기준별 생산능력의 제고와 효

율적 활용을 목표로 한다. 인적자원 활용에서 저숙련균형 함정에 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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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회전체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려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사람과 지식의 창출확산을 주도하고 열위계층의 인적자본 투자를 

강화하여 고숙련균형으로 가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장(market)의 개념에 근거한 정책노선은 노동시장 주체 간의 정

보 비대칭성, 인력 수요와 공급 제약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노동시장의 

구조화와 관련이 있다. 인적자원에 대한 정부개입은 시장실패가 사중손

실(dead weight loss)을 초래하는 것을 막는 기제로 정당화되고, 국가는 

교육기관과 노동시장 간의 원활한 이행과 직업 세계의 안정을 도모할 책

임이 있다.  

 

2) 인력수급예측의 목적과 방법론 

모형을 통한 인력수급 예측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박재민, 박명

수와 전주용, 2004). 첫째, 주어진 변수의 미래값을 수급모형에 적용하

여 미래의 수요와 공급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둘째, 모형은 수

급구조에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력의 수급정책 수립

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동안 인력수급 예측은 산업별⋅직업별⋅지역별로 다양한 접근방법이 

수행되어 왔다. 인력수급 방법론과 관련하여 국책기관이 발행한 보고서

를 고찰하고, 전형적인 인력 수급방법론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덧붙여 인력수급을 예측한 연구의 동향과 한계를 부연한다. 

인력수급 예측 방법론은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제적 적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로 활용됐고, 분석기법과 분류체계가 다양하였

다. 이러한 원인은 산업⋅직업⋅직종⋅자격요건별로 서로 맺고 있는 위계가 

다르고 각 층계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일

례로, 하향식 접근은 자료수집 과정과 분석이 상위부문에서 하위부문으

로 내려가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상향식 접근은 이와 반대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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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접근은 정해진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하위부문의 소요인력을 

추정하는 방식이고, 상향식 접근은 하위부문의 조직이 필요한 인력을 상

위부문으로 이동하면서 집계하는 방식으로 추정한다(Jeong & Kim, 

2016). 따라서 인력수급예측의 방법론은 자료수집방법과 분석기법, 통

계자료의 구득가능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개발되었다.  

인력수요 예측법으로는 고용주 설문조사, 외삽법과 회귀분석, 노동

시장분석, 계량경제기법 등이 있다(박재민 등, 2004). 고용주 설문조사

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채용계획을 직접 설문조사하는 방법으로, 현실적

인 노동수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응답자의 주

관적 편의성과 낮은 회수율 등의 단점이 있다. 외삽법은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도 일정할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추세를 연장하여 예측하는 기법

이고, 회귀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방법이다. 

외삽법과 회귀분석은 비교적 쉽고 간단한 공식에 의해 인력수요량을 예

측할 수 있는 반면, 통계자료의 구득 가능성과 자료의 질에 의존해야 하

는 한계가 있다. 노동시장분석은 노동시장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노동시장 신호에는 임금 증가, 공석률 상승 등이 있다. 노동시장분석은 

인력수요의 양적 추정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는 반면, 노동시

장의 구조를 판단하고 단기간의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데 효과적인 장점

이 있다.  

계량경제기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예측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론으로

서,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단위에서 목표로 하는 총생

산량을 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직업⋅직종⋅자격요건별로 요구

되는 인력수요를 계량경제모형에 의해 점차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중요한 변수가 노동-산출 비율(labor-output ratio)이다. 노동-산출 비

율은 산출량과 투입된 노동량의 분율로 측정된다. 목표 산출량이 결정되

면 이 비율에 따라 노동량의 목표치가 계산된다. 노동-산출 비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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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이 경직된 가정을 수반한다. 첫째, 투입요소 간 대체가 불

가능하다. 둘째, 노동-산출비율의 관측치와 추정치는 사회적 관점에서 

최적이다. 셋째, 노동생산성의 변화는 모형 외부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된

다. 넷째, 산업 간의 파급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엄격한 가정의 한계에

도 불구하고 노동-산출 비율 분석은 인력수요 규모를 예측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 계량경제기법은 산업과 직업간 경제구조를 총괄하여 정교하고 

세분화된 예측치를 추정할 수 있으나,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하고 인과

모형 설정시 매우 복잡하고 다변량의 관계식을 설정하기 때문에 경제구

조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변화와 구조변화

가 심할 경우에는 예측오차가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인력수급 예측의 배경에는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식민지 국가들

이 경제성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교육계획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데서 기원한다(Hinchliffe, 1987). 인력수요 예측방법론과 관련한 이론

가는 이 시기에 대거 등장하였는데, Parnes(1962), Bombach(1965), 

Tinbergen(1963), Blaug(1970), Ahamad & Blaug(1973) 등이 대표적

이다. Parnes(1962)은 인력필요 접근(manpower requirement 

approach)에 기초한 인력수요 예측방법론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인력수

요예측에서 지배적인 방법론으로 자리잡았다.  

앞서 언급한 노동-산출 비율 분석은 인력필요 접근의 예에 속한다. 

노동-산출 비율 분석시 가정과 유사하게 인력필요 접근에는 다음과 같

은 암묵적 가정이 있다. 첫째, 산출량을 결정하는 노동과 자본의 유일한 

조합이 존재한다. 둘째,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0이다. 셋째, 대체탄력

성과 공급효과(supply effect)를 무시한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고

정계수 생산함수를 이용한 필요 인력량을 추정할 수 있다. 인력필요 접

근은 노동경제학적 관점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인력수요예측의 

기술적 접근(technological approach)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인력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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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은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가정으로 인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

를 보완하려는 노력들이 그동안 시도되어 왔다(Ahamad & Blaug, 1973). 

인력필요 접근 이후 등장한 기법들은 경제학적 관점을 한층 강화한 노동

시장 접근(labor market approach)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수익률법, 비

용편익 분석, 노동시장 신호 분석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인력필요 접근에 의한 예측과정은 2개의 과거자료와 2개의 미래자

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2개의 과거자료로는 고용량 자료와 노동산출

량 자료가 있고, 2개의 미래자료로는 노동생산성 추정에 필요한 자료와 

목표시점의 산출량 추정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Psacharopoulos, 1987). 

노동생산성을 추정하는 방식으로는, a) 노동생산성이 일정수준에서 변하

지 않는 것을 가정하는 외삽법(no change extrapolation), b) 과거의 시

계열적 변화를 반영하는 추세 외삽법(time trend extrapolation), c) 국

가간 비율을 비교 평가하는 국제비교법(international comparison), d) 

전문가들의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 추측(informed guess), e) 민감도 분

석법(sensitivity analysis) 등이 있다.  

 

3) 기존 인력수급예측의 한계 

그간 국내 인력수급예측은 정책입안자를 위한 계획수립과 정책수립 

기능에 강점이 있는 반면, 수급이용자를 위한 정보 기능에는 미흡한 부

분이 많았다(조영하, 2006). 특히 고용전망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고, 교

육훈련용량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사결정이 고용전망과 무관하게 이루어

져 왔다. 그 결과, 경기적 실업 못지않게 부문별 인력수급 불일치가 심

화되어 구조적 실업이 만성적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초통계를 확충하고, 예

측기법을 수정하면서 현실에 적합한 모형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상

일(2002)은 인력예측모형의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인력예측 모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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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저자가 이상적으로 논의한 인력예측 모형은 네덜

란드의 ROA모형이었다(Figure 1). 이 모형은 실수요자인 수급이용자 

관점에서 개발되었는데, 5년 단기예측으로 매 2년마다 수급정보를 갱신

함으로써 고용전망과 교육훈련전망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직업별 인력수

요뿐 아니라 교육훈련형태별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인력수요를 확장수요

(해당 직종의 성장에 따른 수요)와 보충수요(은퇴자, 이직자 등 기존 인

력의 손실로서 발생하는 수요)로 구분하여 정밀 예측한다. 또한 모형의 

현실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형태별 대체효과를 모형에 반영하였

다. 네덜란드의 ROA 모형은 예측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인력예측모형

으로 평가되고 있다.  

 

 

Source: 조영하(2006)  

Figure 1. ROA model in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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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의 전형적인 수급예측은 Hall과 Mejía (1978)에 잘 드

러나 있다. 이들이 제시한 인력수요 예측방법론에 따르면, 건강필요 방

법(health needs), 서비스 목표 방법(service target), 건강수요 방법

(health demands), 인구 대비 보건의료인력 비율 방법(manpower 

population ratio)이 있다. 건강필요 방법(health needs)은 국민의 건강

필요에 상응하는 최적의 서비스량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의료비용

이나 가용한 서비스 공급량과 상관없이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에 따른 서

비스 필요량에 맞춰 인력량을 추정한다.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잠재수

요(potential demand)를 포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목표 

방법(service target)은 특정 서비스별 생산량과 제공수준에 주목하여 

목표 서비스량을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규모를 산정하

는 방식이다. 목표 서비스량은 보건관련 정책당국의 계획과 의지에 달려 

있으며, 건강필요 방법과 유사하게 규범적인 특징이 있다. 건강수요 방

법(health demands)은 경제학적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에 입각하

여 인력량을 예측하는데, 현실적인 방법론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어 왔다. 

인구 대비 보건의료인력 비율 방법(manpower population ratio)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료인력과 인구 비를 근거로 인력규모의 적정성

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산출방식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인력수요예측 

연구에서 보완적 방법으로 자주 적용되긴 하나, 의료인력의 생산성 변화

나 수급요인의 역동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보건의료인력 부문에 나타난 수급예측 연구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예측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총 40편의 연구 중 대다수의 인력예측 연구가 인력예측의 역동적 인과

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정적 접근에 그쳤다(Rafiei, Mohebbifar, 

Hashemi, Ezzatabadi, & Farzianpour, 2016). 이 연구에 따르면, 정책입

안자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데 있어 기존의 수급예측은 크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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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의료현실과 기술발전의 

속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방체계,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방법론을 개

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최근 유럽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공유하

고 있다. 유럽연합은 7개국(영국, 스페인,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벨

기에, 네덜란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의료인력 계획과 추계에 대한 

정보교환과 협력을 목적으로 인력연구를 공동 진행하고 있다(Joint 

Action Health Workforce Programming & Forecasting, 2015). 그 중

에서도 영국의 인력예측기법은 이상적인 모형으로 손꼽힌다. 영국은 지

역단위의 정책당국과 교육부문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향식 구조로 인력

을 예측하고, 다각적인 현황 분석(Horizon Scan)에 기초한 시스템 다이

내믹스 기법을 구현하고 있다. 

 

4) 간호사 인력수급예측과 한계 

국내 간호사 수급예측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론은 Hall과 

Mejía(1978)의 건강수요 방법(health demands)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간호사의 공급량은 수요예측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간호사의 

공급예측은 현재의 인력에서 신규인력(국내외 신규면허취득자, 복귀한 

전직자, 재입국한 해외이주자)을 더하고, 장래 인력손실(사망, 은퇴, 해

외이주, 전직)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예측한다. 수요예측은 의료이용량을 

간호사 수요로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간호사 수요를 추정하는 작업부

하량 접근법을 사용한다. 간호사 수요 추정을 위해 의료이용량 수요를 

먼저 결정한 후 이를 담당하기 위한 간호사 인력의 규모를 추정한다. 이

때 의료이용량과 간호사 인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간호사 인력 

수요추정의 핵심이다. 간호사의 공급예측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수요예

측은 상당히 복잡한 통계적 과정이며, 계량적으로 가능한 경우라도 개념

적으로 수요를 도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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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간호사 인력수급 예측연구를 보면, 장래 간호인력의 수급 총량 

측면에서 예측치를 보고하는 데만 치중되어 있고, 예측의 타당성과 신뢰

성에 대한 평가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수급예측 연구는 간호사 

수급불균형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적 중요성이 있으므로, 특정 국

가와 시대적 맥락에 따라 공급부족과 공급과잉이 연구자 마다 혹은 개별 

연구 내에서도 혼재된 양상이었다(조재국, 이상영, 김은정, 송현종과 윤

강재, 2005; 오영호, 2010; Park & Choi, 2001; US Department of 

Health Human Services, 2014). 그러나 국내 간호사 인력계획은 수급

예측 연구결과와는 별개로 공급 일변도였다. 1989년 건강보험 도입을 

기점으로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간호사 부족 문제를 

체감하였는데, 이때부터 신규간호사의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15년 간호교육기관 수는 202개 교로 1990년에 

61개 교에서 3.3배 증가하였고 입학정원은 1990년에 6,625명에서 

2015년에 18,778명으로 2.8배 증가하였다(배현지, 2016).  

간호사 인력계획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수급예측에 기초해서 결정

할 필요가 있다. Health Human Resource Planning (HHRP) 모델은 각

국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리적, 기술적 맥락 속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요인을 고려하여 인력자원을 예측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한

다(O’Brien‐Pallas et al., 2001). 또한, 2005년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World Health Organization(2005)은 

Human Resource for Health Action Framework (HAF)을 제시하면서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과정을 강조하였다(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현재 미국 보건당국에서는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등 다양한 전문직을 

포괄한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추정하는 통합 마이크로시뮬레이

션 모델을 개발하였는데(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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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2014), 이는 보건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이용양상의 변화를 반

영하는 우수한 기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현실에 이러한 다변량모

형을 적용하기에 기초통계의 절대적 부족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많다. 

 

제 2 절 간호사 인력 관련 이론적 논의 

 

1) 간호사 수요와 생산성 

노동경제학에서 노동수요는 일정 기간 고용주가 구매할 의사가 있는 

노동의 양으로 정의되며, 최종생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로부터 유발

된다는 의미에서 파생수요(derived demand)라고도 부른다. 엄밀히 정의

하면, 노동수요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의사결정 및 그 결과라고 정

의할 수 있으며, 좁게는 고용 규모, 근로시간에 대한 결정, 넓게는 교육

훈련 또는 보수지급까지 포함한다(전병유 등, 2005). 노동수요 분석시 

일차적으로 생산물 수요분석이 중요하며, 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가 결합한 생산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노동수요는 생산과 생산

요소와의 기술적 관계인 생산함수의 성격에 크게 의존한다. 생산물수요

와 생산함수가 주어진다고 해도 노동을 얼마만큼 써야 하는지의 의사결

정은 노동을 쓰는데 드는 비용을 다른 생산요소의 단위당 비용과 비교하

면서 내려진다.  

간호사 수요는 일종의 노동수요로,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고용주(의

료기관)의 수요로부터 직접 파생된다. 고용주의 수요는 국민의 건강 수

요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인구학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

정된다. 간호사에 대한 고용주의 수요는 간호사 보상, 가용공급량, 간호

사 생산성, 환자 간호의 질과 안전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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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erhaus et al., 2009).  

수요(demand)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경제적 교환이 발생하는 개

념이지만, 필요(need)는 개인이 가진 자원과 무관하게 표준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주관적으로 설정한 개념이다(Buerhaus et al., 2009). 예를 들

어, 당뇨병을 가진 저소득 노인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존재하나, 

경제적 이유로 의료이용을 못 한다면 수요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간호사 수요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를 시장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지불 의사에 기초하여 정의된

다(Spetz & Kovner, 2013). 즉, 간호사 수요는 의료이용자가 실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지급한 의료이용 실적 자료를 통해 

측정된다. 

간호사 수요의 실제적 측정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간호

사 인력수요 예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론상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김진

현, 2013). 의료이용량 혹은 실제 고용된 간호사 수를 수요로 인식하는 

경우, 관찰된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한 수요곡선은 우상향 공급곡선처럼 

보이는 식별문제(identification problem)가 발생한다. 수요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차점을 자료로 사용하여 회귀분석 하더라도 이것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중 어떤 것을 반영하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 수요곡선을 식별

하려면 수요곡선은 정지된 상태에서 공급곡선만 변동하여야만 교차점들

이 수요곡선을 나타내는데, 현실에서 이 상황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만약 현재의 간호사 고용량이 수요부족 상태에서 관찰된 자료라면 

현재의 고용량 자료에 근거한 수급예측은 장차 공급과잉을 발생시킨다. 

이것이 간호사 수급예측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

요함수와 공급함수는 내생변수인 간호사의 임금 및 생산성, 외생변수인 

간호조무사 공급량, 여가, 기타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 요

인들 간의 내생성 문제로 인해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개별적 추정이 



 

 16 

아닌 연립방정식 모형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모형을 설정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고용량이 인력수요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고상

원과 장진규, 1995). 예컨대 인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에야 비로소 

수요가 반영되고, 반대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량이 반

영하는 것은 공급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 세계에서 수요곡선과 공

급곡선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수요와 공급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난제이다.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의 구득도 

힘들다. 이러한 개념적 인력수요의 실측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수요 예측

과 관련한 실증연구는 노동수요를 고용량 혹은 취업량으로 측정하여 분

석한 경우가 많다(Ho, 2012; Wong, Chan, & Chiang, 2005; 박기범, 

2015; 조민수와 박희영, 2015).  

간호사의 생산성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경험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노동경제학 정의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은 노동 투입량(input) 대비 산출

량(output)으로 정의된다. Williamson JR과 Johnston (1988)은 생산성 

증가를 ‘동일 업무량(산출량)을 보다 적은 인력(투입량)’으로 수행하

거나 ‘보다 많은 업무량(산출량)을 동일 인력(투입량)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간호학 분야에서의 간호사 생산성 연구를 보면, 박

광옥(1995)은 간호사 생산성의 산출요소에는 재원일수, 환자의 건강상

태, 지식 및 기술, 환자만족도, 간호시간 등이 포함되고, 투입요소에는 

간호사 수 외에도 간호사의 경험, 교육연수, 기술수준, 환자 간호요구도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체계모형을 통해 간호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산출변수인 평균 재원일수에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는 환자분류점수, 간

호사의 교육수준, 권위지향적 수간호사 리더십 등이 있었고, 평균 간호

시간에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는 간호사의 교육수준, 화지향성 수간호사 

리더십 등이 있었다(박광옥, 1994). Kim 등(2013)은 간호생산성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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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인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간호생산성의 예측변수

로 간호업무환경, 직무만족, 소진, 조직몰입, 이직의도를 들었다. 최근 연

구로는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소진을 덜 

경험할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임상간호사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연구결과

가 있었다(Cho, Choi, Jeon, & Jung, 2015).  

간호사의 생산성을 측정하여 분석한 국내 실증연구는 별로 미미하였

으나,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일부 있었다. 이상림(2008)

은 총 46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진료 건수를 생산함수로 분석한 

결과, 간호사가 1% 늘어날 경우 입원환자 진료 건수가 0.18%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간호조무사는 외래환자진료 건수에서 

생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인력의 구성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

라 병원 수익의 기여도가 상이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외에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의 생산함수를 분석한 결과, 의사의 업무 중 상당부분은 

간호인력의 효과적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제언한 연

구도 있었다(김진현, 1988).  

 

2) 수급불균형의 정의 및 유형 

인력 수급불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의 불일치 현상이다. 노동시장에

서 수요와 공급은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자연상태로 두더라도 일시

적 수급불균형 상태에 놓인다(Zurn, Dal Poz, Stilwell, & Adams, 2004). 

만약 수급 불균형이 시장기능에 의해 교정되지 않고 만성화되는 경우, 

문제의 근본원인을 잘 진단해야 한다. 수급불균형은 시장 기전 외에도 

일면 규범적 판단에서 비롯될 수 있다. 간호사 태부족이 존재한다고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부족한지 혹은 인력 수요의 적정 기준

은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요한다. 그러므로 간호사 수급문제는 비

단 경제적 관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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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고민할 필요가 있다.   

Arrow와 Capron(1959)에 따르면, 수급불균형의 유형은 양적/질적 

불균형, 정적/동적 불균형이 있다. 양적 불균형은 총량 측면에서 수급 격

차를 뜻하고, 질적 불균형은 고용주가 원하는 기술숙련을 찾기 힘들거나 

구직자의 역량과 불일치하는 하방취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동적/정적 불

균형은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보

통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함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급불균형이 청산된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이 느리거나 

수요와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경우 동태적 수급불균형이 야기된다. 정

적 불균형은 규제정책, 독과점시장 형성, 재정 등으로 공급의 증감 폭이 

현저히 낮은 경우 발생한다.   

 

3) 간호사 노동시장의 특성 

간호사 노동시장의 특성과 관련한 연구는 수요독점이론과 내부노동

시장이론을 통해 개진해왔다. 정현진과 양봉민(2000)은 간호사 노동시

장을 수요독점이론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내용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수요독점의 이론적 논의는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비롯

되었고, 간호사 부족을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 설명한다. 수요독점

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유일한 소비자가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의 소비자는 고용주이므로 독점자가 가격결정자(price maker)

가 된다. Figure 2와 같이 인력수요자인 독점자가 맞이하는 공급곡선(s)

은 시장의 총공급곡선이므로 우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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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정현진과 양봉민(2000) 
 

Figure 2. Monopsony model of labor demand 

 

공급곡선(s)은 노동의 구매에 드는 평균비용곡선으로,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한계비용은 항상 평균비용보다 높다. 노동의 한계요

소비용(marginal factor cost of labor, MFCL) 곡선은 항상 공급곡선을 

상회한다. 수요독점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의 한계요소비용

(MFCL)과 노동의 한계생산물의 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VMPL)가 일치하는 교차점에서 노동량을 결정할 것이다. 다시 말

해, MFCL 곡선과 VMPL 곡선(노동의 수요곡선)이 만나는 L2만큼을 고

용하고 이때의 임금은 L2와 노동공급곡선(S)이 만나는 W2로 결정된다

(점d). 이 점을 완전경쟁 상태에서의 균형점인 점 c와 비교해보면 노동

의 고용량과 임금 수준 모두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W2의 임금수준에

서는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초과수요 상태가 발생한다. 의료기관은 

마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체감하는 듯하지만, 한계요소비용이 높기 때

문에 추가의 인력고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간호사 노동시장을 수요독점이론으로 설명한 실증 연구들

은 상충된 결과가 있다. 수요독점의 존재를 확인한 연구(Hurd,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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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son, 1988; Sullivan, 1989)와 그렇지 못한 연구(Hirsch & 

Schumacher, 1995)가 있다. 국내 연구를 보면,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상대적 고용량)와 병원의 수요독점력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연구가 있었다(정현진과 양봉민, 2000). 간호사 수요독점의 정

도가 수도권보다 지방이 높아 고용량과 임금수준이 낮다는 연구도 있었

다(박보현, 서수경과 이태진, 2013).  

간호사 수요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를 이용한 인력대체가 

예상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분석한 서수경과 권순만(2014)은 

LPN(licensed practical nurse)의 수요 증가가 간호사 부족과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에서는 인력 대체 수요가 높다고 설

명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대체인력의 증가가 간호사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유에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저비용 

생산구조는 저임금과 낮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력을 원하므로 간호사를 

활용한 생산성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개별 간호사는 양질의 노동조

건을 쫓아 이동하기 때문에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양극화 현상이 심각

하게 나타난다. 

간호사 노동시장의 또 다른 특성으로 설명되는 이론으로 기업내부노

동시장이론(firm internal labor market, FILM)이 있다(김상욱과 서영준, 

2003). 사회학에서 주로 논의된 이 이론은, 직업내부노동시장

(occupational internal labor market, OILM)과 비교하여 분석 가능하다. 

