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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간호인력 수급방안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간호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업무환경을 만들어 적정 간호인력 수급확보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보건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간호인력 정책과 관련된 문헌 및 정부와 지자체 자료분석을 통해 실효

성 있는 간호인력 확보방안 및 지자체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1974년부터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하

여, 근무환경개선 및 잦은 이직과 퇴직으로 인한 유휴 간호인력의 재취업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으로 일본의 1년 미만의 신입간호사 이직율이 7.5%로 감소한 반면, 한국의 신입간호사는 33.9%로 큰 차이를 보였

다. 이를 통해, 간호인력증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간호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업무환경개선이 이루어

져야할 것이다. 지방간호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정한 휴식 및 간호수가를 수도권지역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제

도적인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휴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채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및 재정적 지원으로 독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간호부족, 간호사 이직, 근무환경개선, 간호사 센터, 일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out effective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improving the supply and demand of nursing manpower in Korea, 

thereby improving the quality of nursing and creating a high-quality work environment to present 

a plan to secure adequate supply and demand for nursing manpower. To this end, we have looked 

at ways to secure effective nursing manpower through literature related to Japanese nursing 

manpower policy, which has similar health systems to Korea. Japan has established a nursing 

manpower supply policy since 1974, and is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re-employment of idle nursing personnel due to frequent turnover and retirement.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turnover rate of new nurses less than one year in Japan decreased to 7.5%, while 

the rate of new nurses in Korea was 33.9%.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consider ways to encourage 

medical institutions that have actively promoted and hired idle personnel through various 

incentives and financial support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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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보건 의료 인력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

건의료 인력 중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간호 

인력은 보건 의료 공급체계와 보건 의료기관 운영의 효

율성을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시

키는 주요 인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병원의 병상 신 · 증설과 급격

한 요양병원의 증가, 보건의료 정책 환경의 변화 및 환

자의 권리 의식 향상 등으로 간호 서비스의 수요 및 요

구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39만 4600명이지만, 의료기

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약 17만 3500명으로 약 

44.0%에 불과하다[1]. 2017년 기준 간호대 졸업생수는 

인구 10만명당 약 100명으로 OECD 회원국에서 두 번

째로 높지만, 2018년 기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

는 인구 1000명당 7.2명으로 OECD평균 8.9명보다 

1.7명 적어 21번째로 하위권에 속한다[2].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간호사 배출 인원은 

결코 부족하지 않은데 비해 이들이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지 않고 현장을 빨리 떠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건 인력의 부족은 무엇보다도 보건 서비스

의 질을 악화 시키며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국가 보건 체계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 

한편, 간호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민간 중심의 의료 체계, 인력 정책 등의 제도 요인, 국

민소득 증가, 고령화, 유휴인력 재취업, 신규인력 공급 

제한 등이 있다[3]. 향후, 인구 고령화, 국민소득의 증

가,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도 증가는 간호사의 수요를 증

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4]. 

이에 정부는 지난 약 10년간 간호과 입시 정원을 점

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공급확대 정책을 수립하였지만, 

간호사 면허만 소지한 장롱 면허자 수도 함께 증가하

여, 정작 간호인력 부족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5]. 

더불어 간호 인력 수급과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 심

각성을 인식하여, 2018년 「적정 간호 인력 확보 추진

계획(안)」을 통해 20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를 현재 인원수보다 6만 2000명 많은 24만 8000명

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

한 관련 제도 정비, 유휴인력 재취업 확대, 야간수당 현

실화 등 현장 간호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들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다[6]

하지만 정부에서의 간호대 입학정원의 증원 및 현장 

간호사 이탈방지대책 등의 지속적인 공급확대 및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호 인력의 부족문제로 지방 

·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와의 보건 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일찍

이 간호 인력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건의료정책 

변화 및 간호 관련 진료수가 개정과 더불어 간호인력 

확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간호 인력 수

급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1