FILM의 역사적 뿌리는 공장제적 노동시장에 있고, OILM은 장인제적 노

동시장에 있다. FILM과 OILM은 각기 상이한 맥락에서 시장이 구축되었

기 때문에 시장관할 규칙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FILM은 고용주

의 개별적 통제 아래 놓인 이른바 수요자 위주의 노동시장임에 비해 

OILM은 개별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해당 직업 종사자들의 집단적 통

제 아래 놓인 공급자 위주의 노동시장이다. FILM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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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관할의 핵심적 기제로 작동하는 데 반해, OILM의 경우 직업경력

과 자질이 시장관할의 주된 기제로 작동한다. 그 결과, FILM에서 근로자

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근속을 위주로 주어지고, 이에 반해 OILM에서는 

특정 기업의 근속경험과는 상관없이 직업경력을 중심으로 보상이 이루어

진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김상욱과 서영준(2003)은 간호사와 의사의 

전문직적 특성에 따른 이직 의향을 분석하였다. 간호사는 직장보다 직업

을 떠날 의향이 강했고, 의사는 직업보다 직장을 떠날 의향이 강했다. 

간호사에게 직업보다 직장이 중요한 정도가 의사에게 직장보다 직업이 

중요한 정도보다 약했고, 직장이직의향은 주로 근무여건과 취업기회의 

함수임에 비해서 직업이직의향은 주로 인적자본과 전문경력의 함수인 것

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상대적으로 전문직적 특성이 취약하고, 경제적 

동기에 따른 직장선택과 직장이직이 강하게 드러남을 시사한다. 

 

4) 간호사 인력정책연구의 동향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

면, 간호사 부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

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정책방향은 단순히 간호사의 공급총량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사결정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

하였다. 즉 미래의 보건의료환경에 맞게 간호사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간호사의 확보를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하여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을 공통으로 기술하였다. 

이태화, 강경화, 고유경, 조성현과 김은영(2014)의 연구는 국내외 

간호사 인력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내외

의 간호사 인력수준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고, 간호인력 정책 관련요인을 

크게 교육 및 면허시스템, 간호인력 구성(skill mix), 간호사 공급의 지

역 간 불균형 등으로 구분하여 간호사 부족과 관련된 인력정책은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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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게 지속 가능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도출된 정책의제를 살펴보면, 첫째, 안정적인 간호사 공급체계를 확보해

야 한다. 둘째, 수요증가에 맞춰 간호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셋

째, 간호사에 대한 보상과 기회를 충족시켜야 한다. 넷째, 객관적인 데이

터와 이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분석과 의사결정을 강조하였다.   

조성현, 이지윤, 전경자, 홍경진과 김윤미(2016)의 연구는 의료기관

의 낮은 의료법 충족률과 부족한 환자 간호시간을 지적하면서 간호사 배

치수준 개선을 위한 정부의 법적 규제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조하였다. 

김종호(2015)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 인력은 타 의료인과 함께 의료

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간 법적 지위와 규제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고하였다. 간호인력간 업무내용과 책임한계도 불명확한 상

황이므로 근본적으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고유경과 박보현(2015)의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그간의 

간호사 수급연구가 신규간호사 공급확대 정책을 위한 근거 용도로만 그

쳤고,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의사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정부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네트워크 경계를 개방적으로 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개선하여 행위자간 갈등을 줄여 나갈 것을 제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 확보정책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하고, 효과적 정

책입안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강조하였다.  

장성옥, 이병숙, 김종임과 신성례(2014)의 연구는 델파이기법을 통

해 간호인력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의료법 기준의 간호사 정원 준수,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간 업무구분의 명시, 근무여건의 개선, 전문지식

과 기술에 근거한 간호서비스 질 개선을 강조하였다.  

간호사 인력 예측 작업의 전제조건으로서 기존의 국내 간호사 인력

정책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간호사 인력의 문제는 

대부분 수요와 공급의 부적절한 조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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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존 연구는 수급연구의 방법론과 예측평가와 관련한 논의가 전반적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인력계획에 대한 개념과 모형이 논리적이고 명확하며, 효과적인 방

법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정책입안자의 이상적인 인력결정에 포괄적인 수

단을 항상 제공하지 못한다(Hurst & Kelley Patterson, 2014). 이러한 

주요 원인은 인력계획자들이 파편화되고 개별 학문적 시각에 치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력계획을 위한 풍부한 자료를 생성해내지 못하고, 일

관되지 않은 인력 구성, 대처전략 마련에 의욕저하, 서비스 구멍에 인력

모형을 집어넣는 상황을 지속하면 정책수용자와의 불협화음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인력계획자는 합리적 근거와 방법론에 입각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기초하여 인력 격차를 확인하고 채우는 

분석을 하고, 지역의 인력문제를 감시하며 다양한 인력정책을 구사할 필

요가 있다.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과 병원의 인력난 문제는 이를 둘러싼 여러 관

리자에게 큰 도전과제이다. 간호사 부족 문제에 대한 전통적 인력정책은 

간호인력의 현재 규모를 문제로 인지하고 이를 단편적인 방식으로 종식

할 수 있는 공급 측면의 증원 조정이었다(Buchan, Duffield, & Jordan, 

2015). 이러한 공급확대의 정책 실패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박보현 등, 2012; 배현지, 2016). 최근 병원 내 환자 안전문

제, 환자 만족도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향한 국민의 의식증진은 

전통적인 인력정책에 대한 노선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Buchan(2000)

의 간호사 인력정책에 대한 이론적 틀은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첫째, 공급측면에서 전형적인 젊은 여성에 의한 

유입 외에도 나이가 많은 여성이나 남성의 유입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인력보유와 동기부여를 강화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임금, 직무만족, 경력전망, 유휴인력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단일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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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대안만으로는 간호사 확보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지 못해 왔다. 경력

구조와 연계된 임금수준의 개발 등의 임금 측면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비임금적 측면에서도 대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은 

많은 국가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이다. 셋째, 업무량의 적정 균형을 

위한 효율적 직원배치 강화, 최적의 인력구성(skill mix)과 간호사의 효

율적 활용이 중요하다. 

 

 

제 3 절 예측정확도 및 결정요인 

 

1) 예측과 예측정확도  

예측은 불확실한 미래 시점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과거의 경향을 

고려하여 일정한 전제조건을 세우고 현재 시점에 미래의 사상을 측정하

는 일이다(박재민 등, 2004). 전혀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으로 인한 파

급효과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예측연구의 타당성은 예측한 바가 결

과적으로 사실로 판명될 것인지 아닌지에 평가되기 보다는, 대부분 예측 

당시에 채택한 예측방법의 논리적 타당성에 의해서 평가된다. 예측방법

의 올바른 선택은 계획과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예측은 외부적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조건에서 모형의 내

부구조 운용으로 인한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므로, 설정된 모형의 적합성

과 정확성을 담보로 한다. 따라서 모형설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예측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예측정확

도는 예측결과를 평가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평가기준이다(노화

준, 2017). 물론 예측의 결과는 복수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유용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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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  

예측결과의 정확성과 편향을 평가하는 접근방법에는 내부자 접근

(insider approach)과 외부자 접근(outsider approach)이 있다(Ascher, 

1978). 내부자 접근방법은 전문가가 자신이 생성한 예측결과를 자가평

가하는 것으로, 평가내용은 자료의 적절성, 가정의 선험적 타당성, 예측

기법의 방법론적 특성과 편향 가능성, 추세 자체의 맥락 등이 있다. 따

라서 예측결과의 정확성은 논리적 일관성, 가정의 개연성, 구체적인 상

황에 적용한 기법의 타당성을 위주로 평가한다.  

외부자 접근방법은 예측이 연구자 행태의 결과물이라는 관점에서 평

가하는 것이다. 예측결과의 과학적인 타당성 보다 과거에 수행했던 예측

결과가 얼마나 정확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예측결과의 정확도를 판단하여 수정을 가하는 접근법이다. 

만일 특정 연구자가 예측치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면, 현재의 예

측결과도 빗나갈 것으로 판단하는 셈이다. 이에 근거하여 정책결정자는 

예측결과를 해석하고, 어떠한 편향이 표면으로 나타날 확률은 과거에 편

향이 얼마나 일관되게 표출되었는가,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상황 맥락이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달려 있다. 

예측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Hyndman 

& Koehler, 2006). 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dAPE 

(median absolute percentage error), sMAPE (symmetric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sMdAPE (symmetric medi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SE (mean absolute scaled error) 등이 있는데, 

예측모형의 성과를 평가하는 수십년간의 연구경험으로부터 누적된 결과

물이다. 이러한 평가지표들 가운데 가장 활용도가 높은 예측정확도의 지

표는 MAPE이다. MAPE는 실제치와 예측치의 차이를 실제치로 나눈 백

분율 오차로서 값이 낮을수록 예측정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측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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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합의된 MAPE의 기준점은 없으나, 최영문

과 김사헌(1998)의 연구에 따르면 MAPE가 20% 이하인 경우는 정확

한 것으로, MAPE 50% 이상은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정

량적 예측평가는 예측기법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2) 예측절차와 예측기법 

예측의 기본적인 절차는 예측목적 및 예측대상의 설정, 예측모형의 

선택, 자료수집, 예측수행 및 모니터링의 순으로 이루어진다(Stevenson 

& Sum, 2002). 특히 수요예측의 성공과 실패는 적합한 예측기법의 선

정에 달려있다. 예측기법의 선정은 첫째, 의사결정과 기획에 유용하고 

둘째, 예측목적에 부합하며, 셋째, 논리적 설명력과 정확도가 높은 방향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예측의 목적이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다양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최종 분석방법을 선택한다. Armstrong(2001)은 

예측가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예측기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알

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각 선정단계에는 6가지 기준(편의성, 시장선호, 구

조화된 판단, 통계적 기준, 성과추적, 선행연구의 지침)이 제시되어 각각

의 기준을 선정해가면 최종적인 예측기법을 채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측은 예측기간에 따라 장기예측(2년 이상), 중기예측

(6개월~2년), 단기예측(6개월 이내)으로 분류할 수 있다(박성배, 2012). 

인력예측 연구에서는 10년 미만을 단기로, 10년을 중기, 20년 이상을 장

기 예측으로 통상 구분한다(이상일, 2001, 2002). 인력예측은 예측기간

이 길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자주 개입되면 예측정확도가 낮아지는 문

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예측가가 처한 환경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

하고 예측기법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한 후 예측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박성배(2012)가 제시한 주요 수요예측기법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하

면 Table 1과 같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요예측기법은 크게 정성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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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정량적 접근, 시스템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성적 접근에는 전문가 의견 활용, 컨조인트 분석, 인덱스 분석 등

이 있다. 전문가 의견 활용은 자료수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적합한 전문

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컨조인트 분석은 고비용의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요구하긴 하나 정확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인덱스 분석은 대안

의 선택 가능성을 조사하는 다수의 탐색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정량적 접근에는 회귀분석, 시계열 분석, 확산모형이 있다. 회귀분석

은 변수들에 의한 민감도를 조사하기 용이하고 엑셀로도 쉽게 분석 가능

하다. 시계열 분석은 예측 연구의 전형적인 기법으로,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 효과도 파악 가능하다. 확산모형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신제품이 

파급되는 과정을 모형화한 방법이다.  

시스템적 접근에는 정보예측 시장, 시스템 다이내믹스, 인공신경망 

등이 있다. 정보예측 시장은 주식시장과 같이 시장을 둘러싼 참여자들이 

많을수록 다양한 판단과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비용으로도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산업구조의 

동태적 인과관계를 모형으로 제시하는 기법으로, 시나리오별 결과를 전

략적으로 모의실험할 수 있다. 인공신경망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데이

터의 패턴 속에서 최적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마케팅 문제와 같이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에 유용하다.   

 

  



 

 28 

Table 1. Characteristics of demand forecasting method  

Approach Characteristics 

Qualitative Expert opinion • Utilization of opinions from 

experts  

Conjoint analysis • High accuracy  

• Need consumer surveys   

Index analysis • Need a number of preliminary 

stduies  

Quantitative Regression  • Easy to examine sensitivity of 

the variables 

• Run by Excel 

Time series 

analysis 

• Typical model for forecasting  

• Long-term effects  

Diffusion model • Forecasting model for new 

products  

• Reflected by mass media t 

System Prediction market • Low cost 

• Need more market participants  

System dynamics • Describe the dynamic process 

based on the industrial 

structure  

Artificial neural 

network 

• Optimal outcomes using an 

algorithm without preliminary 

knowledge  

• Lack of causality 

Source: 박성배(2012) 

 

  



 

 29 

3) 시계열 분석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은 시계열 자료의 상관성을 통계

적으로 제어하고 이에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을 뜻한다. 시계열

의 분석에 있어서 시계열에 나타나는 변동은 성질을 달리하는 몇 가지 

변동의 합성으로 보고, 이들 각종의 변동을 분해하여 각각을 측정하는 

방법을 취한다(김연형, 2001). 시계열에 나타나는 변동의 구성요인은 추

세변동, 순환변동, 계절변동, 불규칙변동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시계열의 성질에 따라 가법 모형과 승법 모형의 두 가지 모형으로 

가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시계열, 추세변동, 순환변동, 계

절변동, 불규칙변동을 각각 Yt, Tt, Ct, St, It라고 할 때 두 가지 모형은 다

음과 같다. 가법 모형(addictive model)은 Yt = Tt + Ct + St + It 와 같

이 표현되고 승법 모형(multiplicative model)은 Yt = Tt × Ct × St × 

It 와 같이 표현된다. 두 모형 중 어느 것이 분석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

에 대한 결정은 이론보다는 실제로 자료별로 모형을 적용해봄으로써 이

루어진다. 

간호사 수요 예측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계열 자료의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시계열 자료를 확률변수로 보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론적 

모형과 확률적 모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결정론적 모형은 시계열

자료를 시간의 함수로 단순하게 적합(fitting)시킨 기법으로, 기존 수급

연구에서는 비선형모형, 곡선추정모형 등으로 칭하고 있다. 간호사 수요

예측 모형에 주로 사용되는 추세함수는 제곱근 모형(1), 로그모형(2), 

로지스틱 모형(3)이 있는데, 구체적인 함수형태는 다음과 같다(오영호, 

조재국, 김진현과 지영건, 2010).   

 

 𝑦𝑡 = β
0

+ β
1
ㆍ√𝑡 + 𝜀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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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𝑦𝑡 = β
0

+ β
1
ㆍ ln 𝑡 + 𝜀𝑡 (2) 

 

 
𝑦𝑡 =

1

1
𝑢

+ 𝛽0𝛽1
𝑡

+ 𝜀𝑡    
(3) 

 

 yt = time series variable, u = upper limit 

t = time, β = constant or coefficients, εt = error term  
 

 

확률론적 모형은 전형적인 시계열 분석법으로서, 시계열 변수를 확

률변수의 집합체로 간주하고, 과거 관측치가 독립변수로 투입되어 종속

변수인 미래값을 설명한다. 즉 자기상관성을 제어함으로써 미래값을 추

론하는 기법이다.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

(ARIMA)이 대표적인데, 모델의 일반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4).  

 

 ARIMA(p, d, q)  →  ψ
𝑝

(𝐵)(1 − 𝐵)𝑑𝑦𝑡 =  θ
0

+ θ
𝑞

(𝐵)α
𝑡
 (4) 

 

 B = backshift operator, ψ: autocorrelation component (AR)  

θ: moving average component (MA) 

yt = time series variable, t = time, 

 

 

ARIMA모형에 의한 예측을 위해서는 모형식별, 모형추정, 모형진단, 

예측의 과정을 거친다(Box, Jenkins, Reinsel, & Ljung, 2015). 모형식

별에서는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와 부분자기상관함수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를 고려하여 시계열의 패턴을 가장 잘 

반영하는 p(AR부분), d(차분), q(MA부분) 차수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아카이케 정보기준(AIC)과 베이지안 정보기준(SBC) 등 각 기준에 따라 

최적의 모형을 식별한다. 이어 AR부분과 MA부분의 모수를 추정하고, 

추정된 ARIMA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는지 진단한다. 각 단계를 모두 

완료하면 비로소 예측하게 된다. 

보건복지분야의 시계열 분석연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상당수의 논문이 표본 수가 부족한 자료를 이용하거나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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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와 플롯 작성을 간과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우경숙과 신영전, 

2014).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절차가 있다. 

첫째, 시계열 그래프를 작성하여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stationarity)을 

분석하는 과정이며, 둘째, 시계열 자료가 비안정적일 경우(non-

stationary series), 차분(difference)과 분산안정화 변환을 통해 안정성

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자기상관 플롯을 관찰함으로써 시계열 자료에 

적합한 모형을 적용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시계열 

분석의 신뢰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4) 예측정확도 결정요인 

예측정확도 결정요인은 과거 수십년간의 예측연구로 누적된 연구결

과로부터 상당량 밝혀졌고, 이러한 요인은 주로 시계열 분석, 인과모형

과 같은 정량적 방법론과 관련성이 많았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M-C 

competitions (Makridakis Competitions)를 들 수 있다(Makridakis & 

Hibon, 2000). M-C competitions는 소위 예측경쟁을 지칭하는 것으로, 

예측연구의 권위자인 Makridakis가 서로 상이한 예측기법들 간의 예측

정확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조직하였다. 이들의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Fildes & Makridakis, 1995; Makridakis et al., 1984; 

Makridakis, Wheelwright, & Hyndman, 1998). 첫째, 통계적으로 복잡

한 기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단순한 기법보다 예측정확도가 높은 것은 아

니다. 둘째, 예측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에 따라 예측순위가 바뀔 수 있

다. 셋째, 예측기간(forecast horizon)이 길수록 정확도가 감소한다. 넷

째, 예측에 사용되는 시계열 자료의 특징을 얼마나 잘 포착하는지가 관

건이다. 시계열 자료의 특징에는 계절요인, 추세요인, 순환요인, 변동요

인, 관측 값의 수 등이 있다(Petropoulos, Makridakis, Assimakopou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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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kolopoulos, 2014). 다섯째, 관측자료의 길이가 정확도에 유의한 영

향을 준다. 관측자료의 길이가 길수록 예측정확도의 향상에 작지만 효과

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Fye, Charbonneau, Hay와 Mullins(2013)는 기술에 대한 예측치

(technological forecasts)를 대상으로 예측정확도에 미치는 요인을 9개 

속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9개 속성에는 방법론, 기술분야, 예측유

형, 기술성숙도, 기술복잡성, 예측기간, 예측을 생성한 지역, 예측구현지

역, 출판형태가 있었다. 과거 분석가가 기술구현이 실현될 것으로 예측

한 수치를 수집하였고, 실현연도를 기준으로 예측성공률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방법론과 예측기간 요인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적 

방법이 질적 방법보다 예측력이 우월하였고, 예측기간이 짧을수록 예측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매우 유사한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를 보여

준 보고서도 존재하였다(Flagg & Mullins, 2012). 

기존 연구와는 달리, 예측정확도 결정요인을 예측과정과 예측에 투

입된 조직차원의 노력과 연관지어 이론적으로 논의한 Danese와 

Kalchschmidt(2011a, 2011b)의 연구가 있다. 6개국의 34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과정 변수를 구조화하여 예측과

정, 예측성과와 의사결정간의 개념적 관계를 간단명료하게 제시하였다. 

조직 차원에서 예측정확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구조화된 예측기법을 사용

할수록,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예측을 생산할수록, 예측이 의사결정과 

연계될수록 예측성과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Fildes와 Makridakis(1995)는 인용분석(citation analysis)을 통해 

시계열 분석법을 비판하였다. Box-Jenkins 시계열분석은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긴 하나, 이론적으로 볼 때 최적 적합(best fit) 개념이 애매모호

하고 과거 패턴의 불변성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계열분석

은 모형 외부 보다는 내부의 변인에 집착하고, 모형이 현실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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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용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단편적인 예로 장기예측에서 

선형회귀모형이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나온 실증적 결과를 들 수 있다. 시계열 분

석에서 요구되는 자기상관의 제거나 모수의 불편추정량, 불안정한 오차

의 제거를 무시하더라도 선형회귀모형은 평균 주위의 변동을 무작위 요

인으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실증자료로 사후검증한 결과, 예측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 추세의 변화는 분석에 사용된 특정 자료, 

예측당시의 경제상황, 산업과 직업조건, 예측기간, 요인의 분해수준 등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예측목적을 감안하면 예측모형의 사후검증을 통해 

예측력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 정책의사결정을 개선시키는 데 유용하다.   

연구자 요인이 예측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주로 재무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증권회사에 소속된 재무분석가를 대상으로 

예측정확도와 예측편향을 다룬 연구들이 많았다. 재무분석가가 업무특성

상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이익예측치를 보고하는 성향이 강하고, 이러한 

의도적 왜곡행위는 분석가의 개인 요인, 소속기관 요인, 분석대상 요인, 

이들 요인간 상호작용으로 설명된다(염유경, 2007). 분석가의 개인 요인

으로 분석 경험(Clement, 1999), 정보에 대한 분석가의 반응, 경력 유

지, 이해 상충이 있었다. 특히, 이해 상충과 관련된 변수로는 분석대상과 

연구자의 동일집단 소속 여부(염유경, 2007), 평판(이만용, 신현한과 장

진호, 2005), 분석가에게 발생되는 보상요소(Chang & Choi, 2017; Lim 

& Jung, 2012) 등이 있었다. 분석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을 생성

하고 예측정확도가 낮은 이유는 잘못된 예측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적거

나 평판에 불이익이 없고, 분석대상과 동일 조직에 속해 있고, 예측성과

에 따른 보상이 높지 않은 조직환경과 관련이 있다. 이외에 분석가의 소

속기관 요인으로는 조직이 보유한 정보량과 기관규모 등이 있었고(염유

경, 2007), 분석대상 요인으로는 정보의 잡음효과(김동순, 엄승섭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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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2011), 자료수집의 용이성(염유경, 2007) 등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예측오차 발생의 원인에는 방법론과 기초통계가 있을 수 

있다. 인력수급예측모형은 상당량의 축적된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초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제대로 된 모형을 설정하기 어렵고, 

예측에 활용되는 자료가 공신력 있는 국가통계라고 할지라도 통계수집기

관별 자료수집목적의 상이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료 활용의 제약이 있

다(박기범 등, 2014). 다시 말해 각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된 자료가 

아닌 경우, 활용 목적이 다른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는 편향이 발

생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고용통계와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점, 기초통

계의 미비 등은 인력수급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

다. 이외에도 투입된 자료의 측정오차가 예측정확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

다(Miller, Anam, Amanin, Matteo, & Barkley, 2016).  

또한 가정의 비현실성이 예측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다. 

예측정확도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Ascher(1978)는 가정의 계속보존

(assumption drag)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개념은 기존에 사용했

던 가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분석가가 예측시 도입

한 가정이 현실 타당성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초기 가

정을 지속 보존하기 때문에 예측정확도가 감소된다고 하였다. 

Ascher(1978)는 정책 측면의 예측평가를 가정, 방법론, 정확도면에서 

평가하였다. 예측정확도 감소를 야기하는 가정의 계속보존 현상으로 전

문가의 편향, 경험적 결과에 대한 과소평가, 시간지체를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의 편향이 예측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etlock과 

Gardner(2015)는 전문가의 예측성과가 무작위 예측보다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다트를 던지는 원숭이보다 못한 전문가”로 빗대어 혹평하기도 

하였다. 예측부문의 전문가들이 객관적 중립에 있기 보다는 자신의 분야

에 매몰되기 쉽고, 명백히 틀린 가정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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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명시적으로 본인의 과거 가정에 의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부족도 한몫 한다. 가령 새로운 접근의 수급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재원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거

의 낡은 가정에 의존하기 쉽다는 것이다.  

경험적 결과에 대한 과소평가는 기존 가정을 뒤엎어버리는 최근의 

실증적 결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편차 정도로 축소해버리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편차가 사소한 이상값(outlier)에 머물면 문제

가 없겠지만 새로운 경향과 성장의 시작점이 될 경우에는 잘못된 가정 

설정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막대하게 되돌아올 수 있다.  

시간지체는 자료가 수집되고 가공되며 보급되기까지의 일련 과정에

서 발생하는 지연 현상을 말한다. 시간지체로 말미암아 예측에 투입된 

노력에 비해 예측결과를 보고할 때쯤 돌아오는 기대나 보상이 형편없을 

수 있다. 이는 가정의 계속보존을 더욱 부추기고 예측정확도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처럼 예측에 사용된 가정은 예측정확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

이다. 가정이 지속되는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있기 때

문에 기존 가정의 현실적합성과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은 예측연구의 시

발점이 된다. 연구자가 설정한 가정이 시대에 뒤진 이론이나 케케묵은 

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주요 가

정과 예측기법의 기저에 깔려 있는 행태적 가정을 비판적으로 사정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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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방 법 

 

 

제 1 절 연구의 이론적 틀 

 

1) 연구의 이론적 틀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Figure 3과 같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예측

정확도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일차적으로 연구자의 개별 특성이 

수급연구의 방법론에 영향을 미치고, 방법론적 요인은 예측정확도와 예

측편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식화하였다. 예측생성연도

(launch year)는 예측정확도와 예측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서 

부집단분석(subgroup analysis)을 통해 통제하였다. 개별 연구자마다 혹

은 연구자들 간에도 유사한 방법론을 중복 적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연구자 요인과 방법론적 요인 간의 관련성 분석을 선행하였다.  

연구자 요인(researchers’ factor)으로는 책임연구자의 간호사 면허 

보유여부(RN licensure of principal investigator), 연구자가 속한 연구

기관의 유형(type of research institute), 수급연구를 발주한 연구비 지

원기관의 유형(type of funding agency)을 하위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분

석가의 간호사면허 보유 여부를 변수로 고려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연구자의 이해 상충이 예측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구자 본인이 소속된 직종과 관련하여 수급연구를 진행할 경우 예측부

정확과 예측편향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데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만으로 분석가의 인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으므로 

책임연구자의 면허 보유여부를 별도 조사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연구

수행기관과 연구비 지원기관의 유형은 문헌정보를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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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적 요인(methodological factor)은 가정 설정과 예측기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정 설정은 연구자의 임의적 판단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생산성 가정(RN productivity 

assumption)과 연간 근무일수 가정(assumption of annual workdays) 

이 있었다. 예측기법(forecasting method)은 미래 의료이용 추정시 적

용된 방법론적 특성으로서, 추세분석기법(trend-fitting method), 자료

의 관측기간(length of past data)과 예측기간(length of forecast 

horizon)을 세부 검토하였다. 관측기간과 예측기간의 길이는 시계열분석

의 예측평가에 전형적으로 포함되는 특성으로서, 예측기법의 선정과 예

측정확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측생성연도(launch year)는 본 연구의 통제변수이다. 과거에 생산

된 예측치일수록 예측정확도가 낮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측생성연도와 

예측치의 실현율을 고려하여 ‘2000년 이전 연구’와 ‘2000년 이후 연구’

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부집단분석을 통해 예측생성연도로 인한 시간효

과를 통제하였다.  

 

 

Figure 3. Research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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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연구자 요인과 방법론적 요인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

다. 

 

 H1: 예측생성연도를 통제할 경우, 방법론적 요인과 연구자 요

인은 예측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방법론적 요인(간호사 생산성 가정, 연간 근무일수 가정, 추

세분석기법, 관측기간의 길이, 예측기간의 길이)에 따라 예측

정확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연구자 요인(책임연구자의 간호사면허 보유 여부, 연구기관의 

유형, 연구비 지원기관의 유형)에 따라 예측정확도 차이가 있

을 것이다. 

 

 H1: 방법론적 요인과 연구자 요인은 예측편향과 관련성이 있

을 것이다.  

- 방법론적 요인(간호사 생산성 가정, 연간 근무일수 가정, 추

세분석기법, 관측기간의 길이, 예측기간의 길이)은 예측편향

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연구자 요인(책임연구자의 간호사면허 보유 여부, 연구기관의 

유형, 연구비 지원기관의 유형)은 예측편향과 관련이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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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 수요의 기존 예측기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한

계점을 살펴보고 향후 간호사 수급연구의 개선방향에 정보를 제공할 목

적으로, 간호사 수요에 대한 예측정확도를 사정하고 이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기존 간호사 수급연구에서의 예측치(forecasted values)와 국가통

계로부터의 실측치(actual values)를 비교하여 간호사 수요의 예측정확

도를 사후검증하였다. 예측정확도의 평가는 간호사 수요에 대한 예측치

와 실제치의 비교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간호사 수요를 추계한 

과거 연구로부터 예측치를 수집하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부터 실제 간

호사 수요를 대표하는 실제치를 수집하였다. 

예측정확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과거 간호사 수급연구에 사

용된 연구자 및 연구기관 정보, 방법론적 정보(주요 가정, 통계기법, 예

측에 사용된 자료 및 출처 등)를 추출하고, 이러한 요인이 예측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예측 관

련 변수가 예측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기존 수급연구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 수급연구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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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예측정확도와 예측편향 

가. 간호사 수요의 실제치와 예측치 

간호사 수요는 특정 임금수준에서 의료기관의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간호사 고용 규모와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경제학적 개념이다(Buerhaus 

et al., 2009). 건강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즉 생산물수요가 의료기관 수요

를 파생시키고, 의료기관은 노동, 자본 등의 요소비용을 고려하여 최적

요소조건을 형성해 간다.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생산함수, 

요소의 상대가격, 기술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임금은 간호사 수요

추정에 결정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수요는 의료기관이 고용한 간호사 수로 

정의하였다. 간호사의 범위는 임상부문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로 한정하였

고, 분석에 포함되거나 배제된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다.  

 포함기준 -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

원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배제기준 -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학교 

및 연구기관 등의 비임상부문 

위에서 기술한 정의에 근거하여 간호사 수요의 실제치는 임상부문에

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로 측정하였고, 간호사 수요의 예측치는 기존 수

급연구에서 보고한 임상부문의 간호사 수요 추정치를 인용하였다.  

 

나. 예측정확도 

사후검정(post-sample evaluation)은 실현된 예측치를 대상으로 

과거 보고된 예측치와의 비교를 통해 예측오차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측

오차는 예측치와 실제치간의 관계로 정의되고(Armstrong, 2001),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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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는 예측오차(forecast error)에 대한 긍정적 표현이다. 예측오차

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mean error (ME), mean squared error (MS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등 다수 존재한다. 본 연구에

서 예측정확도는 MAPE이다. MAPE는 실제치와 예측치 간의 절대적 차

이를 실제치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MPE (mean percentage error)와는 

달리 절댓값을 취하였기 때문에 예측치의 부호에 따른 상쇄 없이 상대적 

오차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MAPE는 오차의 방향을 무시하고, 

예측치가 얼마나 정확한지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MAPE가 클

수록 예측정확도가 떨어짐을 의미하며, MAPE가 작을수록 예측치가 정

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예측편향 

예측편향은 예측치의 평균 오차방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예

측편향은 MPE (mean percentage error)의 부호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예측기간을 분석단위로 하여 각 예측시점의 백분율 오차들을 누적 합산

한 후 최종적인 평균 오차의 방향으로 판정되었다. (+)값은 실제치가 예

측치보다 높은 경우로, 간호사 수요에 대한 비관적인 편향으로 해석하였

다. (-)값은 반대로 낙관적인 편향으로 간주하였다. (+)는 예측치의 과

소 추정을, (-)는 예측치의 과대 추정을 의미한다.  

 

2) 방법론적 요인 관련 변수 

가. 간호사 생산성 

간호사의 생산성(RN productivity)은 경제학적 정의에 따르면, 간호

사의 투입량(input) 대비 산출량(output)으로 정의된다. Williamson JR

과 Johnston(1988)은 생산성 향상을 ‘동일 업무량(산출량)을 보다 적

은 인력(투입량)’으로 수행하거나 ‘보다 많은 업무량(산출량)을 동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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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투입량)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생

산성은 간호사 1인이 1일 동안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환자량으로 

정의하였고, 기존 수급연구에서 제시한 간호사 생산성을 직접 인용하되 

입원환자 기준으로 전환하여 측정하였다. 

간호사 수급연구에서 흔히 적용되어 온 간호사 생산성 기준으로는 

의료법 기준, 예측 당시의 ‘현재 생산성’ 기준, 환자분류체계 기준이 있

다. 의료법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8호(의료인의 정원)에 따라 하

루평균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간호사 2인으로 하고, 이때 외래환자 12

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간주한다. 입원환자 기준으로 전환하면, 의료법 

기준의 간호사 생산성은 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2.5명이다. 선행연

구를 보면, 현재 생산성 기준의 산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환자

조사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환자조사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

중 1일을 택하여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규모를 조사하고, 조사범위는 약

국, 요양병원, 일부 의원급 기관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을 전수 조사한

다. 1일간 전국에서 발생한 환자량을 진료형태별, 요양기관 종별로 분석

할 수 있고, 의료인력의 종사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   

환자분류도구(Korean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1, KPCS-1)

는 환자의 간호 필요도를 사정하여 간호업무량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12

개 영역, 50개 간호활동, 7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송경자 등, 

2010). 환자는 중증도에 비례하여 Ⅰ군(경환자), Ⅱ(보통 환자), Ⅲ(중

한 환자), Ⅳ(위독한 환자)에 속하고, 그에 따라 간호시간이 차등하게 

제공된다. 기존 수급연구를 보면, 환자분류도구에 기초한 간호사 생산성 

기준은 타 연구에서 인용하는 데 그쳤고, 직접 산출한 연구는 없었다.   

 

나. 연간 근무일수 

간호사의 연간 근무일수(annual workdays)는 간호사가 1년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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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를 제공한 총 근로일수를 의미한다. 365일 중 휴무일 수(off), 법정 

공휴일 수(legal holidays), 연차일 수(vacation days)를 뺀 수치이다. 

본 연구의 연간 근무일수는 간호사 수급연구자가 주로 사용한 근무일수 

가정 255일과 265일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다. 추세분석기법의 유형(type of trend-fitting method) 

추세분석기법은 과거 시계열자료의 패턴을 시간의 함수로 표현한 추

세함수로 정의된다. 본 연구의 추세분석기법은 개별 수급연구가 제시한 

추세모형을 다음과 같은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의료이용이 완만히 증가하거나 일정시점에 포화 - 제곱근 모형

(square root, SQRT), 로그 모형(log model) 

 의료이용이 선형 증가하거나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 – 평

균증가율(average growth rate),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 로지스틱 모형(logistic model) 

 의료이용이 확률론적으로 변화 – ARIMA 

 

라. 관측자료의 길이(length of past data) 

관측자료의 길이는 모형식별과 추정에 투입된 역사적 자료

(historical data)의 시간 길이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관측자료 길이

는 기존 간호사 수급연구에서 의료이용 추정시 사용한 시계열 자료의 시

간적 범위(관측자료의 최종연도-시작연도)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예

를 들어, 시계열 자료의 시간 길이가 1990~1997년인 경우, 관측자료의 

길이는 7년으로 측정하였다. 모형 추정에 사용한 관측자료가 다양할 경

우, 최빈값의 범위를 파악하여 해당 수급연구의 관측자료 길이로 간주하

였다. 최종적으로 관측자료의 길이는 1~5년, 6~10년, 11~15년으로 구

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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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예측기간의 길이(length of forecast horizon) 

예측기간의 길이는 예측치 생성 시점과 예측목표 시점간의 시차로 

정의된다. 본 연구의 예측기간 길이는 예측목표연도에서 예측생성연도를 

뺀 값으로 정의하였다. 예측생성연도(launch year)는 과거 수급연구가 

제시한 기준연도(baseline year)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연구에서 

불명확한 경우가 더러 있어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문헌의 출판연도

(publication year)를 기준연도로 간주하였다. 예측 목표연도(target 

year)는 예측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치의 시점이다. 최종적으로 

예측기간의 길이는 1~5년, 6~10년, 11~15년, 16~20년으로 구분하였다. 

 

3) 연구자 요인 관련 변수 

본 연구의 연구자 요인 관련 변수에는 책임연구자의 간호사 면허 보

유 여부, 연구기관의 유형, 연구비 지원기관의 유형이 있었다. 간호사의 

면허 보유 여부는 수급연구를 주관한 책임연구자(principal investigator)

의 간호사 면허 보유나 과거 간호사 경력 여부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연구기관의 유형(type of research institute)은 보고서나 학술지에 명기

된 연구기관의 성격을 기준으로 대학과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비 지원기관의 유형(type of funding agency)은 과거 간호사 수급연구를 

발주한 기관의 성격에 따라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의 전문협회

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의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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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기존 간호사 수급연구에서 수집된 간호사 수

요의 예측치이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예측기간(forecast horizon)으

로, 예측기간의 수는 방법론적 차이, 즉 개별 수급연구에서 나타난 가정 

설정과 추세분석기법에 의해 결정된다. 간호사 수요의 예측치는 간호사 

수급연구의 추계자(forecaster)가 과거 예상했던 미래 특정 시점의 간

호사 수요량으로, 국가 단위에서 필요한 임상 부문의 간호사 인력 총량

을 의미한다. 예측치의 수집을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라 기존 간호

사 수급연구를 수집하였고, 선정된 문헌으로부터 수급연구의 방법론적 

정보와 간호사 수요의 예측치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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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자료수집방법 

 

1) 간호사 수급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예측치의 수집을 위해 간호사 수요추계에 관한 문헌고찰을 수행하였

다. 문헌 자료의 수집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연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참고문헌 수기검색을 통한 검색결과

(기타)도 포함하였다. 간호사 수급추계 연구가 주로 국책연구기관(한국

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

하여 이들이 운영 관리하는 전자데이터베이스도 검색 범위에 포함하였다. 

단, 연구보고서는 일반 사용이 허용된 공개자료를 활용하되, 일반 사용

이 허용되지 않은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을 해당 기관에 충분히 설명한 

후 기관의 별도 승인을 거친 경우로 한정하였다. 

 

가. 문헌검색 DB  

일반학술 DB는 다음과 같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보(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국회도서관(National Assembly Library, NAL) 

 국립중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국책연구기관 DB는 다음과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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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airs, KIHASA)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KHPLEI) 

 기타 

 

나. 검색 전략과 검색 과정(부록) 

체계적 문헌고찰의 PICO 원칙에 근거하여 대상집단(population)은 

‘간호사인력’, ‘간호인력’, ‘보건의료인력’을, 중재(intervention)는 ‘추계’, 

‘예측’, ‘전망’을 검색어로 선정하였고, 비교군(comparator)은 따로 설정

하지 않았다. 결과변수(outcome)로 ‘수요’, ‘수급’을 검색하였다.  

문헌검색절차는 다음과 같다. 1차 작업으로 DB별 검색어를 입력하

고, 검색결과 원문을 찾을 수 없거나 중복된 문헌을 제거하였다. 제목과 

초록을 읽고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에 따라 1차 문헌을 선정하였다. 2차 

작업으로 원문 전문을 읽고, 문헌의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에 따라 최종적

으로 문헌을 선정하였다.   

 

다. 선정기준과 배제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989년 이후의 국내 연구, 국가 단위의 인

력추계, 간호사 수요에 대한 예측치와 방법론에 대한 정보(연구자 정보, 

주요 가정, 통계기법, 자료원 및 출처 등)가 명확히 제시된 문헌, 영어나 

한국어로 출판한 문헌 등이었다.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1989년 이전의 연구(건강보험 이후로 의

료이용추세가 변화가 심함), 국외 연구, 지역 혹은 병원 단위의 인력추

계, 간호사 수요에 대한 예측치와 방법론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제시되

지 않은 경우, 연구대상을 비임상부문이나 간호사⋅조산사⋅간호보조인력

에만 국한한 경우, 영어와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출판한 문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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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 수급연구의 방법론적 정보와 인적 정보 

간호사 수급연구로부터 추출된 방법론적 정보와 인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방법론적 정보는 수급연구의 분석자료와 기법을 위주로 수집하였

다. 분석자료로는 개별연구가 사용한 변수와 과거자료의 길이(length of 

past data)가 있었고, 분석기법으로는 의료이용 추정모형과 통계학적 기

법, 가정 설정(간호사 생산성, 근무일수 등), 예측기간의 길이(length of 

forecast horizon) 등이 있었다.  

간호사 수급연구의 인적 정보는 연구자와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 기

관에 대한 정보이다. 연구자 성명 및 소속기관, 참여 연구원 수, 연구제

목, 출판 연도, 출판 유형, 연구비 지원 기관 등을 수집하였다.  

 

3) 간호사 수요의 예측치 

간호사 수급연구부터 수집된 간호사 수요예측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

을 거쳐 선별하였다. 예측치를 실제치와 비교 검증하기 위해서는 예측치

가 이미 실현된 값이어야 한다. 즉 현재 시점(2017년)에 2017년 이후

의 예측치를 검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예측치의 검증 가능성을 기준으

로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을 지정하였다. 예측치의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측기간을 명확하게 제시된 예측치

로 정한다. 둘째, 목표 예측 시점이 2017년 이전이어야 한다. 셋째, 예

측치 분석에 사용된 방법론적 정보가 확인 가능해야 한다. 넷째, 임상부

문의 간호사 수요예측치로 한정한다. 과거 수급연구를 보면, 간호사 수

요에 대한 예측치를 임상부문과 비임상부문으로 구분하여 보고해왔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임상부문에 해당하는 예측치만을 추출하여 분석하

였다. 임상부문의 범위는 병원급 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

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과 의원급 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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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조산원은 일부 연구(김의숙 등, 1991)에서 기타분야로 취급되거나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대다수의 연구에서 임상

부문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부문의 범위에 조산원

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측기간에 대한 정보(time horizon)가 부

재한 경우, 2017년 이후의 예측치, 방법론적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연구결과의 해석과 추계용어가 모호한 경우, 비임상부문의 간호사 수요

예측치 등이다. 선행연구를 보면, 비임상부문의 범위는 보건기관, 학교, 

산업장, 교육⋅연구기관, 사회복지시설, 행정기관, 보험기관 등으로 다양

하게 걸쳐 있었다. 본 연구에서 비임상부문을 배제한 것은 개별 수급연

구마다 정의나 범위가 상이하고, 비임상부문 종사자에 대한 실제치 통계

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분석에서 배제하였는데, 보건기관을 비임상부문으로 처리

한 기존 연구와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4) 간호사 수요의 실제치 

본 연구에서 간호사 수요의 실제치는 간호사의 고용량으로 측정되었

다. 분석자료는 1995~2015년 보건복지통계연보였다. 간호사 고용량은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수와 조산사 수를 합산하

여 측정하였다. 간호사 고용량의 실제치는 통계생성 주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Table 2).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간

호사 고용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조사하여 보고한 OECD 통계

에 비해 과소 집계되었는데, 그 차이는 1995~2015년 평균 6% 정도였

다. 이러한 원인은 임상부문의 범위를 정의한 방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짐작된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임상부

문으로 취급할 경우 이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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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in the number of employed RN by database 

Year 

Number of employed RN 

Difference 

([A-B]/A*100) 
Yearbook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1) 

(A) 

OECD Health data 

(B) 

1995 45,251 51,688 -14% 

1996 48,498 54,573 -13% 

1997 50,529 56,887 -13% 

1998 55,088 59,406 -8% 

1999 60,532 64,164 -6% 

2000 60,871 64,818 -6% 

2001 69,240 73,044 -5% 

2002 76,413 80,304 -5% 

2003 79,251 83,333 -5% 

2004 83,783 87,731 -5% 

2005 87,499 91,608 -5% 

2006 92,027 96,327 -5% 

2007 96,909 100,919 -4% 

2008 102,799 106,881 -4% 

2009 106,844 110,931 -4% 

2010 111,851 116,071 -4% 

2011 114,524 118,771 -4% 

2012 116,270 120,491 -4% 

2013 130,386 134,748 -3% 

2014 142,752 147,210 -3% 

2015 153,721 158,247 -3% 

1995~2015 average percentage -6% 

Note: 1) Counts that include the numbers of midwifery. 

 

간호사 수요추계모형 개발과 적합성 검증을 목적으로 의료이용량과 

간호사 생산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의료이용량의 추정은 건강보

험통계연보에 수록된 연도별 입원⋅외래 내원일수 통계를 활용하였다. 간

호사 생산성의 추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환자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의료기관 종별 입원⋅외래환자 수와 의료인력 수에 관한 통계를 활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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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호사 수요의 실제치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방법을 자료유형별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보건복지통계연보 

- 자료수집목적: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고용량의 확인 

- 자료추출변수: 의료기관 (병원급, 의원급) 종사 간호사 수 

- 자료수집방법: 1995년부터 2015년까지의 보건복지통계연보

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

인 가능하며, 누구나 열람 가능함 

나. 건강보험통계연보 

- 자료수집목적: 본 연구의 수요예측모형 개발과 적합성 검증

을 위한 연도별 의료이용량(입원/외 내원일수) 분석  

- 자료추출변수: 적용인구 현황, 건강보험자격별ㆍ진료형태별(

입원, 외래)ㆍ의료기관 종별ㆍ성별ㆍ연령별 건강보험 급여실

적(입원일수, 외래일수) 등 

- 자료수집방법: 2000년 이후의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통계간행물’로 

일반 공개가 되어 있음. 누구나 무료로 열람 가능함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환자조사 보고서  

- 자료수집목적: 본 연구의 수요예측모형 개발과 적합성 검증

을 위한 간호사 생산성 분석 

- 자료추출변수: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간호인력량(간호사, 조

산사, 간호조무사),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환자량(입원환자, 

외래환자), 연도별 진료형태별 진료비 지불방법 

- 자료수집방법: 1996년부터 현재까지 환자조사 보고서는 보

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누구나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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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자료분석방법 

 

1) 예측정확도 

예측정확도는 평균절대오차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로 측정하였다. MAPE의 중심경향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

하였다. MAPE의 구체적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1). 

 

 
𝑀𝐴𝑃𝐸 ℎ =  

100

𝑛
∑ |

𝐴𝑡 − 𝐹𝑡

𝐴𝑡
|

𝑡

 
(1) 

 h = forecast horizon 

t = target year,  

At = actual value at t 
Ft = forecasted value at t 

 

 

 

2) 예측편향 

예측편향은 평균오차율(mean percentage error, MPE)의 부호를 집

계하여 측정하였다. MPE가 (-)이면 예측치가 실제치보다 과다예측한 

경우로, MPE가 (+)이면 예측치가 실제치보다 과소예측한 경우로 풀이

된다. MPE의 분석은 (+)와 (-)의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MPE의 

구체적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2). 

 

 
𝑀𝑃𝐸 ℎ =  

100

𝑛
∑

𝐴𝑡 − 𝐹𝑡

𝐴𝑡
𝑡

 
(2) 

 h = forecast horizon 

t = target year,  

At = actual value at t 
Ft = forecasted value at t 

 

 

 

3) 요인별 예측정확도 및 예측편향 분석 

예측정확도 결정요인과 그 하위변수는 Table 3과 같이 구성되었다. 

요인별 예측정확도의 차이 분석을 위해 요인 수준이 두 집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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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Whitney 검정을, 세 집단 이상인 경우 Kruskal-Wallis H 검정을 

수행하였다. Kruskal-Wallis H 검정통계량이 유의할 경우, 사후 검정의 

쌍대 비교시 유의수준은 Bonferroni 수정으로 기각역을 결정하였다. 요

인별 하위변수(명목변수) 간의 상관성 검정은 Cramer V로 분석하였다. 

Cramer V는 0~1의 범위에 있고, 1에 가까울수록 변수 간의 상관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인별 예측편향 분석은 카이제곱검정으로 관련

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예측정확도와는 달리 예측편향은 시간의존적인 

특성이 덜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예측생성연도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

에서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5%로 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Table 3. Factor affecting forecast accuracy in this study 

Factor Variable Measurement 

Researchers’ factor RN licensure of 

PI1) 

 without RN licensure = 0 

 with RN licensure = 1 

Type of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 0 

 Public institute = 1 

Type of funding 

Agency 

 Professional association = 0 

 Public institute = 1 

Methodo

-logical 

factor 

Set of 

assumption 

Type of trend-

fitting method 

 Square root, logarithm = 0 

 Growth rate, MA, logistic = 1 

 ARIMA = 2  

RN productivity  Current level = 0 

 Medical law = 1  

 Patient classification = 2 

Annual workdays  255 days = 0 

 265 days = 1 

Time frame Length of past 

data 

 1~5 years = 0 

 6~10 years = 1 

 11~15years = 2 

Length of forecast 

horizon 

 1~5 years = 0 

 6~10 years = 1 

 11~15 years = 2 

 16~20 years = 3 

Control variable Launch year  The period 1991~2000  

 The period 2001~2015  

Note: PI=principal investigator, MA=moving average smoothing, ARIMA=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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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 관련 변수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간호사 수요예측모형을 이용하여 관측기간과 

예측기간의 길이에 따른 예측정확도 변화를 시뮬레이션 실험하였다. 

이때, 시간 관련 변수(기준연도, 관측기간의 길이, 예측기간의 길이, 

목표연도)와 MAPE 간의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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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결 과 

 

 

제 1 절 간호사 수급문헌 분석  

 

1)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간호사 수급예측에 대한 국내 연구보고서와 학술자료를 대상으로 체

계적 문헌고찰을 하였다.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흐름도는 Figure 4와 같다. 

사전에 지정한 검색어(부록)를 이용하여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31

일까지 검색을 수행하였다.  

RISS, KISS, NDSL 등 일반학술 DB로부터 288편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기관 DB로부터 28편을 수집하였

고, 총 316편을 1차 수집하였다. 이들 중 중복 60편을 제거하였고, 문

헌선정기준에 따라 207편을 1차 배제하였다(부록). 배제문헌을 사유별

로 살펴보면, 본 연구주제와 관련이 없는 연구 112편, 교과서 등의 단행

본 50편, 간호사가 대상이 아닌 연구 16편, 특정 지역이나 전문분야에 

한정된 연구 13편, 출판유형이 회의록 13편, 국외대상 연구 3편 등이었

다.  

1차 선정한 49편의 문헌은 원문을 확보하여 검토하였고, 문헌선정

기준에 따라 26편을 배제하였다(부록). 배제문헌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간호사 수요예측치를 보고하지 않은 연구 10편, 종설 또는 요약 보고서 

5편, 타 연구에서 인용한 결과를 그대로 보고한 연구 5편, 간호사 대상

이 아닌 연구 6편 등이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선별한 문헌자료는 총 23편이었다. 예측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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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가능성을 기준으로 세부 검토한 결과, 문헌들간에 예측치를 동일하

게 보고한 경우가 있었고, 정량적인 검증과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거나 불

가능한 연구가 있었다(부록). 이들 연구 11편을 제외하면 최종 선정문

헌은 총 12편이었다.  

 

 

Figure 4. PRISMA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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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 수급연구 방법론  

가. 간호사 수급연구의 일반적 특성 

총 12편의 선정 문헌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주저자별로는 오영호

와 박현애가 3편씩으로 가장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기관별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편, 서울대학교 4편, 인제대학교 1편, 연세대학교 

1편의 순이었다. 수급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수는 평균 6명 정도로 나타

났다. 연구비 지원기관별로 보면, 공공기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편,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 2편, 국민건강보험공단 1편으로 총 7편이었다. 대

한간호협회가 4편의 연구를,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정책연구소가 1

편의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판형태별로는 보고서 10편, 

학술지 2편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간호사 수급연구는 기존에 해왔던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편중된 편이었고, 학술 목적 보다는 정책 수요에 

의해 공공기관이나 전문협회의 지원으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No PI Year 
Number of  

researchers 

Research  

institute 

Funding  

agency 

Publication  

type 

1 Kim ES 1991 8 Yonsei U KIHASA Report 

2 Park HY 1993 6 SNU KNA Academic journal 

3 Kim HJ 1996 6 SNU KNA Report 

4 Choi EY 1998 4 KIHASA KIHASA Report 

5 Park HY 1998 1 SNU KNA Report 

6 Park HY 2002 5 SNU KNA Academic journal  

7 Lee SY 2003 9 KIHASA KIHASA Report 

8 Jo JG 2005 5 KIHASA KIHASA Report 

9 Oh YH 2006 9 KIHASA NHIS Report 

10 Yang DH 2009 4 Inje U KMA Report 

11 Oh YH 2010 4 KIHASA KHPLEI Report 

12 Oh YH 2014 8  KIHASA KHPLEI Report 

Note: PI=principal investigator, U=university, SNU=Seoul National University, 

KNA=Korean Nurses Association, KIHAS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HIS=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KMA=Korean 

Medical Association, KHPLEI=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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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측치 특성  

분석에 포함된 예측치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5와 같다. 저자와 출

판 연도를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간호사 수요예측치 추정을 목적으로 투

입된 자료의 역사적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13년까지 다양하게 분포

되었으며, 예측기간은 11~19년의 범위에 있어 중장기예측에 모두 해당

하였다. 예측치의 보고 간격을 보면, 양동현, 정두채, 서원식과 박효길

(2009)의 연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11편의 연구는 5년 간격으로 예측치

를 보고하였다. 양동현 등(2009)은 1년 간격으로 2010년부터 2020년

까지 예측치를 보고하였는데, 타 수급연구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 본 연

구에서는 2010년과 2015년의 예측치만을 추출하였다.  

총 예측치는 대부분이 12~22개의 범위 내 있었으나, 모형 설정과 

가정의 복잡성에 따라 80개와 192개를 보고한 연구도 존재하였다. 예측

치의 실현율을 보면, 5편의 연구는 목표 예측 연도가 경과하여 모든 예

측치가 검정 가능했으나, 7편은 최근에 발표된 연구일수록 검정 불가능

한 예측치 비중이 더 크므로 실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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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forecasts in included studies  

(unit: year, count) 

PI 
Length of 

past data 
FH FI 

Forecast 

Total2) 

(A) 

Verif3) 

(B) 

Rate4) 

(A/B) 

Kim ES 

(1991) 

6 

(‘84-90) 

19 

(‘91-10) 
5 20 20 100% 

Park HY  

(1993) 

7 

(‘84-91) 

17 

(‘93-10) 
5 12 12 100% 

Kim HJ 

(1996) 

9 

(‘85-94) 

14 

(‘96-10) 
5 15 15 100% 

Choi EY 

(1998) 

7 

(‘90-97) 

14 

(‘98-12) 
5 12 12 100% 

Park HY  

(1998) 

6 

(‘89-95) 

17 

(’98-15) 
5 12 12 100% 

Park HY 

(2002) 

9 

(‘90-99) 

18 

(‘02-20) 
5 12 9 75% 

Lee SY 

(2003) 

12 

(‘90-02) 

15 

(‘03-18) 
5 12 8 67% 

Jo JG 

(2005) 

13 

(‘90-03) 

13 

(‘05-18) 
5 12 8 67% 

Oh YH  

(2006) 

3 

(‘01-04) 

14 

(‘06-20) 
5 12 8 67% 

Yang DH5) 

(2009) 

3 

(‘04-07) 

11 

(‘09-20) 
1 22 14 64% 

Oh YH  

(2010) 

4 

(‘03-07) 

15 

(‘10-25) 
5 80 40 50% 

Oh YH  

(2014) 

9 

(‘03-12) 

15 

(‘15-30) 
5 192 48 25% 

Note: 1) PI=principal investigator, FH=length of forecast horizon, FI=forecast 

interval. 

  2) total forecasts=number of all forecasts reported  

  3) verifiable forecasts=forecasts that can assess if it was realized or not 

  4) realization rate=(verifiable forecasts ÷ total forecasts)×100  

 5) For forecasts accuracy comparisons with 5-yearly studies, only four 

forecasts were chosen in the study. 

 

  



 

 60 

다. 예측기간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단위인 예측기간 수는 총 105개였고, 개별예측치의 

수는 196개로 파악되었다(Table 6). 예측기간의 수는 a) 의료이용의 추

세분석기법, b) 간호사 생산성 가정, c) 연간 근무일수 가정, 3가지 경우

의 수들의 곱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면, 오영호 등(2010)은 2개의 추세

분석기법, 5개의 간호사 생산성 가정, 2개의 연간 근무일수 가정을 사용

하였는데, 이들의 곱을 계산하면 총 20개의 서로 다른 예측기간이 발생

한다. 예측기간마다 2개의 예측치를 포함하고 있어 개별예측치의 수는 

총 40개가 된다. 이처럼 1편의 연구라도 수십 개의 예측기간이 보고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Table 6. General characteristics of forecast horizon and forecasts 

included in the analysis 

PI Year 
Method2) 

(A) 

Prod3) 

(B) 

Day4) 

(C) 

FH 

(A*B*C) 

Forecast per FH 

(D) 

Forecast 

(A*B*C*D) 

Kim ES 1991 1 5 1 5 4 20 

Park HY 1993 1 3 1 3 4 12 

Kim HJ 1996 1 5 1 5 3 15 

Choi EY 1998 1 2 2 4 3 12 

Park HY 1998 1 3 1 3 4 12 

Park HY 2002 1 3 1 3 3 9 

Lee SY 2003 1 2 2 4 2 8 

Jo JG 2005 1 2 2 4 2 8 

Oh YH 2006 1 2 2 4 2 8 

Yang DH 2009 1 1 2 2 2 4 

Oh YH 2010 2 5 2 20 2 40 

Oh YH 2014 4 6 2 48 1 48 

Total    105  196 

Note:  1) PI=principal investigator, FH=forecast horizon.  

 2) trend fitting method 

 3) RN productivity 

 4) annual work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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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법론적 특성 

선정문헌에서 나타난 간호사 수요예측의 방법론 및 주요 가정은 

Table 7과 같다. 간호사 수요예측의 방법론은 의료이용량 추정과 간호사 

생산성 가정으로 크게 구분되어 분석이 진행되었다. 5년 간격의 1인당 

의료이용률의 추이를 분석하는 방법론과, 간호사 생산성에 대한 복수 가

정 간의 조합에 따라 간호사 수요는 결정되었다.  

12편의 연구 모두 의료이용 기반의 접근으로, 입원일수와 내원일수

의 추이 분석을 통해 의료수요를 추정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미세

한 차이는 있었으나 동일 연구자는 유사한 분석기법을 반복 사용하는 경

향이 있었다. 추세분석기법으로는 곡선추정(curve fitting)의 일종인 로

그함수와 로지스틱함수가 있었고, 연도를 제곱근 변환한 SQRT(square 

root) 모형이 다수 적용되었다. 이외에도 가장 단순한 형태인 평균증가

율법에서부터 시계열 분석에 대한 복잡한 통계지식을 필요로 하는 

ARIMA모형까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었다. 연간 근무일수에 대한 가정

을 보면, 과거에는 265일의 단일 가정을 적용해왔으나 이후 255일과 

265일의 복수 가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간호사 생산성에 대

한 가정은 1편의 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복수 가정을 적용하였으

며, 평균적으로 1편당 약 3개의 가정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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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자별 방법론 

수급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는 본인이 사용했던 방법론을 

반복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연구자들 간에는 방법론 면에서 공

통적인 특징이 다수 발견되었다. 연구자를 중심으로 방법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묶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김의숙 등(1991) 

관측기간은 1984~1990년(6년)이었고, 예측기간은 1995~2010년

(15년)이었다. 의료이용량의 추정은 박현애 등(1990)의 연구결과를 원

용하였다. 박현애 등(1990)의 연구를 보면, lin-log 회귀모형을 설정하

여 미래 의료이용률을 추정하였다. 이 모형은 직장⋅공교⋅지역 의료보험

과 의료보호 등의 의료보장종류별 1인당 의료이용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4세 이하 인구 비와 45세 이상 인구 비, 로그변환된 연도를 각각 독립

변수로 투입하는 방식이었다.  

간호사 생산성은 병원과 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로 나누어 총 5개

의 조합을 가정하였다. 우선 1989년 당시 생산성 기준으로 병원 간호사

의 경우 1인당 1일 입원환자 4.6명을, 의원 간호사의 경우 입원환자 

31.9명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병원과 의원의 간호사 모두 의료법 기

준을 적용한 경우와, 병원간호사에게만 의료법 기준을, 의원간호사에게

는 현재 생산성 기준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류체계에 근거한 

생산성 기준으로 병원과 의원의 간호사 모두 환자분류체계를 이용한 경

우와, 병원간호사에게만 환자분류체계 기준을, 의원간호사에게는 현재 

생산성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연간 근무일수 가정은 265일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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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현애 등(1993, 1998, 2002), 김화중 등(1996) 

박현애의 연구는 초기 간호사 인력 수급연구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김화중 등(1996)의 연구는 박현애의 연구와 공통점이 많았다. 호사 수

요추계는 크게 의료이용량 분석과 생산성 분석으로 양분되었고, 의료이

용량은 1인당 재원일수와 내원일수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되었다. 타 수

급연구와 가장 차이가 났던 점은 의료보장종류를 직장, 공교, 지역 의료

보험과 의료보호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조합방식으로 

운영되던 당시 건강보험체계의 특징을 반영한다. 미래 1인당 의료이용률

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연도를 로그변환(박현애 등, 1993)하거나 제

곱근 변환(김화중 등, 1996; 박현애, 1998; 박현애, 현수경, 한경자, 박

정호와 박성애, 2002)한 비선형 모형이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박현애 

등(2002)의 연구에서 미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수급추계

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 도입, 간호교

육기관 4년제 일원화, 남북통일 등의 시나리오에 따른 간호사 수급의 변

화를 분석하였다. 

4편 연구의 관측기간은 6~8년에 분포되어 있었고, 예측기간은 

10~15년의 범위에 있었다. 세부연구별로 보면, 박현애 등(1993)의 연

구에서 관측기간은 1984~1991년(7년)이었고, 예측기간은 1995~2010

년(15년)이었다. 김화중 등(1996)의 연구에서 관측기간은 1985~1994

년(9년)이었고, 예측기간은 1995~2010년(15년)이었다. 박현애(1998)

의 연구에서 관측기간은 1989~1995년(6년)이었고, 예측기간은 

2000~2015년(15년)이었다. 박현애 등(2002)의 연구에서 관측기간은 

1989~1999년(10년)이었고, 예측기간은 2005~2020년(15년)이었다. 

간호사 생산성 가정은 4편의 연구 모두 현재 생산성, 의료법기준, 

환자분류체계 기준 등 도합 3개였다. 현재 생산성 기준은 예측 당시의 

환자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각각 상이하게 산출되었는데, 박현애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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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2002년 연구의 경우, 각각 1990년 환자조사와 1999년 환자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현재 생산성 기준은 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5명이

거나 외래환자 60명이었다. 김화중 등(1996)의 현재 생산성 기준은 

1992년에 보고된 환자조사 자료를 토대로 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5.5명으로 산출되었고, 박현애(1998)에서는 1992년에 실시한 환자조사 

결과에 의해 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4명 혹은 외래환자 45명이 산

출되었다. 

환자분류체계에 의한 생산성 기준은 4편의 연구 모두 장현숙 등

(1992)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전국 145개 병원의 간호사 11,000

명을 대상으로 간호행위별 간호 시간을 조사한 연구로서, 환자분류체계

에 기반을 둔 간호사 생산성은 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1.5명 혹은 

외래환자 40명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추가하여 김화중 등(1996)의 

연구에서는 장현숙(1993)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중환자의 경우, 간호

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0.5명으로 가정하였다. 연간 근무일수 가정은 4

편의 연구에서 모두 265일을 적용하였다.  

 

(3) 최은영 등(1998), 이상영 등(2003), 조재국 등(2005) 

3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된 연구로 공통적인 특징은 다

음과 같았다. 간호사 생산성 가정으로 현재 생산성 1개와 의료법 기준 

1개를 적용하였는데, 3편의 연구 모두 현재 생산성 가정으로 최은영, 조

재국, 김진수와 이우백(1998)에서 사용한 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4명 또는 외래환자 45명을 채택하였다. 최은영 등(1998)은 1992년 환

자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4명 또는 외

래환자 45명의 현재 생산성을 산출한 바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연간 

근무일수 가정에서 255일과 265일 등 복수 가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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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량 분석단계에서는 개별연구마다 차이가 있었다. 최은영 등

(1998)의 연구에서 관측기간은 1990~1997년(7년), 예측기간은 

2002~2012년(10년)이었고, 분석자료로 의료보험연합회의 의료보험통

계연보 자료를 사용하였다. 기준연도는 1997년이었고, 의료보장종류별 

적용인구는 기준연도의 수준(건강보험: 96.5%, 의료급여: 3.5%)이 장래

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의원급 기관의 간호사 수요는 

간호조무사와의 대체 관계를 감안하여 산출되었는데, 의원급 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이용량 중 간호사의 비중(11.8%)만큼만 간호사 수요로 인

식하였다. 미래 의료이용량 추정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관측기간

의 의료보장 의료이용량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적용인구로 나누어 1인

당 입원⋅외래 의료이용률을 각각 산출하였다. 둘째, 건강보험의 1인당 

입원⋅외래 의료이용률은 연도를 제곱근 변환한 비선형모형으로 추정되었

고, 의료급여의 1인당 의료이용률은 건강보험 의료이용률의 연평균증가

율을 이용하여 간접 추정되었다. 셋째, 추정된 1인당 의료이용률에 예측

기간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적용인구수를 곱하여 의료보장 의료이용

량을 합산하였다. 최종적으로 의료보장 외 의료이용량을 보정하여 국민 

총 의료이용량을 예측하였다.  

이상영 등(2003)과 조재국 등(2005)의 연구는 방법론 면에서 거의 

흡사했다. 차이점은 이상영 등(2003)의 연구에서 관측기간은 

1990~2002년(12년), 기준연도는 2002년, 예측기간은 2008~2018년

(10년)이었고, 조재국 등(2005)의 연구에서 관측기간은 1990~2003년, 

기준연도는 2003년, 예측기간은 2008~2018년(10년)이었다는 점이다. 

이상영 등(2003)은 기존 수급연구를 고찰한 후, 의료이용량 추정 시 건

강보험과 의료급여 이외의 의료이용량, 즉 전액 자비,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의료이용량까지도 포함하여 총 의료이용량을 추정할 것을 강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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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의 연구 모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구분하여 성별, 연령별 1

인당 의료이용률을 추정하였는데, 이때 사용한 추세분석기법은 로지스틱 

곡선추정회귀모형이었다. 이상영 등(2003)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제도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발생한 의료이용 증가

분을 매년 일정 비율로 가산하여 추계하였다. 

 

(4) 양동현 등(2009) 

의료정책연구소의 지원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고, 기존 수급연구에서 

적용한 방법론을 두루 활용하면서도 비교적 단순하고 간편한 기법을 구

사했다. 분석자료의 관측기간은 2004~2007년(3년)이었고, 예측기간은 

2010~2020년(10년)이었다. 1인당 성별, 연령별 의료이용량의 추정을 

위해 이동평균법을 사용하였다.  

간호사 생산성 가정은 현재 생산성 기준 1개였다. 2005년 환자조사 

자료를 기초로 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5.4명 또는 외래환자 45.7명

으로 분석되었다.  

연간 근무일수 가정으로는 255일과 265일이 사용되었다. 간호사 

수요추계 결과를 보면, 265일 기준으로 했을 때 255일보다 간호사가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오류로 판단되었다. 동일한 의

료이용량과 간호사 생산성을 전제했을 경우, 연간 근무일수가 증가하면 

간호사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감안

하여 분석하였다. 

 

(5) 오영호 등(2006, 2010, 2014) 

최근 간호사 수급 연구를 도맡아 해온 연구자이다. 기존 연구자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의료이용 가중치의 적용, 가정 설정과 분석기

법의 다양성에 있다. 의료이용 가중치는 총인구수를 보정할 때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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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성별과 연령별 인구계층에 따른 1인당 의료이용률의 차이가 

반영된다. 이러한 방식은 인구규모의 변화뿐 아니라 인구구성의 변동까

지도 정교하게 반영하는 기법이다. 의료이용 추정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준연도의 총 의료이용량과 의료이용 가중치를 산출한다. 

이때의 의료이용량은 외래기준으로 전환된 수치이고, 이 과정에 건강보

험의 구성비와 입원외래 환산 지수를 적용한다. 둘째, 미래의 1인당 의

료이용률을 추정할 때 연평균 증가율 방법, 곡선추정회귀모형(로그함수, 

로지스틱함수), ARIMA모형 등 다양한 통계모형을 적용한다. 셋째, 의료

이용 가중치를 보정한 총인구수에 예측기간의 1인당 의료이용률을 곱한 

후, 궁극적으로 목표연도의 총 의료이용량을 추정한다. 이때 의료이용 

가중치에 의해 연령별 의료이용 차이는 이미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노령

화 기여분은 별도로 차감하게 된다. 이외에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가 의원급의 외래이용량에서는 대체 관계로 인식되어 간호조무사의 

비율만큼 차감하여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연구의 관측기간은 2001~2004년(3

년)이었고, 분석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연보와 의료

급여통계연보 자료였다. 의료이용가중치 분석의 기준연도는 2002년이었

고, 예측기간은 2010~2020년(10년)이었다. 2010년 연구의 관측기간은 

2003~2007년(4년), 기준연도는 2007년, 예측기간은 2015~2025년

(10년)이었다. 2014년 연구의 관측기간은 2003~2012년(9년), 기준연

도는 2012년, 예측기간은 2015~2030년(15년)이었다.  

2006년의 연구에서 간호사 생산성 가정은 현재 생산성 1개와 의료

법 기준이었다. 현재 생산성은 최은영 등(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

표를 그대로 적용하였는데, 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4명 또는 외래

환자 45명이었다. 연간 근무일수 가정으로는 255일과 265일이 적용되

었다. 반면, 2010년과 2014년의 연구에서 간호사 생산성 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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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범위에서 복수의 현재 생산성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 연구의 현재 생산성은 2007년 의료이용량에 근거하여 간호사 

1인당 1일 외래환자 52.78명이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20% 증가, 10% 

증가, 10% 감소, 20% 감소하였을 경우의 생산성 기준을 생성하였다. 이

와 비슷하게 2014년의 연구에서도 현재 생산성은 2012년 의료이용량에 

근거하여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외래환자 55.8명으로 산출되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10~20% 범위의 5개 현재 생산성 기준과 1개 의료

법 기준이 적용되었다. 3편의 연구 모두 연간 근무일수 가정은 255일과 

265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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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예측정확도와 예측편향 분석 

 

1) 일반적 특성 

가. 예측정확도 

본 연구의 분석단위인 예측기간은 총 105개였고, MAPE 평균은 

34.8%로 나타났다(Table 8). 중위수는 20.3%로 나타났으며, 최소 0.2%

에서 최대 191.3%를 보였다.  

2000년 이전 연구의 예측기간은 20개였고, 2000년 이후의 연구는 

85개로 표본 수에서 4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복수의 분석가정과 

기법을 조합하여 다수의 예측치를 보고하기 시작한 2000년대 연구동향

에서 기인한다. 전반적으로 2000년 이전의 연구는 이후 연구보다 예측

정확도가 떨어졌고, 예측정확도의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Mann-Whitney U 검정 결과, 예측생성연도에 따라 MAPE의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예측생성연도에 따른 MAPE 추이를 그래프로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측정확도가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 

 

Table 8. MAPE of included studies  

Classification 

FH MAPE (%) 

Total Mean SD U(p)2) min max 
Media

n 
IQR 

Total 105 34.8 38.0 
 

0.2 191.3 20.3 33.5 

1991~2000 

Studies 
20 61.3 51.4 

449.00 

(.001) 

6.8 191.3 47.6 70.3 

2001~2015 

Studies 
85 28.6 31.5 0.2 136.5 17.1 24.3 

Note: 1) FH=forecast horizon,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SD=standard deviation, IQR=interquartile range. 

 2)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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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APE by launch year 

 

나. 예측편향  

Figure 6과 같이 간호사 수요예측치(point) 상당수가 실제치(line)

보다 높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때, 기존 수급연구가 전반적으로 과다 예

측한 경향을 의심할 수 있다.  

 

 

Figure 6. Comparison between employed and forecasted 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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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편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 예측치가 44개(41.9%)였고, (-) 

예측치가 61개(58.1%)로 실제치보다 과대한 예측치가 더 많았다

(Table 9).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예측생성연도와 예측편향 간의 관련성

을 검정한 결과,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예측생성연도를 통제하지 

않더라도 요인별 예측편향 분석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9. Forecast bias of included studies  

Classification 
FH (-) forecast2) (+) forecast3) χ2 

(p) Total n % n % 

Total 105 61 100.0 44 100.0 
 

1991~2000 Studies 20 15 24.6 5 11.4 
2.90 

(.089) 
2001~2015 Studies 85 46 75.4 39 88.6 

Note: 1) FH=forecast horizon.  

 2) (-) forecast = actual < forecast 

 3) (+) forecast = actual > forecast 

 

2) 요인 간 상관성 분석 

연구자 요인과 방법론적 요인의 하부변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

과, 연구비 지원기관의 유형과 관측기간의 길이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

든 변수들간에 상관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 간호사 면허 보유 여부와 방법론적 요인의 관련성 

책임연구자의 간호사 면허 보유 여부와 방법론적 요인은 서로 관련

성이 있었다(Table 10). 간호사 생산성 가정을 보면, 간호사 면허가 있

는 연구자는 100% 환자분류체계 기준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간호사 면

허가 없는 책임연구원은 이 기준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 생산성 

가정을 주로 사용하였다. 근무일수 가정에서는 간호사 면허 미보유자는 

255일과 265일을 혼용해서 쓰는 반면, 간호사 면허 보유자에서는 255

일 가정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추세분석기법을 보면, 간호사 면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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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는 미래 의료이용량이 포화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는 제곱근 모

형과 로그모형만을 사용한 반면, 간호사 면허 미보유자는 이외에도 다양

한 기법을 구사하였다. 관측자료의 길이에서 간호사 면허 보유자는 

6~10년 구간에만 집중적으로 분포되었지만 면허 미보유자는 5년 단기

의 자료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측기간의 길이는 간호사 면허 

보유자는 11년 이상의 장기예측이 많았고, 간호사 면허 미보유자는 5년 

이하의 단기예측도 꽤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예측이라기보다는 예

측실현율이 100% 미달성된 예측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Table 10. Association between RN licensure of principal investigator 

and methodological factor 

Methodological factor 

RN licensure of PI 
Cramer 

V 

(p) 
Total 

without 

licensure 

with 

licensure 

n % n % 

RN productivity 

Current level 75 70 93 5 7 
.62 

(<.001) 
Law 23 16 70 7 30 

Patient classification 7 0 0 7 100 

Annual workdays 

255 days 43 43 100 0 0 .39 

(<.001) 265 days 62 43 69 19 31 

Trend-fitting method 

Square root, logarithm 35 16 46 19 54 
.67 

(<.001) 
Growth rate, MA, logistic 48 48 100 0 0% 

ARIMA 22 22 100 0 0% 

Length of past data 

1~5 years 26 26 100 0 0 
.33 

(.004) 
6~10 years 71 52 73 19 27 

11~15 years 8 8 100 0 0 

Length of forecast horizon 

1~5 years 68 68 100 0 0 

.91 

(<.001) 

6~10 years 14 14 100 0 0 

11~15 years 12 4 33 8 67 

16~20 years 11 0 0 11 100 

Note: PI=principal investigator, MA=moving average smoothing, ARIMA=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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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기관 유형과 방법론적 요인의 관련성 

연구기간 유형과 방법론적 요인의 모든 하부변수 간의 유의한 관련

성이 있었다(Table 11). 공공기관은 환자분류체계 생산성 기준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반면, 대학은 생산성 가정을 고르게 활용하였다. 반대로, 

근무일수 가정의 경우 공공기관은 255일과 265일 모두 사용하였으나 

대학은 265일만을 적용하였다. 대학은 선형증가의 추세분석을 거의 사

용하지 않은 반면, 공공기관은 선형증가를 자주 사용하였다. 관측자료의 

길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대체로 짧았고, 대학은 상대적으로 길었다. 예

측기간의 길이도 이와 비슷하였다.   

 

Table 11. Association between type of research institute and 

methodological factor  

Methodological factor 

Research institute Cramer 

V 

(p) 
Total 

Univ Public 

n % n % 

RN productivity 

Current level 75 7 9 68 91 
.58 

(<.001) 
Law 23 7 30 16 70 

Patient classification 7 7 100 0 0 

Annual workdays 

255 days 43 1 2 42 98 .37 

(<.001) 265 days 62 20 32 42 68 

Trend-fitting method 

Square root, logarithm 35 19 54 16 46 
.61 

(<.001) 
Growth rate, MA, logistic 48 2 4 46 96 

ARIMA 22 0 0 22 100 

Length of past data 

1~5 years 26 2 8 24 92 
.25 

(.039) 
6~10 years 71 19 27% 52 73 

11~15 years 8 0 0% 8 100 

Length of forecast horizon 

1~5 years 68 0 0 68 100 

.86 

(<.001) 

6~10 years 14 2 14 12 86 

11~15 years 12 8 67 4 33 

16~20 years 11 11 100 0 0 

Note: Univ=university, Public=public institute, MA=moving average smoothing,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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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비 지원기관 유형과 방법론적 요인의 관련성 

연구비 지원기관 유형과 방법론적 요인의 관련성은 Table 12와 같

다. 위에서 살펴본 대학과 공공기관 간의 관련성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

다. 전문 협회는 대학에 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반면, 공공기관은 대부

분 국책연구기관에 연구를 발주하기 때문이다. 단, 관측자료의 기간과 

연구비 지원기관의 유형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Table 12. Association between type of funding agency and 

methodological factor 

Methodological factor 

Type of funding agency Cramer 

V 

(p) 
Total 

Prof Public 

n % n % 

RN productivity 

Current level 75 6 8 69 92 
.45 

(<.001) 
Law 23 5 22 18 78 

Patient classification 7 5 71 2 29 

Annual workdays 

255 days 43 1 2 42 98 .30 

(.002) 265 days 62 15 24 47 76 

Trend-fitting method 

Square root, logarithm 35 14 40 21 60 
.49 

(<.001) 
Growth rate, MA, logistic 48 2 4 46 96 

ARIMA 22 0 0 22 100 

Length of past data 

1~5 years 26 2 8 24 92 
.19 

(.158) 
6~10 years 71 14 20 57 80 

11~15 years 8 0 0 8 100 

Length of forecast horizon 

1~5 years 68 0 0 68 100 

.70 

(<.001) 

6~10 years 14 2 14 12 86 

11~15 years 12 8 67 4 33 

16~20 years 11 6 55 5 45 

Note: Prof=professional association, Public=public institute, MA=moving average 

smoothing,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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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인별 예측정확도 분석 

가. 방법론적 요인에 따른 예측정확도 

(1) 간호사 생산성 가정 

전체적으로 볼 때, 예측 당시의 현재 생산성으로 가정하면 예측정확

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3). 의료법 및 환자분류체계에 근거한 기준

을 적용할 경우에는 MAPE가 각각 69.0%, 114.6%로 예측오차가 상당

히 크게 발생하였다. 생산성 가정 설정에 따른 유의성 차이는 2000년대 

이전과 이후 연구에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연구를 

보면, 환자분류체계 생산성을 적용할 시 MAPE 평균이 111%까지 치솟

았다. 2000년대 연구에서 환자분류체계를 이용한 표본은 1개에 불과했

다. 최근 추세는 현재 생산성과 의료법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연구에서 의료법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자분류체계와 유사하게 

MAPE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미루어볼 때, 현재 

생산성 이외의 가정 설정은 현실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Table 13. MAPE by RN productivity 

RN productivity FH MAPE (%) H or U 
(p) Total Mean SD 

Total2)     

Current levela 75 16.9 11.4 45.88 

(<.001) 

b,c>a 

Lawb 23 69.0 38.2 

Patient classificationc 7 114.6 46.9 

1991~2000 Studies2)     

Current levela 6 20.0 7.9 9.50 

(.009) 

c>a 

Lawb 8 55.0 41.2 

Patient classificationc 6 111.0 50.2 

2001~2015 Studies2)     

Current levela 69 16.6 11.6 29.14 

(<.001) 

b>a 

Lawb 15 76.5 35.8 

Patient classificationc 1 136.5 - 

Note: 1) FH=forecast horizon,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SD=standard deviation.  

 2) Kruskal-Wallis 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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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근무일수 가정 

연간 근무일수 가정에 따른 예측정확도 차이는 전체 연구를 대상으

로 하거나 예측생성연도별로 부집단분석을 수행하여도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Table 14). 1990년대 연구에서 255일 가정이 265일에 비

해 낮은 MAPE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14. MAPE by annual workdays 

Annual workdays FH MAPE (%) H or U 
(p) Total Mean SD 

Total2)     

255 days 43 27.2 29.7 1,550.50 

(.156) 265 days 62 40.1 42.3 

1991~2000 Studies2)     

255 days 2 22.2 2.7 27.00 

(.316) 265 days 18 65.6 52.4 

2001~2015 Studies2)     

255 days 41 27.5 30.5 930.50 

(.802) 265 days 44 29.6 32.7 

Note: 1) FH=forecast horizon,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SD=standard deviation.  

 2) Mann-Whitney U test 

 

(3) 추세분석기법 

전체 연구를 대상으로 추세분석기법에 따른 MAPE 분석결과, 

ARIMA모형은 로그모형과 제곱근모형 등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모형 보

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5). 평균증가율과 이동평균법 등

의 선형증가로 가정한 모형, 또는 로지스틱모형과 같이 중간에 급증하는 

구간이 있는 모형과 비교해볼 때 ARIMA모형은 특별히 우월한 예측력

의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2000년 이전의 추세분석기법은 제곱근 모형과 로그함수모형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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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두 모형 간의 MAPE 차이는 없었다. 2000년 이후의 연구로 

한정하면 추세분석기법이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나, 각 모형들 간의 유의

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15. MAPE by trend-fitting method 

Trend-fitting method FH MAPE (%) H or U 
(p) Total Mean SD 

Total2)      

Square root, logarithma 35 49.3 47.6 
7.84 

(.020) 

a>c 

Growth rate, MA, logisticb 48 31.5 33.7 

ARIMAc 22 19.0 17.6 

1991~2000 Studies3)     

Square root 12 44.1 36.3 67.00 

(.157) Logarithm 8 87.0 62.0 

2001~2015 Studies2)     

Square root, logarithm 15 33.4 38.1 

2.14 

(.344) 
Growth rate, MA, logistic 48 31.5 33.7 

ARIMA 22 19.0 17.6 

Note: 1) FH=forecast horizon,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SD=standard deviation, 

MA=moving average smoothing,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2) Kruskal-Wallis H test 

 3) Mann-Whitney U test 

 

 

(4) 관측기간의 길이 

관측기간별 예측정확도는 시간길이가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Table 16).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 확보가 오히려 예측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 발생시점의 시대

적 맥락요인이 예측정확도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2000년 이전 연구에서는 10년 이내의 관측기간만 존재하였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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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처리 없이 원자료 그대로 유의성 검정을 수행해보았으나 개별 관측

기간별 차이는 없었다. 반면, 2000년 이후 연구에서는 관측기간에 따른 

MAPE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동일

하였다. 11~15년의 관측기간이 1~5년과 6~10년에 비해 예측정확도가 

낮게 나타났다.  

 

Table 16. MAPE by length of past data 

Length of past data FH MAPE (%) H or U 
(p) Total Mean SD 

Total2)     

1~5 yearsa 26 17.1 11.5 15.51 

(<.001) 

c>a,b 

6~10 yearsb 71 35.8 39.0 

11~15 yearsc 8 83.8 43.3 

1991~2000 Studies2)     

6 years 8 86.5 62.9 
1.79 

(.410) 
7 years 7 36.7 27.4 

9 years 5 55.3 46.1 

2001~2015 Studies2)     

1~5 yearsa 26 17.1 11.5 16.23 

(<.001) 

c>a,b 

6~10 yearsb 51 25.8 27.7 

11~15 yearsc 8 83.8 43.3 

Note: 1) FH=forecast horizon,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SD=standard deviation.  

 2) Kruskal-Wallis 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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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측기간의 길이 

전반적으로 예측기간의 길이는 증가할수록, 즉 보다 먼 미래 시점을 

추정할수록 예측정확도는 감소하였다(Table 17). 2000년 이전 연구에서 

예측기간 범위는 11~15년과 16~20년만 존재하였는데, 두 예측기간 간

의 정확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에 반해, 2000년 이후 연구에서는 

예측기간별 MAPE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예측기간의 길이가 1~5년

인 경우가 6-10년인 경우 보다 예측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17. MAPE by length of forecast horizon 

Length of forecast horizon FH MAPE (%) H or U 
(p) Total Mean SD 

Total2)     

1~5 yearsa 68 20.3 19.5 
28.90 

(<.001) 

b,c,d>a 

6~10 yearsb 14 58.5 44.3 

11~15 yearsc 12 49.5 44.7 

16~20 yearsd 11 78.4 56.5 

1991~2000 Studies3)     

11~15 years 9 40.4 37.2 66.00 

(.230) 16~20 years 11 78.4 56.5 

2001~2015 Studies2)     

1~5 yearsa 68 20.3 19.5 17.53 

(<.001) 

b>a 

6~10 yearsb 14 58.5 44.3 

11~15 yearsc 3 76.9 62.8 

Note: 1) FH=forecast horizon,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SD=standard deviation.  

 2) Kruskal-Wallis H test 

 3)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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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자 요인에 따른 예측정확도  

Figure 7과 같이 개별연구자별 예측정확도를 살펴보면, 오영호

(2010)의 연구가 MAPE 20.3%로 예측오차가 가장 낮았고, 김의숙 등

(1991)의 연구가 MAPE 105.2%로 예측오차가 가장 높았다.  

 

 

Figure 7. MAPE by researcher 

 

총 8명의 연구자 가운데 MAPE 30% 이상인 연구자는 6명(75%)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다수 수급연구자는 예측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 내

릴 수 있다. 앞서 예측정확도 분석시 전체 MAPE 평균이 34.8%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타 연구자보다 예측정확도가 월등하고 다수의 예측기간

을 보고한 오영호 등(2010, 2014)의 연구결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로 오영호의 최근 2편과 나머지 연구자의 10편을 비교 분석해보았는데, 

2편의 연구에서만 68개의 예측기간이 보고되었고, 그 외 연구를 모두 

합쳐도 37개에 불과했다. 그뿐만 아니라, 오영호 2편의 MAPE 평균은 

20.3%로 나타났지만, 그 외 10편의 연구 MAPE 평균은 61.5%로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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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게 나타났다. 오영호의 연구가 높은 MAPE 평균치를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수급연구의 전반적인 예측정확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오인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1) 책임연구원의 간호사 면허 보유 여부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책임연구자는 MAPE 72.1%로 면허 미보유자

보다 예측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8). 간호사 면허 미

보유자는 전체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의 예측정확도를 보였는데, 이들은 

보건경제나 정책부문에서 주로 활동하는 전문가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예측생성연도를 통제하면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18. MAPE by RN licensure of principal investigator 

RN licensure of PI FH MAPE (%) H or U 
(p) Total Mean SD 

Total2)     

without RN licensure 86 26.6 28.3 1,272.00 

(<.001) with RN licensure 19 72.1 52.8 

1991~2000 Studies2)     

without RN licensure 4 21.7 4.9 49.00 

(.122) with RN licensure 16 71.1 53.1 

2001~2015 Studies2)     

without RN licensure 82 26.8 29.0 186.00 

(.144) with RN licensure 3 76.9 62.8 

Note: 1) PI=principal investigator, FH=forecast horizon,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SD=standard deviation. 

 2)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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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기관 유형 

연구기관 유형에 따른 예측정확도는 공공기관이 대학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19). 그러나 시간 요인을 통제하였을 경우 MAPE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Table 19. MAPE by type of research institute 

Type of research institute FH MAPE (%) H or U 
(p) Total Mean SD 

Total2)     

Public institute 84 26.4 28.6 388.00 

(<.001) University 21 68.3 51.5 

1991~2000 Studies2)     

Public institute 4 21.7 4.9 15.00 

(.122) University 16 71.1 53.1 

2001~2015 Studies2)     

Public institute 80 26.7 29.3 96.00 

(.052) University 5 59.1 50.6 

Note: 1) FH=forecast horizon,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SD=standard deviation.  

 2)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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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비 지원기관의 유형 

연구비 지원기관 유형별 MAPE를 분석한 결과, 전문협회에서 발주

한 연구가 공공기관보다 예측정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Table 20). 그

러나 예측생성연도를 통제할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 유형별로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0. MAPE by type of funding agency 

Type of funding agency FH MAPE (%) H or U 
(p) Total Mean SD 

Total2)     

Professional association3) 16 56.8 40.1 364.00 

(.002) Public institute 89 30.9 36.5 

1991~2000 Studies2)     

Professional association3) 11 59.1 50.6 50.00 

(1.000) Public institute 9 68.1 66.7 

2001~2015 Studies2)     

Professional association3) 5 59.1 50.6 96.00 

(.052) Public institute 80 26.7 29.3 

Note: 1) FH=forecast horizon,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SD=standard deviation.  

 2) Mann-Whitney U test 

 3) Include Korean Nurses Association and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KMA’s samples were only two forecasts in the period 2001-2015. 

 

4) 요인별 예측편향 분석 

방법론적 요인과 예측편향 간의 관련성을 보면, 간호사 생산성 가정, 

관측기간의 길이. 예측기간의 길이는 예측편향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근무일수 가정과 추세분석기법은 예측편향과 관련이 없었다(Table 21).  

간호사 생산성 가정에서 현재 생산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예측치는 

예외 없이 과소추정한 값이었고, 반면 환자분류체계와 의료법 기준의 예

측치는 전부 과다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기간의 길이가 6-10년인 예측치는 주로 과소추정으로,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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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인 예측치는 과대추정과 관련이 있었다. 예측기간의 길이에서는 5년 

이하인 예측치 대부분이 과소추정으로, 반면 5년 이상인 예측치는 과대

추정으로 쏠려 있었다.  

연구자 요인과 예측편향 간의 관련성을 보면,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연구자는 예측치를 과다추정

하는 경향이 있었고, 간호사 미보유자는 예측치를 과소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기관 유형과 예측편향의 관련성에서는 대학은 간호사 수요

를 과다하게 예측하는 경향이, 공공기관은 간호사 수요를 과소 예측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비 지원기관의 유형을 보면, 전문협회 발주의 연

구가 과다예측을, 공공기관 발주의 연구가 과소예측을 하는 것과 관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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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Forecast bias by methodological and researchers’ factor 

Factor 
FH (-) forecast2) (+) forecast3) χ2 

(p) Total n % n % 

Methodological factor  
 

 
 

  

RN Productivity  
 

 
 

  

Current level 75 31 50.8 44 100.0 
30.30 

(<.001) 
Law 23 23 37.7 0 0.0 

Patient classification 7 7 11.5 0 0.0 

Annual workdays       

255 days 43 24 39.3 19 43.2 0.16 

(.693) 265 days 62 37 60.7 25 56.8 

Type of trend-fitting method       

Square root, logarithm 35 22 36.1 13 29.5 
1.88 

(.391) 
Growth rate, MA, logistic 48 29 47.5 19 43.2 

ARIMA 22 10 16.4 12 27.3 

Length of past data       

1~5 years 26 16 26.2 10 22.7 
6.94 

(.031) 
6~10 years 71 37 60.7 34 77.3 

11~15 years 8 8 13.1 0 0.0 

Length of forecast horizon       

1~5 years 68 32 52.5 36 81.8 

10.69 

(.014) 

6~10 years 14 12 19.7 2 4.5 

11~15 years 12 8 13.1 4 9.1 

16~20 years 11 9 14.8 2 4.5 

Researchers’ factor        

RN licensure of PI       

without RN licensure 86 46 75.4 40 90.9 4.14 

(.042) with RN licensure 19 15 24.6 4 9.1 

Type of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21 17 27.9 4 9.1 5.63 

(.018) Public institute 84 44 72.1 40 90.9 

Type of funding agency       

Professional association 16 13 21.3 3 6.8 4.16 

(.041) Public institute 89 48 78.7 41 93.2 

Note: 1) FH=forecast horizon, PI=principal investigator, MA=moving average 

smoothing,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2) (-) forecast = actual < forecast 

 3) (+) forecast = actual >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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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Table 22와 같다. 예측정확도를 보면, 

예측생성연도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방법론적 요인 중에서는 추세분

석기법별로, 연구자 요인 중에서는 모든 하부변수별로 예측정확도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예측생성연도를 통제하였을 경우 유의하지 않았

다. 예측편향을 보면, 방법론적 요인 중에서 간호사 생산성, 관측기간의 

길이, 예측기간의 길이는 예측편향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반면에 연

간 근무일수 가정과 추세분석기법은 예측편향과 관련이 없었다. 연구자 

요인에서는 모든 하부변수가 예측편향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예측생성연도를 통제하더라도 유의성이 변하지 않았던 변수는 간호

사 생산성, 관측기간의 길이, 예측기간의 길이였다. 이들 변수는 간호사 

수요예측의 정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짐작된다.  

 

Table 22. Significance of variable affecting forecast accuracy and 

forecast bias 

Factor 
Forecast accuracy Forecast 

bias No2) Yes3) 

Methodological factor    

RN productivity (+) (+) (+) 

Annual workdays NS NS NS 

Trend-fitting method (+) NS NS 

Length of past data (+) (+) (+) 

Length of forecast horizon (+) (+) (+) 

Researchers’ factor    

RN licensure of PI (+) NS (+) 

Type of research institute (+) NS (+) 

Type of funding agency (+) NS (+) 

Note: 1) (+)=significant, NS=not significant. 

 2) Did not consider the control variable (launch year). 

 3) Did consider the control variable (laun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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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간호사 수요예측모형 

 

 

1)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예측정확도 결정요인을 토대로 간호사 수요추계

모형을 개발하였고 모형적합도 검정과 기존 수급연구자의 방법론과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원칙은 다음과 같다.  

 

 분석자료는 자료접근에 제약이 없고 구득 가능한 통계로 한다. 

 분석방법으로 단순선형모형에 의한 추세분석기법, 현재 간호사 

생산성 기준, 보편적인 근무일수 가정(265일)을 적용한다. 

 간호사 생산성의 현실적 측정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간

호사 생산성 수준을 파악한다.  

 관측기간과 예측기간의 길이에 따른 예측정확도의 변화를 분석

한다. 

 

위 원칙에 따라 Figure 8과 같이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절차

는 간호사 업무량과 간호사 생산성 분석으로 나뉜다. 간호사 업무량 분

석을 위한 자료는 통계청에 보고된 건강보험통계연보였다. 간호사 업무

량 분석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으로 발생한 진료형태별, 의

료기관 종별 연간 입내원일수는 건강보험 외 의료이용량(전액자비, 산재

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었고, 입원외래 환산지수를 통

해 입원기준 총 의료이용량을 산출하였다. 둘째, 입원기준 총 의료이용

량은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비중을 감안하여 간호사 업무량으로 전환되

었다. 셋째, 과거치를 분석하여 h시점 후의 간호사 업무량을 예측하였다.  

간호사 생산성 분석은 일일 단위로 조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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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5년, 2008~2016년 환자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분석단

계는 간호사 업무량 분석과 유사하였고, 의료기관 종별로 간호사 생산성

을 세분화하여 예측하였다.  

미래 간호사 수요는 h시점의 간호사 업무량을 간호사 생산성과 연

간 근무일수의 곱으로 나누어 최종 산출되었다. 이때 연간 근무일수 가

정은 265일을 사용하였다.   

 

 

Figure 8. RN demand forecasting model in this study 

 

분석모형의 핵심은 간호사 수요예측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간호사 업무량을 산출하고,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생산성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요양기관 종별로 세분하여 

간호사 생산성을 추정한 데 있으며, 의료이용량도 국민의 1인당 의료이

용률의 추정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총량의 시계열적 변화에 주

목하였다. 간호수요는 간호서비스의 특성상 외래수요에 비해 입원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하고, 간호사 인력에 대한 수요는 의료기관에 따라

서는 간호조무사 인력과 대체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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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생산성은 환자량, 간호요구도, 활동간호사의 저량규모, 간호사 근

로조건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나, 의료기관 종별로 생산성 수준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관측기간과 예측기간의 길이

를 변수로 하여 예측정확도에 미치는 시간 효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분

석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존 연구자의 주요 방법을 

재현하여 예측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분석의 시간범위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로 하였다. 관측기간의 

길이는 최소 3년~최대 12년으로 잡고, 예측기간의 길이는 최소 1년~최

대 10년으로 하였다. 기준연도를 2007년부터 1년씩 늘려가며 설정하였

고, 그에 따라 관측기간과 예측기간도 길이가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기

준연도가 2007년일 경우 관측기간은 최소 3년이기 때문에 2004~2007

년으로 설정되고, 예측시점은 2008년(h+1시점), 2009년(h+2시점) 등 

1년 단위로 증가시키면서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간호사 수요추계 과정은 Table 23과 같다.  

 

Table 23. RN demand forecasting process in this study 

Step Variable Formula  Description 

1 Adjustment 

to total 

utilization 

Q  

 

(health 

utilization,  

unit: day) 

𝑎𝑑𝑗 𝑄𝑗𝑖 =
Qji

A𝑖
 

 

 

 

 

(1) • adj Q: adjusted 

health utilization 

• i = type of treatment 

(1=inpatient, 

2=outpatient) 

• j = type of medical 

facilities (1=general 

hospital1), 

2=hospital2), 

3=clinic, 4=etc3))  

• A: proportion of 

health insurance in 

the payment of 

treatment 

• c: conversion index 

to adjust outpatients 

to inpatients (=12) 

𝑎𝑑𝑗 𝑄𝑗 

= 𝑎𝑑𝑗 𝑄𝑗1 + 
𝑎𝑑𝑗 𝑄𝑗2

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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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Variable Formula  Description 

2 Analysis of 

RN 

workload in 

the past 

NW 

 

(RN 

workload,  

unit: 

inpatient) 

𝑁𝑊𝑗 

= 𝑎𝑑𝑗 𝑄𝑗 ×
𝑅𝑁𝑗

(𝑅𝑁 + 𝐴𝑁)𝑗
 

(3) • RN: registered nurse 

• AN: nurse assistant 

3 h-ahead 

forecast of 

RN 

workload  

Linear 

model 
y =   𝑁𝑊𝑗,𝑡+ℎ   

 

𝑥 = ℎ  

(4) • t: baseline year 

• n: the number of 

years in the past data 

period 

• h: h-ahead years 

from t 

   𝑦 = 𝑎 + 𝑏𝑥 

 

a =  �̅� − 𝑏�̅� 

 

b =  
∑(𝑥 − �̅�)(𝑦 − �̅�)

∑(𝑥 − �̅�)2
 

(5) • a, b: parameters of 

linear model 

4 Analysis of 

RN 

productivity 

in the past 

P 

 

(RN 

productivi

ty,  

unit: 

patient per 

workday) 

𝑇𝑃𝑡𝑗 = 𝑇𝑃𝑡𝑗1 + 
𝑇𝑃𝑡𝑗2

𝑐
 

(6) • TPt: total patient 

volume per day 

• c: conversion index 

to adjust outpatients 

to inpatients (=12) 

𝑎𝑑𝑗 𝑇𝑃𝑡𝑗

= 𝑇𝑃𝑗 ×
𝑅𝑁𝑗

(𝑅𝑁 + 𝐴𝑁)𝑗
 

(7) • adj TPt: conversion 

to RN workload 

• RN: registered nurse 

• AN: nurse assistant 

𝑃𝑗 =
𝑎𝑑𝑗 𝑇𝑃𝑡𝑗

𝑅𝑁𝑗 ×
𝑊

365

 
(8) • W: annual workdays 

 

5 h-ahead 

forecast of 

RN 

productivity 

 y =  𝑃𝑗,𝑡+ℎ  

 

𝑥 = ℎ 

(9)  

 Linear model  𝑦 = 𝑎 + 𝑏𝑥 

 

b =  
∑(𝑥 − �̅�)(𝑦 − �̅�)

∑(𝑥 − �̅�)2  

 

a =  �̅� − 𝑏�̅� 

(10) • a, b: parameters of 

linear model 

6 h-ahead 

forecast of 

RN demand 

D  

 

(RN 

demand,  

unit: 

person) 

𝐷𝑡+ℎ = ∑
𝑁𝑊𝑗,𝑡+ℎ

𝑃𝑗,𝑡+ℎ × 𝑊
𝑗

 

 

(11) • NW: RN workload 

• P: RN productivity 

• W: annual workdays 

 

7 Model 

fitness test 

MAPE 

(unit: %) 

𝑀𝐴𝑃𝐸 ℎ

=  
100

ℎ
∑ |

𝐴𝑡+ℎ − 𝐹𝑡+ℎ

𝐴𝑡+ℎ
|

𝑡

 

(12) • A: actual value of 

employed RN   

• F: h-ahead forecast 

of RN demand  

 

Note: 1) Include tertiary hospital. 

 2) Include long-term care hospital. 

 3) Dental hospital and clinic, oriental medicine hospital and clinic, midwifery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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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호사 업무량 추정  

하첨자 i는 진료형태를 의미하고 입원과 외래로 구분된다. 하첨자 j

는 의료기관 종별을 나타내며, 종합병원, 병원, 의원, 기타로 분류하였다. 

종합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통계가 포함되고, 병원에는 요양병원 통계가 

포함된다. 기타 의료기관은 간호사의 비중이 낮은 곳으로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조산원 등이 있다.  

의료이용량에 대한 분석자료가 건강보험통계연보이었으므로 내원일

수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발생한 연간 수치이다. 이를 국민 총 의료이용

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외 의료이용량(전액 자비,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을 포함해야 한다. 환자조사 자료의 진료비 지불비중

을 활용하여 보정하였다(Table 24). 환자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연도는 

인접연도의 자료값을 대용하였다. 입원/외래별 각 연도의 건강보험 내원

일수량을 해당연도의 보정지표(adjustment index, A)로 나누어 총 입원

/외래의료이용량으로 전환하였다. 입원외래환산 지수(coversion index, c)

는 외래의료이용량을 입원의료이용량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이

다. 의료법 기준에 따르면, c=12이다. 즉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

명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입원외래 환산지수는 입원과 의료이용량의 상

대적 차이에 따라 업무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민감도 분석에서 이

를 고려하였다.  

총 의료이용량으로부터 간호사 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

별 간호사 비중을 곱하였다. 간호사 비중의 반영 여부는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 간의 관계를 대체관계로 보느냐 보완관계로 보느냐에 대한 인식

과 관련되어 있다. 간호사 비중의 반영은 간호사가 거의 없는 ‘기타’ 기

관(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조산원)에만 일차적으로 적용하였고, 상위 

의료기관으로 점차 확대 적용한 것은 민감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의료기

관 종별 h시점의 간호사 업무량은 시간에 대한 선형회귀모형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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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Table 24. Adjustment index by type of treatment 

Year Inpatient(A1) Outpatient(A2) Details 

2004 0.712 0.865 The 2005-year data 

2005 0.712 0.865  

2006 0.712 0.865 The 2005-year data 

2007 0.771 0.857 The 2008-year data 

2008 0.771 0.857  

2009 0.790 0.867  

2010 0.800 0.863  

2011 0.809 0.866  

2012 0.823 0.871  

2013 0.828 0.859  

2014 0.818 0.849  

2015 0.848 0.867  

2016 0.825 0.849  

2017 0.825 0.849 The 2016-year data 

Source: 2008-2010 Patient Surve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나. 간호사 생산성과 수요 추정 

간호사 수요 추정의 두 번째 단계는 간호사 생산성이다. 분석방법은 

간호업무량 추정방식과 유사하게, 입원환자기준으로 환자량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비중을 고려하였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대

체관계 설정은 예측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에 

포함했다. 

환자조사가 하루 동안 환자량과 종사자수를 조사하는데, 보고된 간

호사 수가 모두 실제 간호업무에 투입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당일 비번이

나 휴가로 빠진 인원이 있다면 실근무 시간에서 제해야 한다. 확인결과, 

종사자 수는 휴무일수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모든 상근직과 비

상근직을 집계한 통계였다. 이에 연간 근무일수 가정을 사용하여 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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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실근무 일수를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 h시점의 간호사 생

산성은 단순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추정되었다.  

미래 h시점의 간호사 수요는 연간단위의 간호사 업무량 추정치를 

연간 단위의 간호사 생산성으로 나눠줘야 한다. 일일 단위의 간호사 생

산성 추정치에 연간 근무일수를 곱해주었다.  

 

3) 예측정확도   

가. 모형 평가 

간호사 수요예측모형의 예측정확도를 MAPE를 중심으로 평가하였

다. 총 220개의 예측기간이 산출되었는데, 이 중 이상값 11개를 제외하

고 최종 분석대상은 209개였다. 간호사 수요예측치의 예측정확도를 분

석한 결과, MAPE 평균 9.9%로 나타났고 최소 0.04%에서 최대 37.7%

까지의 분포를 보였다(Table 25). 중위수 8.3%, 사분위수범위 6.9%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본 연구의 간호사 수요예측모형의 

정확도는 전반적으로 기존 연구 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Table 

25). 특히 간호사 업무량의 MAPE는 3.6%로 확인되었고 변이폭도 크

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예측모형이 간호사의 업무량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간호사 생산성의 MAPE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

다.  

Figure 9와 같이 실제치보다 과소예측한 것 보다 과다예측한 추정

치가 많았는데, (-)예측치가 전체의 69.9%를 차지하였다. 예측치의 산

포도를 볼 때, 대부분은 실제치 주위에 집중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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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MAPE of RN demand forecasting model 

Variable 
MAPE 

Mean SD min max Median IQR 

Demand 9.9 7.1 0.04 37. 7 8.3 6.9 

Workload 3.6 1.9 0.02 9.8 3.4 2.8 

Productivity       

GH2) 8.9 5.6 0.1 29.0 7.9 7.2 

H3) 18.2 14.3 0.2 54.6 15.6 20.6 

C4) 17.0 12.6 0.3 68.8 13.0 14.9 

Others5) 7.9 4.9 0.1 23.1 7.6 5.7 

Note: 1)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SD=standard deviation, IQR=interquartile range.  

 2) GH=general hospital 

 3) H=hospital 

 4) C=clinic  

 5) Others=Dental hospital and clinic, oriental medicine hospital and clinic, 

midwifery facility. 

 

 

Figure 9. Comparison between actual and forecasted RN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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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은 기준연도에 따른 예측정확도 추이를 나타내는 그림이

다. 2011년 MAPE가 유독 돌출되어 평균 이상의 값을 보였고, 나머지 

연도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값을 보였다.  

 

 

Figure 10. MAPE by baseli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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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간에 따른 예측정확도는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예측정확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11). 특히 8년 이상의 관측기간에서는 

MAPE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모형의 설명력이 그다지 높

진 않았다(R2=0.118).  

 

 

Figure 11. MAPE by length of past data  

  



 

 99 

예측기간의 길이에 따른 MAPE는 Figure 12와 같다. 예측시점이 

길어질수록 예측정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미미하

였다.  

 

Figure 12. MAPE by h-ahead forecast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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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관련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6과 같다. 

기준연도가 증가할수록, 관측기간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간호사 수요에 

대한 MAPE가 낮아지는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예측 당시 시점

과 분석에 사용된 자료길이가 예측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able 26. Association between time-related factors  

Variable r (p) 

MAPE of RN 

demand 

Baseline 

year 

Length of 

past data 
Target year 

h-ahead 

forecast 
.08 

(.251) 

-.50 

(<.001) 

-.28 

(<.001) 

.35 

(<.001) 

MAPE of RN 

demand 
 -.17 

(<.001) 

-.34 

(<.001) 

-.12 

(.095) 

Baseline year 
  .55 

(<.001) 

.63 

(<.001) 

Length of past 

data    .34 

(<.001) 

 

나. 민감도 분석 

요양기관 종별 간호사 비중의 반영 여부와 입원외래환산 지수의 변

화에 따라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양기관 종별 간호사 비중의 반

영여부는 간호사 비중을 기타에만 적용한 경우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분석범위를 넓혔을 경우와 비교 분석하였다. 입원외래환산 지수

(c)는 c=12에서 감소한 경우와 증가한 경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요양기관 종별 간호사 비중을 기타기관에만 적용한 경우와 c=2에서 가

장 낮은 MAPE 값(7.1%)을 보였고, 요양기관 종별 간호사 비중을 병원, 

의원, 기타에 적용한 경우와 c=16에서 가장 높은 MAPE 값(38.2%)을 

보였다(Table 27). 전반적으로 c가 감소할수록 예측정확도가 좋았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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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관 종별 간호사 비중은 기타에만 적용하거나 전혀 적용하지 않을 때 

예측정확도가 높았다.  

 

Table 27. Sensitivity analysis  

c 

MAPE 

Inclusion of RN proportion 

GH2), H3), C4), 

Others5) 

H3), C4), 

Others5) 

C4), 

Others5) 
Others5) Exclude All 

2 9.5% 10.7% 8.5% 7.1% 7.1% 

4 10.9% 12.4% 9.9% 7.8% 7.8% 

6 12.0% 13.6% 10.8% 8.5% 8.5% 

8 12.8% 14.5% 11.5% 9.1% 9.1% 

10 13.4% 15.2% 12.1% 9.5% 9.5% 

12 14.0% 15.7% 12.7% 9.9% 9.9% 

14 14.5% 16.3% 13.2% 10.2% 10.2% 

16 36.4% 38.2% 35.1% 10.5% 10.5% 

18 15.2% 17.0% 13.9% 10.7% 10.7% 

20 15.7% 17.6% 14.4% 10.9% 10.9% 

22 15.9% 17.8% 14.6% 11.1% 11.1% 

24 16.1% 17.9% 14.7% 11.2% 11.2% 

Note: 1)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c=conversion index to adjust outpatient to inpatient. 

 2) GH=general hospital 

 3) H=hospital 

 4) C=clinic  

 5) Others=Dental hospital and clinic, oriental medicine hospital and clinic, 

midwifery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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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 수급연구와 비교: 예측력 

간호사 수급연구의 대표적 두 연구자(박현애, 오영호)의 방법론을 

재현하고, 그 결과를 본 연구모형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동일한 시계열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개별 연구자가 주

로 사용한 방법론을 재현하여 분석한다. 셋째, 동일한 예측시점까지 예

측을 실시한다. 넷째, 예측결과를 MAPE로 비교하여 예측력의 우위를 

평가한다.  

예측기법 이외에 조건은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관측기간은 

2004~2012년(8년), 기준연도는 2012년, 예측기간은 2017년까지로 하

였다. 분석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 연보와 환자조사 자료였다. 간호사 

수요의 실제치로는 통계청에 보고한 건강보험심사평가연보의 요양기관 

종별 인력현황 자료를 이용한다.  

박현애의 수요예측법을 다음과 같이 재현하였다. 의료보장종류별 입

원/외래내원일수와 적용인구를 이용하여 적용인구 1인당 의료이용률을 

구하였다. 1인당 의료이용률의 과거 추이를 분석하여 미래 h시점의 1인

당 의료이용률을 추정하는데, 이때 주로 사용하는 추세분석기법은 다음 

식과 같다.   

 

 𝑌𝑡 = 𝑎 + 𝑏√(𝑡 − 𝑝)  

 

Yt는 t연도의 1인당 의료이용률을 의미하고, a는 모형의 상수, b는 

모형의 계수이고, t는 목표시점, p는 관측연도의 초기값에서 -1한 값이다. 

이 모형은 SQRT 모형, 제곱근 모형, 비선형모형 등과 같이 명명되어왔

다. 해법은 t, p가 주어졌을 때, 잔차의 제곱합 즉, 예측치(𝑌�̂�)와 실제치

(𝑌𝑡) 간의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a, b를 찾는다. 이후 산출된 a, b를 공식

에 집어넣고 미래 h시점을 t변수에 투입하여 1인당 의료이용률을 추정

해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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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h시점의 의료이용률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여 h

시점의 인구수를 곱하면 h시점의 총의료이용량이 산출된다. 간호사 생산

성은 환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박현애 등(2002)의 연구에 기술된 간호

사 생산성 추정과정을 재현함으로써 추계되었다. 추정 결과, 간호사 생

산성은 입원환자 4.1명 또는 외래환자 55.1명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

로 의료보장상태별 의료이용량을 간호사 생산성(×연간 근무일수 265일)

으로 나누어주면 간호사 수요가 도출된다.  

오영호의 수요예측법을 다음과 같이 재현하였다. 여러 수요예측법 

중 ARIMA를 대표적으로 선택하였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의료이

용가중치를 이용하여 기준연도의 입원, 외래 1인당 의료이용률을 산출한

다. 미래 h시점 1인당 의료이용률을 ARIMA로 추정한다. 추정된 1인당 

의료이용률을 미래 h시점의 인구수로 곱한다. 이때 의료이용가중치도 같

이 곱한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의료이용량은 노령화 등의 연령효과가 중

복 계산되기 때문에 기준연도 대비 증가한 의료이용률에서 노령화 기여

분을 차감한다. 간호사 생산성은 오영호 등(2014)에서 제시한 2012년 

현재 생산성 기준 55.8명(외래환자)을 적용하였다.  

Figure 13과 같이 ARIMA 모형식별을 위해 입원과 외래로 각각 나

누어 ACF(autocorrelation function)와 PACF(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를 체크하였다. ARIMA(0,1,0)로 확인되었고, 확률적 추세형태

를 띄었다. 입원의 경우 아카이케 정보기준(AIC) -18.48, 베이지안 정

보기준(BIC) -18.2로 확인되었고, 외래의 경우 AIC 5.63, BIC 5.79로 

확인되었다.  

 



 

 104 

 
Figure 13. Model identification of ARIMA by type of treatment   

  



 

 105 

최종적으로 두 연구자의 방법론에 따른 예측결과를 본 연구모형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두 연구자의 방법론에 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의 예측력이 우월하였다(Table 28).  

 

Table 28. Comparison of MAPE between forecasting models 

Model 

(h) 
t 

Actual  

(At) 

Forecast  

(Ft) 
(At-Ft)/At APE MAPEh 

Park 

HY 
      

h1 2013 130,386 188,365 -44% 44% 44% 

h2 2014 142,752 195,532 -37% 37% 41% 

h3 2015 153,721 202,309 -32% 32% 38% 

h4 2016 174,580 208,758 -20% 20% 33% 

h5 2017 178,827 214,921 -20% 20% 31% 

Oh  

YH 
      

h1 2013 130,386 142,517 -9.3% 9.3% 9% 

h2 2014 142,752 155,821 -9.2% 9.2% 9% 

h3 2015 153,721 169,612 -10.3% 10.3% 10% 

h4 2016 174,580 183,714 -5.2% 5.2% 9% 

h5 2017 178,827 198,648 -11.1% 11.1% 9% 

This 

study 
      

h1 2013 130,386 136,387 -5% 5% 5% 

h2 2014 142,752 143,615 -1% 1% 3% 

h3 2015 153,721 150,959 2% 2% 2% 

h4 2016 174,580 158,434 9% 9% 4% 

h5 2017 178,827 166,053 7% 7% 5% 

Note: h=h-ahead forecast, t=target year, At=actual value at t, Ft=forecasted 

value at t, APE=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h=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for h-ahead forecast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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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예측오차의 유형 및 원인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간호사 수요예측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예측오차의 유형 및 원인을 정리하였다. 예측오차의 유형은 

크게 현존 자료의 질과 자료의 신뢰성, 모형의 한계, 모형 내 한계, 정치

적 이해, 관행 및 기관 문화 편의로 구분하였다.  

현존자료의 질과 자료의 신뢰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통계이

다.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출산율,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가정에 따라 총

인구 수, 성별⋅연령별 인구 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우해봉, 2009). 

둘째, 의료이용 통계이다.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인구수 및 가입률, 건

강보험 외 의료이용량(전액 자비,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성별⋅연

령별 1인당 입원일수 및 외래일수 등에서 측정오차가 있을 수 있다. 셋

째, 간호사 인력 통계이다. 면허등록간호사 수, 의료기관별 활동간호사 

수, 전문간호사 수에서 중복 집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간호사 생

산성 통계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로는 연간 근무일수, 간호사 1인당 1일 

담당 환자량에 대한 조사가 있다.  

모형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향식 접근의 한계이다. 이 접근

법으로는 환자단위, 의료기관단위, 지역단위 등의 미시적 관점이 부족하

고 노동시장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 당사자(환자

단체, 간호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의 참여와 논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어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저하된다. 둘째, 총량 분석의 한계이다. 지역별⋅의

료기관별 간호사의 불균등 분포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고, 인력부족률, 

공석률 등 노동시장 주체의 역동적인 행위와 반응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의료기관 경쟁, 경영효율화, 재정이 간

호사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힘들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간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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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관의 정원한계와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 간호학과 졸업생의 취업선

호도 변화를 파악하기 힘들다. 셋째, 모형의 한계로 정태적 구조가 있다. 

다양한 외생변수의 영향과 변수간의 상호인과성에 둔감하고, 경제환경 

및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에 신속대응하기 힘들다. 과거에 비해 간호사의 

위상과 역할이 증대된 만큼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 증진, 여

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 정

태적 구조로는 정부정책의 개입효과를 분석하기 힘들다. 그동안 간호인

력정책은 격변해왔다. 간호학과 입학정원증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

기관 인증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안전법이 대표적인 정책변화이

다. 또한 간호전문직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간호성과에 대한 

연구와 근거기반의 실무가 강화되고,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 지역사

회 및 공공보건분야의 확장, 다학제적 접근의 요구도가 증진되어 왔다. 

넷째, 모형의 결정론적 시각으로 인한 한계이다. 점 추정(point 

estimates)에 의한 결과 보고는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방식이다.   

모형 내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절한 검증절차가 있었다. 수

급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부재하고, 수급추계의 목적이 전반적으

로 불분명하다. 수급연구의 목표를 달성시점과 달성도로 계량화하고, 기

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수요추계 단계별 통계적 검증이 

불명확하고, 원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결과의 재현성 검증이 어려웠다. 

또한 시계열 분석의 기초적 점검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투입되는 변수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기초통계의 확충이 필요

하다.   

둘째, 분석요소의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연구자마다 제각

기 간호사 생산성 가정에 대한 임의적 설정이 가능한 구조였고, 현재의 

예측모형이 실제 간호사의 업무량과 의료이용량 간의 인과성을 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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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간호사 생산성 가정은 실증분석 없이 과거 연

구자의 가정을 계속 보존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의료이용에 미치는 주

요 요인인 사회경제적⋅제도적⋅지리적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간호사 수요를 결정하는 임금 변수의 누락 등 중요 변수의 생략

으로 인한 모형 오설정(misspecification)의 위험이 있다. 의료이용량의 

미래추세에 대한 임의적 판단이 가능하였다.  시계열 모형의 평가를 위

해 holdout set를 남겨두어 미래 예측의 적정성을 사전평가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예측정보와 의사결정 간의 낮은 연관성과 유용성에 있다. 예

측결과가 특정 규제정책(입학정원조정)에 대한 의사결정 투입변수로서 

적용되어왔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노동시장 측면의 질적 분석은 상대적

으로 미흡하였다. 수급연구가 실질적으로 공급확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노동시장의 확보수준에 영향을 주는지는 의문이다. 정책

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분석도 병행할 필요가 있

겠다. 예측결과가 실질적으로 의료소비자, 간호학과 진학생, 정책입안자 

등 광범위한 사용자층에게 의사결정자료로서 유용하게 기능하는지 점검

해야 한다.  

넷째, 전문가 평가의 미비이다. 학계, 관련 전문가의 정기적, 독립적 

검토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성 있게 공개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 관행 및 기관문화 편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낙관적 

편의이다. 이는 유사한 예측방법론을 지속 적용하거나 기존 연구에서 사

용한 가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주로 발생한다. 의료이용, 간호사 

생산성에 대한 추정시 낙관적⋅체계적 편향성이 생길 수 있다. 둘째, 분

석가의 주관성이 개입된다는 점이다. 가정의 설정, 보정계수, 투입되는 

변수의 조정 등 연구자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요소는 차단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는 연구자의 전략적⋅임의적 분석을 가능케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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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지난 25년간 간호사 수요추계는 예측기법과 예측정확도 면에서 상

당 부분 진일보했다. 그러나 간호사 수급연구는 전통적인 양적 방법론에

만 치중되어 온 나머지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제반 노동시장요인

과 직종 간 기술구성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최근 일자리 불일치가 가

속화되면서 인력수급연구가 가지는 계획수립기능과 정책기능 보다는 정

보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교육기관과 노동시장의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

로 다양한 질적 수급방법론이 개발되었다. 근로자, 학생, 기업은 신속하

고 융통성 있게 변화에 대응해 가고 있으므로, 인력수급전망은 5년 단기

예측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추세이다.  

정확한 간호사 수요예측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

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임의적 판단 요소를 차단하

는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간호사 수요추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

차의 유형과 원인을 이용자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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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인력정책의 투입변수로서 핵심적인 기능을 갖는 인력

수요예측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전국민건강보험 도입(1989년) 

이후 실시해온 간호사 수급 연구로부터 예측의 방법론적 특성을 조사하

고, 실제 수요와의 비교 검증을 통해 예측정확도와 이에 미치는 결정요

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요인별 간호사 수요예측의 정확도

를 사정하는 것은 추계정보의 해석과 근거중심의 인력정책 수립에 중요

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체계적 문헌고찰의 

과정을 거쳐 총 12편의 연구가 최종 선별되었고, 이로부터 총 105개의 

예측기간과 196개의 예측치를 확보하였다. 수급연구의 MAPE 평균은 

34.8%로 나타났고, 2000년 이전 연구와 이후 연구 간에 유의한 예측정

확도 차이가 있었다. 예측생성연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예측정확도에 유

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간호사 생산성 가정, 관측기간의 길이, 예측기

간의 길이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는 간호사 수요예측의 정확도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짐작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예

측정확도 결정요인에 근거하여 간호사 수요예측모형을 개발하였고, 기존

의 대표적 방법론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구모

형의 예측정확도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을 기초로 그 

외의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관측기간과 예측기간의 길이만 달리하여 

예측정확도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관측기간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예측기간의 길이가 감소할수록 예측정확도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간호사 생산성 가정에서 예측 당시의 현재 생산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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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적용하면 MAPE 16.9%로, 의료법 기준(MAPE 69.0%)과 환자분

류체계 기준(MAPE 114.6%)에 비해 예측정확도가 현저하게 높았다. 이

러한 결과를 놓고 현실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5년간의 간호사 수급연구에서 적용된 실제 간호사 생산성 수준이 

의료법 기준이나 환자분류체계 기준보다 지속해서 높았다는 것이다. 둘

째, 의료법 기준이나 환자분류체계 기준을 적용했던 예측치는 간호사 수

요 실제치를 훨씬 상회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 의료

법 기준의 간호사 수요추계 결과는 예측정확도가 낮았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와 패턴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수급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용자

는 의료법 기준이 비현실적일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간호사 수요의 예측은 현재 생산성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입학정원 조정의 논거는 미래에 발생할 간호사 수요

량이 현재보다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결과에 있었는데, 이러한 

수요예측의 근저에는 의료법 기준의 생산성 적용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의 생산성 기준을 적용할 시에는 공급부족과 공급과잉이 혼재

된 양상이나, 의료법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늘 공급부족의 결과만을 

낳았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실수요나 간호 현실과 동떨어지게 간호사의 

수요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공급이 확대되는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따

라서 의료법 기준의 생산성 설정과 이에 따른 공급 확대 결정은 간호사 

노동시장의 구조를 더욱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간호사 노동시장은 수요

독점 현상이 있으므로 증가한 간호공급량만큼 저임금에 묶여 있고, 의료

기관은 지속해서 만성적인 부족을 호소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 부족문

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입학정원 조정에만 치우쳐져 있고, 이러

한 입학정원 조정은 잘못된 수요예측치에 근거하고 있는 셈이다. 법적 

기준 혹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간호사 수요를 발생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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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현재 의료기관의 인력 미충원율과 강력한 배치 기준의 적용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사결정자

를 위해 Murphy 등(2012)이 제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모

델의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생산성의 증가가 입학정원 증가, 간호사 보

유 증가, 학업이탈자 수 감소, 결석률 감소 등에 비해 가장 효과적인 정

책수단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수급연구에서 간호사 생산성 가정을 취하는 방식은 일종의 

판단적 기법과 유사하다. 의료법 기준 혹은 과거 수급연구자의 지표를 

관례로 적용해 왔고, 이러한 방식들이 과학적 방법이기보다는 직관에 기

초한 임의적 조정에 가깝기 때문에 합리성과 신뢰성을 얻기 힘들다. 연

구자에 따라서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취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18개국의 보건의료 인력추계를 보고한 연구에서는 임의적 생산성의 문

제(arbitrary productivity)를 지적했다(Ono, Lafortune, & Schoenstein, 

2013). 생산성 향상은 인력계획이나 추계모형에서 특히 간과되는 주제

로, 간호사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보다 적은 간호사 수로도 충분히 수요

를 충당할 수 있다(Blank & van Hulst, 2017).  

또 다른 문제는 수요예측과정에 내재한 간호사 업무량과 생산성의 

측정방식이 과연 간호사의 실제 업무와 얼마나 잘 일치하느냐이다. 가장 

간호현실을 잘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분류체계 기준의 예측정확도

가 빗나가는 원인은 이와 관련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환자분류

체계에 대한 생산성 가정은 현실적인 측정에서 산출된 것이 아니라 과거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를 단순 인용한 수치이기 때문에 환자분류

체계에 의한 기준이 예측정확도가 낮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섣부른 판단

이다. 기존 수급연구를 보면, 간호업무량, 즉 생산성의 산출요소로서 재

원일수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실제 간호실무에서는 간호사 생산성의 산

출요소에는 재원일수 외에도 환자의 건강상태, 지식 및 기술, 환자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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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이 포함되고, 투입요소에는 간호사 수 외에도 간호사의 경험, 교육

연수, 기술수준, 환자 간호요구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박광옥, 1995). 간

호사 생산성은 근무환경의 안전성, 지원인력과 서비스(support staff and 

service)의 가용성, 간호사 배치와 관련된 효율성, 간호사의 능력(기술, 

지식, 판단)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간호사 생산성의 증가는 더 열

심히 일하거나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생산적이고 영리하게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Murphy et al., 2012).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사업의 확대, 2016년 환자안전법 제정 등의 정책적 환경변화는 간

호사 생산성의 현실적 기준 설정과 표준모형의 수립을 더욱 부추길 전망

이다. 그러므로 합리성에 근거한 간호사 생산성의 정량화와, 생산성 증

대와 간호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추후 연구

에서는 간호사 생산성의 정확한 측정과 이를 고려한 수요예측모델의 개

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로사업 부문의 경우, 교통량 수요의 

예측오차가 커 사업 낭비가 심하고, 예측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지난 수년간 수요예측과정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성봉과 장수은, 2007). 이에 분석 절차의 표준지침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투자해왔으며, 그 결과 교통 수요예측의 표준 모형과 예측

량의 적정성 평가 모형이 다양한 측면에서 개발되었다.  

이 외에도 향후 수급연구에서 간호사 업무량과 생산성과 관련하여 

고려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간호수요는 간호조무사 수요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역할은 대체 관

계 보다는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두 직종의 역할 

관계는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설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의 법적 정원기준은 일정 범위 내에서 간호

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 실제 이들 기관에서

는 간호조무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서수경과 권순만(2014)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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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수요가 간호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

고하였다. 저숙련 노동을 선호하는 영세의료기관의 전략적 선택이 간호

사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건비 절감노력과 맞물려 있기 때문

이다. 최근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산시킨다는 정책기조로 비추

어 볼 때, 향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역할범위의 명시와 상대적 인건

비 수준은 간호사 수요에 크게 영향을 줄 요인으로 예측된다.  

둘째, 간호사의 업무량은 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량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의료수요는 간호사 인력 수요뿐만 아니라 의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수요를 파생시킨다. 과거에는 직종 간 업무영역이 

명확하여 분업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인력수요추계는 직종별로 독립적으

로 수행해도 무방하였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술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전

문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인력 간 업무영역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과

업이동(task shifting) 현상 외에도 최근 의료기관은 전공의 인력부족으

로 인한 업무공백을 PA(physician assistant), SA(surgeon assistant) 

등 간호사 인력으로 대체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활동간호사의 

가파른 증가가 전공의의 정원감축, 전공의 특별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

장도 제기되었다(조성현, 2017). 의사집단의 공급 감축이 소득 증가를 

위한 유인기전이라는 연구를 고려할 때(류재우, 2006), 향후 의사업무량

이 부분적으로 전문간호사, 전문지원인력 등으로 전가되어 본연의 간호

업무를 보기 힘들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한 직종 내 수급문

제는 연쇄적으로 타 직종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수급

예측은 직종 전체를 포괄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현실에 맞는 환자분류도구(KPCS-1)를 이용하여 간호사 

업무량과 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분류도구는 간호사 

중심의 도구로써 실제 간호사의 업무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하지만 측정의 정확성과 일관성 문제 때문에 적정 간호인력 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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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의료기관에서 기구축한 

임상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자분류를 자동화시키는 방법도 고안되고 있다

(Kim, Park, & Suh, 2013). 이 모델은 단위간호업무량, 근무시간대에 따

른 환자분류등급, 간호사의 숙련도 등 간호사가 직면한 제반요인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수급계획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

대된다. 하지만 아직 KPCS-1 측정에 의한 인력산정은 상용화 단계가 

아니고 대표성 있는 관련통계가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연

구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연간 근무일수 가정에 따른 예측정확도 차이는 전체 

연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예측생성연도별로 부집단분석을 수행하여도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990년대 연구를 보면, 연간 근무일수 255

일 가정이 265일 가정에 비해 낮은 MAPE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다. 연간 근무일수는 간호사 생산성의 투입요소로 간주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원인은 255일과 265일 간

의 격차(10일)가 미미하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법정 공휴일 15일과 연차 15일을 가정한다면, 연

간 근무일수는 231일로 추정되므로 과거 간호사 수요예측에 적용된 연

간 근무일수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Jeong & Kim, 2016). 따라서 

간호사 생산성과 마찬가지로, 연간 근무일수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법적 

기준의 준수 여부와 실 근무시간의 측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추세분석기법 간의 예측정확도 차이는 예측생성연도를 

통제하지 않은 조건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IMA모형이 로그모형과 제곱근모형 등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모형 보

다 우월한 예측정확도를 보였다는 점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장기예측

의 경우, ARIMA의 예측 신뢰구간 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

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므로 ARIMA모형을 토대로 한 예측은 단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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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Armstrong, 1985; Makridakis et al., 

1998). 즉 ARIMA는 변동성이 많은 단기예측에 효율적이고 장기예측에

는 선호되지 않는 모형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ARIMA모형이 예측정확도에 유의하게 나타난 이유는 과거 간호사 수급

연구에서 사용한 추세분석법 중 유일하게 시계열의 안정성과 자기상관의 

특성을 감안한 분석법이었고, 실제 의료이용량의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

지 않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장기예측에 ARIMA 등의 전통적 

시계열 분석법은 적절치 않으며, 대신 메가트렌드(mega trend), 유추법

(analogy), 시나리오 분석 등을 고려한 예측기법의 사용이 권고된다

(Makridakis et al., 1998). 또한 추세분석법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서는 

시계열 분석의 기초적 접근을 준수하는 것이 오차의 위험을 예방하는 좋

은 방법이며, 기준연도 자료의 모형추정과 평가, 주기적 업데이트 등의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 방향으로는 장기 예측의 경우 시

계열 분석법 외에 시나리오 기법 등 미래 충격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측기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선진국의 예에서도 전통적인 시계

열 분석법을 지양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수급예측을 시도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Joint Action Health Workforce Programming & 

Forecasting, 2015). 

본 연구의 단순선형예측모형이 의료이용오차율에서 MAPE 3.6%로 

준수하게 나왔는데, 의료이용의 직선적 추세기법이 비교적 예측정확도가 

높았던 원인은 실제 의료이용량의 변화 양상과 우연히 들어맞았기 때문

인 것으로 짐작된다. 추세분석법의 본질은 미래 변화에 대한 상황 분석

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연도의 과거 추세를 재현하는 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래의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다. 특

히 의료이용과 같이 수많은 요소에 영향을 받는 인구의 행태적 변화를 

추세분석만으로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다. 이러한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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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 볼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나 포화상태에 이르는 로

그함수모형과 제곱근모형은 현재 시점에서 의료이용량의 추세에 잘 적합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과거 의료이용의 증가 패턴을 

그대로 직선형태로 추정한 평균증가율과 이동평균법, 급상향의 증가구간

이 존재하는 로지스틱 곡선추정법은 상대적으로 적합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의료이용 추정모형 개발 시 가능한 자료를 다양하고 폭넓게 

이용하고, 자료의 관측기간과 예측기간을 조정해가며 가장 적합한 모형

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본 연구결과, 의료이용량의 통계적 추정은 비정상 시계열임을 고려

할 때, 모수의 편향성, 시간에 따른 분산 증가 등 시계열 분석이 갖는 

여러 통계적 추정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 수급연구에서 공

통으로 드러난 문제점은 관측자료에 의한 예측모형 평가가 제대로 보고

되고 있지 않아 신뢰성을 얻기 힘들다. 보통 관측자료는 추정목적에 사

용하는 자료(training set)와 추정평가 목적에 사용하는 자료(holdout 

set)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실제 모형설정에 활용되는 자료를 의미

하며, 후자의 경우,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성과를 평가할 목적으로 의

도적으로 일부 자료를 남겨둔다. 이렇게 남겨진 out-of-sample data의 

정확도를 평가함으로써 예측오차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관측자료의 길이와 예측정확도 간의 관계는 본 연구결과 내에서 상

충된 결과가 나타났다. 기존 수급연구의 분석시 관측기간의 길이가 증가

할수록 예측정확도는 감소하였으나, 본 연구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관측자료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예측정확도가 높았다. 이와 관련한 원인

에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지난 수년간 의료이용의 단기변동이 

심하여 오히려 역사적 자료의 기간이 길수록 모수를 과소추정 했을 위험

이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연구자 요인과 방법론적 

요인 간의 상호관련성이 높았기 때문에 수급연구의 분석결과를 관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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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수한 효과로 단정해 단순히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반면, 본 

예측모형의 결과는 추세분석법과 주요 가정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료의 

관측기간과 예측시점만을 변화시켜 도출되었으므로 결과의 신빙성이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데, 관측자료의 시

간길이와 예측정확도 간의 관계는 약하지만 양의 관계로 알려져 있다

(Fildes & Makridakis, 1995; Makridakis et al., 1984; Makridakis, 

Wheelwright, & Hyndman, 1998). 따라서 관측기간의 길이가 증가할수

록 예측정확도는 증가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측기간의 길이에 따른 예측정확도를 보면, 예측기간의 길이가 

1~5년인 경우가 그 이상인 경우 보다 예측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예측기간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예측정확도가 감소한다는 대다수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Makridakis & Hibon, 2000; Petropoulos 

et al., 2014). 기존 수급연구는 보건의료인력을 일괄적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예측을 시도해 왔는데, 이러한 방식이 과연 개별 직업부문별 인

력구조와 교육양성기간의 차이를 잘 반영하는지는 의문이다. 10년 이상

의 교육훈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인력

은 중장기 예측에 적절해 보이나, 간호사 인력의 경우엔 신규간호사로 

배출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4~5년이므로 굳이 의사인력의 예측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 인력예측의 평가연구에 따르면, 

예측기간의 길이가 10~15년일 경우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예측이 교

육적 의사결정에 그다지 유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Ahamad & 

Blaug, 1973). 따라서 간호사 수요예측시 예측기간의 설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예측기간이 길수록 예측정확도가 낮아지므로 정기적인 수

급정보의 갱신이 요구된다. 

연구자 요인별 예측정확도의 차이는 예측생성연도의 통제 유무에 따

라 극명하게 달랐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 요인과 방법론적 요인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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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수 간의 높은 상관성과 무관하지 않다. 예측생성연도로 통제하지 않

았을 경우에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책임연구자가 면허 미보유자보다, 

연구기관의 유형이 대학인 경우가 공공기관보다, 연구비 지원기관의 유

형이 전문협회인 경우가 공공기관보다 예측정확도가 낮았다. 그러나 예

측생성연도를 통제할 경우, 모든 연구자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

지 않았다. 유의성이 사라진 이유는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연구자와 방

법론이 대거 변화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예측편향도 MAPE와 흡

사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연구자 요인이 마치 예측편향과 관련 있어 보

이지만 이러한 해석보다는 개별 연구자가 선정한 방법론이 예측정확도와 

예측편향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더 컸다고 짐작한다. 즉 전문

협회는 대학에 연구를 발주하고, 대학의 연구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환자분류체계 기준에 따른 생산성 기준을 적용한다면 예측정확도

가 낮고, 예측편향은 과대추정 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반대의 

경우,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에 연구를 발주하고, 간호사 면허가 없는 연

구자는 현재 생산성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측정확도가 

높고, 예측편향은 과소추정 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자 요인이 예측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간호사 면허 보유여부로만 연구자의 이해상충을 

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자신과 동일한 직업집단에 속하는 분석

대상을 예측하는 것은 이해상충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분석대상과 연

구자의 동일집단 소속 여부는 예측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염유경, 

2007). 연구기관 유형에 따른 예측정확도 면에서, 공공기관이 대학에 

비해 수급연구를 진행할 경우 유리한 점은 상대적으로 대학에 비해 통계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가용성이 높고, 정책변화를 감지하기 쉬운 환경에 

있다는 것이다. 그간 간호사 수급연구가 내부자료나 미공개자료에 기초

하여 수행된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대학과 공공기관 간의 정보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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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정부분 예측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있다. 연구비 지원기

관의 유형별 예측정확도를 보면, 2000년 이전 연구에서는 전문협회가 

발주한 연구의 예측기간 수가 공공기관보다 많았는데, 2000년 이후 역

전되었다. 이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관련이 있다. 대

한간호협회는 1990년대에 걸쳐 간호사 수급 연구를 활발히 지원해 왔으

나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발주량이 줄어들었다. 2000년 시기 전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급 연구를 자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연구수행

주체와 수급방법론이 차츰 변모해갔다. 이후 2006년 보건의료인력기본

계획에 근거하여 정부 주도의 연구가 시행되었는데, 한국보건의료국가시

험의 연구 2편이 그 사례이다(오영호 등, 2010).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초창기 전문 협회 중심의 수급연구에서 공공기관 산하의 연구

로 이관되면서 연구자, 분석자료, 예측기법 등이 변했기 때문에, 연구자 

요인과 방법론적 요인 간에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

하고자 한다. 

요인별 예측편향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방법론적 요인 중 간호

사 생산성 가정, 관측기간의 길이. 예측기간의 길이는 예측편향과 유의

한 관련이 있었고, 근무일수 가정과 추세분석기법은 유의한 관련이 없었

다. 이는 예측정확도와 매우 흡사한 결과로서, 비슷한 맥락에서 수요예

측의 오차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간호사 생산성 가정의 경우, 현재 

생산성 기준을 적용한 예측치는 예외 없이 과소추정 하는 방향으로, 반

면 환자분류체계와 의료법 기준을 적용한 예측치는 전부 과다추정 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관측기간의 길이 측면에서는, 6~10년인 예측치는 주

로 과소추정 하는 방향으로, 11-15년인 예측치는 과대추정 하는 방향으

로 나타났다. 또한 예측기간의 길이 측면에서는 5년 이하인 예측치는 대

부분이 과소추정 하는 방향으로, 반면 5년 이상인 예측치는 과대추정 하

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예측편향의 원인은 방법론 자체의 기술적 문제에



 

 121 

서 기인하기 보다는 분석가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같은 주관성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연구자 요인과 예측편향 간의 관련성을 보면,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책임연구자일수록, 대학이 수급연구를 수행할수록, 전문협회가 발주한 

연구일수록 과대추정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가의 낙관

주의, 예측과 관련된 평판과 유인동기와 무관하지 않다. 예측실패로 인

한 위험비용이 적고, 낙관적 해석으로 인해 편익이 더 큰 방향으로 움직

인다면,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는 낙관적 예측을 생산할 공산이 크다

(Chang & Choi, 2017). 이는 연구자의 소속기관과 이를 둘러싼 이해 상

충이 예측정확도와 예측편향에 부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도 맥락상 

일치한다(Lim & Jung, 2012). 이러한 배경에서, 예측실패로 인한 손실

이 크지 않고,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현실에 놓여 있다면 이해 상충에 

따라 연구자는 낙관적인 편향, 즉 간호사 수요를 과대추정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측정확도의 개선과 낙관편향 감소를 위해서는 수급연구

자의 예측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해 상충, 정보공유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감시하는 규제조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예측모형의 민감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요양기

관 종별 간호사 비중의 반영 여부와 입원외래환산 지수의 변화에 따라 

MAPE에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 요양기관 종별 간호사 비중을 간호

사가 거의 없는 기타기관(치과의원, 한의원 등)에만 적용한 경우와 

c=2(입원환자 1 = 외래환자 2명)에서 가장 낮은 MAPE 값(7.1%)을 

보였고, 요양기관 종별 간호사 비중을 병원, 의원, 기타에 적용한 경우와 

c=16에서 가장 높은 MAPE 값(38.2%)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c가 감

소할수록 예측정확도가 좋았고, 요양기관 종별 간호사 비중은 기타에만 

적용하거나 전혀 적용하지 않을 때 예측정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간호사 수요예측 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를 대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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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인식하여 간호사 업무량을 산정하는 것이 적합

해보이고, 입원환자 대비 외래환자량의 상대적 업무강도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수요예측모형을 대표적인 두 연구자(박현애, 오영호)의 

방법론과 예측력을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의 예측력이 

우월하였다. 이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이용규모와 시계열적 추이

를 선형함수로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요양기관 종별 간호사 생산성의 차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고용비중 등 간호사 업무량과 생산성에 미치는 제반 특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예측력의 우위가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요

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형에 대한 

검정을 반복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두 연구자의 방법론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각 방법론의 장단점을 논

하면 다음과 같다. 박현애의 방법론은 재현하기 쉽고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주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누락되

어 모형의 강건성이 떨어졌다. 특히 제곱근모형은 단기예측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았다.  h-1시점부터 예측오차가 크게 발생하여 MAPE 30%를 

지속 상회하였다. 이러한 현상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첫째, 간호사 생산성 산출 시 환자량을 단순히 간호사 수로 

나누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간호사 생산

성을 과소추계 하는 방향으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환자조사는 실근무일

수 단위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간호사 비중이 적

은 의원급 기관이나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의 업무량은 간호사 업무량 

산정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강보험 외 의료이용량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만 한정할 경우, 전액자비, 산재보

험, 자동차 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이용량만큼 과소추계하게 된다. 



 

 123 

오영호의 ARIMA모형은 단기예측에 비교적 적합해 보인다. 그러나 일부 

지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산출공식과 방법이 이해하기 어

려워 재현하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의료이용가중치를 간호사, 의사, 

한의사 등 각 직종마다 다르게 산출하였는데 그 근거와 측정방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노령화 기여분은 어떻게 측정되는지, 간호사와 간호조

무사의 대체관계를 가정했는데 조작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였는지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된 수급 문헌들로부터 예

측치를 수집한 결과, 2편의 연구에서만 전체의 65% 정도에 달하는 예측

기간 수를 차지하였다. 가장 최근에 보고된 이 연구들은 복수의 생산성 

가정과 추세분석법들 간의 결합을 통해 예측치를 대량 생산하였다. 표본

의 쏠림 문제는 본 연구결과의 내적 타당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었

다. 게다가 예측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예측치도 상당수 본 연구에 활용

되어 연구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자료가 발

생했을 수도 있다. 과거 간호사 수급연구가 학술교육기관보다는 공공기

관이나 전문협회에서 주로 연구를 수행해 왔으므로 출판물에 대한 공개

에 제한이 있는 자료도 일부 존재하였고, 일반공개가 허용되더라도 지정

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원문검색이나 전문(full-text) 획득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선정된 자료들의 참고문헌 수기검색과 관련 웹사이트 방

문을 통해 이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자료수집 노

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선정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자료가 있었을 것

으로 생각한다. 셋째, 수급연구에서 추정한 수요예측치를 재현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그 원인은 분석가가 당시 활용한 원자료치와 자료출처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수요추정과정의 애매한 기술방식을 이해하기

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령 장래 인구수에 대한 자료출처와 범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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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 않았을 경우,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자료를 구하는 과정은 지난

할 수밖에 없다. 설령 어렵게 자료획득에 성공했더라도 그 수치가 분석

가의 원래 의도에 맞게 정확히 일치하였는지는 담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명백한 오류가 종종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초기 설정값

의 미세한 실수도 각 추계식 간에 얽힌 복잡한 연관성 때문에 결과치는 

크게 왜곡될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연구결과의 재현성 실패는 예측치

의 신뢰성과 정확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정량

적 측정과 정성적 판단이 쉽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는 반영하지 못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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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지난 25여 년간 국내 간호사 인력과 관련한 정책환경은 매우 빠르

게 변화했다. 간호사 수급연구는 인력정책의 핵심적인 투입변수로 기능

하고 인력정책의 합리적 의사결정 준거로 작동되므로, 간호인력정책에 

미치는 바가 실로 크다. 본 연구는 직접적으로는 간호사 수급연구의 개

선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간호사 인력정책의 평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수행되어 온 간호사 수급연구를 대

상으로 방법론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예측정확도와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향후 수급연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간호사 수급연구로부터 105개의 예측기간을 추

출하여 분석한 결과, 예측정확도는 MAPE 평균 34.8% 수준이었고, 과

다예측치가 58.1%로 과소예측치보다 다소 많았다. Cramer V를 통해 방

법론적 요인과 연구자 요인간 상관성을 검정한 결과, 관측기간의 길이와 

연구비 지원기관의 유형 간 관계를 제외한 모든 하부변수 간에서 관련성

이 높게 나타났다. 요인별 예측정확도와 예측편향에서는 연구자가 설정

한 가정과 분석기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간호사 생산성 

가정, 관측기간의 길이, 예측기간의 길이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예측생성연도를 통제하기 전에는 연구자 요인과 추세분석법이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나, 통제하였을 경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간 근무일수 

가정은 예측정확도와 예측편향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정확도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간호사 수요예측모

형을 개발하였고, 모형의 예측력을 기존의 대표적 수급연구 방법론에 따

른 결과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간호사 수요예측모형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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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방법론에 비해 예측정확도가 우월하였다. 수급연구의 예측정확도 개

선을 위해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토대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사 생산성 기준은 현실적인 업무량 측정에 근거해야 한다. 

의료기관 종별 의료이용량과 간호사 생산성의 시계열 분석을 통

해서도 충분한 예측력을 확보할 수 있다.   

2) 분석에 사용되는 관측자료의 시계열 길이는 10년 이상으로 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의 비중과 입원외래 환산지수의 크기에 따

라 예측정확도가 달라지므로 모형설정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예측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예측정확도가 낮아지므로 정기적인 

수급정보의 갱신이 요구된다.  

 

간호사 수급연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업무량과 생

산성 측정에 대한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 간호현실에 맞는 생산성 측정

은 간호사 인력정책의 합리적인 근거가 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지원을 뒷

받침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 인력과 관련한 기초통계의 질적 수준을 제

고하고, 자료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연구결과의 재현 가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수급정보를 사용하는 의사결정자에

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간호

사 생산성의 미세한 변화와 예측 관련 시간 요인에 따라 예측정확도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수급정보의 이용자는 수급결과 해석시 각별

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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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체계적 문헌고찰 수행시 DB별 검색어와 검색결과는 다음과 같다

(Appendix 1).  

 

Appendix 1. Search terms and results by database  

DB Search terms Search 

results 

RISS  P: 간호사인력 <OR> 간호인력 <OR> 보건의

료인력 

 I: 추계 <OR> 예측 <OR> 전망 

 O: 수요 <OR> 수급 

 발행연도: 1990-2017 

170 

KISS  P: 간호사인력│간호인력│보건의료인력 

 I: 추계│예측│전망 

 O: 수요│수급 

 발행연도: 1990-2017 

41 

NDSL 논문, 보고서, 저널프로시딩 중에서 

 P: 간호사인력│간호인력│보건의료인력 

 I: 추계│예측│전망 

 O: 수요│수급 

 발행연도: 1990-2017 

48 

NAL  P: 간호사인력 OR 간호인력 OR 보건의료인력 

 I: 추계 OR 예측 OR 전망 

 O: 수요 OR 수급 

 발행연도: 1990-2017 

24 

NLK  Examine in the search field such as title, 

author, publisher, keyword  

 Search by hand with combining different 

keywords (간호사인력, 간호인력, 보건의료인

력, 추계, 예측, 전망, 수요, 수급) 

5 

KIHASA 

 
 "간호사인력, 간호인력, 보건의료인력" only 21 

KHPLEI 

 
 "연구보고서 조회" menu 

 "추계" only 

5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KISS=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AL=National Assembly 

Library, NLK=National Library of Korea, 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HPLEI=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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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문헌목록은 다음과 같다(Appendix 2). 

 

Appendix 2. List of included studies 

No Literature 

1 김의숙, 조원정, 조우현, 이정렬, 고일선, 지선하, 손태용(1991). 

장단기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II: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 박현애, 최영희, 고일선, 이선자, 장현숙, 전춘영(1993). 우리나

라 간호인력의 장기수급 대책: 2010년까지 수요 및 공급추계. 

대한간호, 32(3), 52-67. 

3 김화중, 고일선, 박현애, 이선자, 장현숙, 전춘영(1996). 간호사 

인력 중장기 수급계획. 대한간호협회. 

4 박현애 (1998). 간호인력 수급계획(안) 작성에 관한 연구. 대한

간호협회. 

5 박현애, 현수경, 한경자, 박정호, 박성애(2002). 국내 간호인력 

수급 분석 및 추계연구. 대한간호, 41(1), 51-68. 

6 최은영, 조재국, 김진수, 이우백(1998). 의약인력의 수급전망과 

정책과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7 이상영, 오영호, 송현종, 김은정, 조성현, 박재용, 정우진(2003). 

보건의료자원 수급 현황 및 관리정책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8 조재국, 이상영, 김은정, 송현종, 윤강재(2005). 간호사 인력의 

수급추계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오영호, 조재국, 최병호, 이신호, 이상영, 박재용, 박수경(2006). 

의료공급중장기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양동현, 정두채, 서원식, 박효길(2009). 의료환경변화에 대한 연

구: 의료인력 의사·간호사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료정책

연구소. 

11 오영호, 조재국, 김진현, 지영건(2010).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2 오영호, 유근춘, 도세록, 김진현, 지영건, 이난희, 김혜남(2014). 

2015-2030 보건의료인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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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배제된 문헌은 총 207편이었다. 1차 배제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주제와 관련이 없는 연구  

2) 교과서 등의 단행본   

3) 간호사가 대상이 아닌 연구   

4) 특정 지역이나 전문분야에 제한된 연구   

5) 출판유형이 회의록   

6) 국외대상 연구 

배제사유별 1차 배제된 문헌목록은 다음과 같다(Appendix 3). 

 

Appendix 3. List of excluded studies Ⅰ 

No Literature 
Excluded 

reasons 

1 

강수정(2014). 요양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 직무몰

입 및 이직의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부산.  

1 

2 

강윤진(2014). 패널분석을 이용한 가계 보건의료비 

지출 및 의료이용의 결정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원주.  

1 

3 

고일선, 이태화, 김찬우, 김광숙, 이경자(2007). 고

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케어제도 (Long-Term Care) 

도입방안과 평가.  

1 

4 
구영모(2014). 국내 생명의료윤리 전공자의 보건의

료분야 진출 현황. 대동철학, 69, 257-277.  

1 

5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2016). 민관협력사

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ㆍ플랜트 시장 진

출 확대방안.  

1 

6 
권오현, 김수복(2001).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

무관리. 서울: 중앙경제. 

1 

7 

김경옥(1996). 직무요인과 직무외적요인이 직무만

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

학교 경영대학원, 광주.  

1 

8 
김경진(2008).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서울.  

1 

9 
김경혜, 노연희(1995). 노령인구를 위한 재가서비스 

확대방안: 서울시내 가정방문서비스를 중심으로.  

1 

10 
김교성(2014). 통일한국 대비 민간영역 역할.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기획포럼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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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iterature 
Excluded 

reasons 

11 

김나리(2015). 우리나라 U-헬스케어 시스템의 운

영실태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

천향대학교, 아산.  

1 

12 

김남규(2004).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정책에 관

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

복지대학원, 대전.  

1 

13 

김동건, 전종귀, 이종길, 염동삼, 조병준(2003). 지

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운동지도실 운영 

모델 개발.  

1 

14 

김동준(2006). 치매노인 수발부담 경감을 위한 정

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문화대학

원대학교, 청양군.  

1 

15 

김명숙(2003). 가정간호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

원, 아산.  

1 

16 
김무성(2002).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석사

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1 

17 
김문홍(2009). 노인전문병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서울.  

1 

18 
김병률(2010). 농업분야 고용현황 분석 및 인력수

급 안정화 방안.  

1 

19 
김상용(2013). 지역보건소 운영의 개선 방안. 석사

학위논문,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전주.   

1 

20 
김수옥(1992). 조산사의 역할인식정도 및 수행저해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1 

21 

김승권, 김민자, 이연주, 박정한, 선우덕, 조성현, 강

옥희(2003). 저출산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

진체계 수립 연구.  

1 

22 

김영자(2008). 노인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광주.  

1 

23 

김왕동, 성지은, 송위진, 김종선, 장영배, 박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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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iterature 
Excluded 

reasons 

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190 
장현숙, 유선주, 황지인, 진영란(2004). 전문간호사 

종별 수요추계 및 관리체계 개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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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오복자(2004). 종양전문간호사인력 수요추

계에 관한 연구. 종양간호학회지, 4(1), 49-61.  

4 

192 
대한민국 국회(2004).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50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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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2006).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62회. 

5 

194 
대한민국 국회(2007).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69회. 

5 

195 
대한민국 국회(2008).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회의록 

제278회. 

5 

196 
대한민국 국회(2009).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회의록 

제284회. 

5 

197 
대한민국 국회(2010).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94회. 

5 

198 
대한민국 국회(2011).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03회. 

5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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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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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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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2015).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37회. 

5 

204 
대한민국 국회(20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37회(6차). 

5 

205 
김진영(2016). 일본의 외국인간호사·개호사 수용

제도. 원광법학, 32(4), 93-118.  

6 

206 
박광준(1999). 일본 노인보건제도의 의의와 사회정

책적 시사점. 한국사회정책, 6(1), 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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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배제된 문헌은 총 26편이었다. 2차 배제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 수요예측치를 보고하지 않은 연구 

2) 종설 또는 요약 보고서   

3) 타 연구에서 인용한 결과를 그대로 보고한 연구   

4) 간호사 대상이 아닌 연구   

배제사유별 2차 배제된 문헌목록은 다음과 같다(Appendix 4). 

 

Appendix 4. List of excluded studies Ⅱ 

No Literature 
Excluded 

reasons 

1 

김분한, 정복례, 김진경, 이애영, 황선영, 조준아, 김

정아(2013). 우리나라 간호인력 수급 현황 및 향후 

전망. 성인간호학회지, 25(6), 701-711.  

1 

2 

김인선(2009). 일ㆍ가정 양립형 일자리 나누기 사

례: 중소병원 간호인력의 다양한 근무형태. 노동리

뷰(53), 16-26.  

1 

3 

대한중소병원협의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 간

호인력 수급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태 조사. 대한

병원협회지, 37(2), 65-73.  

1 

4 
백화종, 황나미(1997). 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현황

과 개선방향.  

1 

5 

신영석, 황도경, 김소운, 박금령(2015).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 연구.  

1 

6 
오영호(2007).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지역별 분포 

적정성과 정책과제.  

1 

7 
유선주, 장현숙, 김묘경, 최윤경(2005). 의료기관 

종별 간호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 

8 

이경미(2011). 의료기관 종별 간호인력 수준의 지

역간 비교.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해.  

1 

9 

이윤태, 김정덕, 이영호, 강대욱, 박종애(2008). 간

호인력 수급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실태 조

사.  

1 

10 
장현숙, 박수경, 유선주(2003). 의사. 간호사 인력

의 공급 및 활동실태.  

1 

11 
오영호(2006).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 정책방

향 및 과제(공청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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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iteratu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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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오영호(2007). 보건의료인력 입학정원 자율화 문제

점과 정책방향.  

2 

13 
오영호(2010).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일자리 창출방

안. 보건복지포럼, 22-31.  

2 

14 

정수용, 김진현(2016). 간호사 인력의 수요추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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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중심으로.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3(2), 81-87.  

2 

15 

정영호, 유근춘, 김은정, 고숙자, 무라오카(2004). 

보건의료인력 현황 추이 및 정책방향: OECD 주요국

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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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한병원협회지, 35(4), 18-30.  

3 

17 
오영호(2008). 의료인력 수급현황과 전망. 의료정책

포럼, 6(1), 84-90.  

3 

18 
이용수, 김모임, 이광옥, 양원영, 박성애, 고일선

(1994). 간호교육제도와 간호인력구조에 관한 연구.  

3 

19 
한상근, 박천수, 이동임, 정윤경, 최동선, 정향진, 이

주호(2006).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연구.  

3 

20 

황수경, 김훈, 김인선, 성지미, 유계숙(2008). 파트

타임 등 일ㆍ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 연구.  

3 

21 
남철현(2005). 건강증진분야의 전문인력 수급 및 

양성방안.  

4 

22 

박수경, 정아름, 정혜실, 박순만, 김주현, 박종숙

(2012). 보건산업 전문인력 수급전망: 의료기기산

업.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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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학논집, 19(1), 15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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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영석, 황도경, 남궁은하, 민인순, 윤석준, 정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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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 

최한주, 서창진(2009). 의료분야 연구인력 수급 전

망과 정책과제: 전문가 델파이조사 방법 적용.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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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치의 검정가능성을 기준으로 3차 배제된 문헌은 총 11편이었다. 

3차 배제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간호사 수요예측치를 보고한 연구 

2) 타 연구와의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연구   

3) 병원간호사에만 국한된 연구   

4) 모든 수요예측치가 2017년 이후 예측치에 해당   

배제사유별 3차 배제된 문헌목록은 다음과 같다(Appendix 5). 

Appendix 5. List of excluded studies Ⅲ 

No Literature 
Excluded 

reasons 

1 김진수, 최은영, 박현애, 이우백(1999). 간호사인력의 

수요와 공급 추계. 보건행정학회지, 9(3), 33-52. 

1 

2 김진현, 배현지, 정수용(2017). 간호사인력의 수급 

현황과 중장기 추계.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2), 1083-1097. 

4 

3 박현애, 최영희, 이선자(1993). 2010년까지의 간호

사 인력 수요 및 공급 추계. 보건행정학회지, 3(1), 

146-168. 

1 

4 오영호(2008). 간호인력 수급전망과 정책방안. 한국

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2), 65-80. 

1 

5 오영호(2008).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수급 전망에 관

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8(1), 68-86. 

1 

6 오영호(2010). 2025년까지의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

의 수요 및 공급 전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6(3), 

139-161. 

1 

7 유선주, 장현숙, 김세라, 노유자(2001). 건강증진 및 

신규서비스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구축. 한국보건산

업진흥원. 

1 

8 이용균, 강정아(2009). 병원 간호사 인력의 적정수

급 방안. 한국병원경영연구원. 

3 

9 장현숙, 김선민, 전경자(2000). 21세기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전문직종 도입 및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10 장현숙, 김세라, 유선주, 김은경(2000). 보건의료인

력 수급 및 관리체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11 장현숙, 염용권, 유선주(1998). 간호인력 수급 활용 

방안 연구.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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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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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ecast accuracy of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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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 has forecasted the supply 

and demand for health professionals for decades, and the government 

has planned for the expanded capacity of enrollments in colleges 

based on these forecasts. However, several professional associations 

have cast doubt on the methodologies and accuracy of these studies.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adequate supply and demand, there have 

been few studies that have evaluated past forecasts. Specifically, as 

registered nurses (RNs) play a critical role in maintaining patient 

safety and make up most of the health professionals, the accuracy of 

forecasts on supply and demand for the RN workforce is more 

important. Also, the demand forecasts are more complex and 

uncertain than the supply. This paper examined evaluating the ex-

post accuracy of past forecasting studies focusing on RN demand and 

explored its determinants on the accuracy of the demand forecasts. 

Systematic review was conducted to collect national reports or 

articles to forecast RN demand. Data were extracted, which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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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bout demand forecas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thodology and researcher. The outcome variable was th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that was measured for 

forecasting error by comparing the forecast with the actual demand 

(employed RNs). Non-parametric tests, Man-Whitney test, and 

Kruskal-Wallis 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MAPE by 

each factor. Independent variables were the methodological and 

researchers’ factors, which were determined by reviewing the 

literature of forecasting accuracy and by examining the 

methodological differences between previous RN forecasting studies. 

To control the time effect by launch year of the forecast, subgroup 

analysis was employed. The unit of MAPE analysis was the forecast 

horiz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welve literature articles or reports were collected by the 

systematic review, and, from them, 105 forecast horizons and 196 

forecasts were extracted. The average MAPE of the total forecast 

horizon was 34.8%, and the overestimated forecasts were greater 

than underestimated. Six out of eight researchers showed poor 

forecast accuracy with over MAPE 30.0%. The variables in the 

researchers’ and methodological factors were highly intercorrelated.  

According to the methodological factor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ffecting forecast accuracy was found to be the nurse–patient 

ratio. Among RN productivity assumptions, the current level had 

better forecasting accuracy than assumptions by medical law or by 

the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The differences of forecast 

accuracy by annual workdays were not significant. Among trend-

fitting methods, the forecast accuracy of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was more superior compared to the log 

model or square root model, but the result of subgroup analysi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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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rend-fitting methods. The longer 

the length of the forecast horizon, the higher the MAPE was. The 

longer the length of past data, the higher the MAPE was; however, 

this was opposed to the simulation result for the same dataset and 

method.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factors, the principal 

investigator with an RN licensure showed a higher MAPE than 

without it. By the type of research institute, studies conducted by a 

public institute had lower MAPE than a university. By the type of 

funding agency, studies funded by a public institute showed lower 

MAPE than a professional association, such as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and Korean Medical Association. However, the result of 

subgroup analysis show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ll researchers’ factors.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the RN demand forecasting 

model was newly developed, and its predictive power was compared 

with the previous representative forecasting models. As a result, this 

forecasting model had better forecast accuracy than previous ones. 

Accuracy was improved, although the simple linear model was applied 

so that it was designed to forecast the trends of health utilizations 

and RN productivity by health facilities, respectively. The simulation 

results using the same dataset and method showed that variables 

affecting the forecast accuracy were found to be the length of past 

data, length of forecast horizon, proportion of RN, and conversion 

index to adjust outpatients to inpatients.  

Because minimal variations of RN productivity assumption have 

much impact on the forecast accuracy of the demand for RN, careful 

inspection was considered to implement the forecasting studies or to 

interpret the forecast results. To improve demand forecast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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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studies were required to accurately measure RN workload and 

productivity consistently with the real world. Also, policies should 

support building the data infrastructure of the RN workforce and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and availability into data.   

 

Keywords :  Nursing Workforce, Demand Forecasting, Forecast 

Accuracy, Human Resource  

Student Number : 2014-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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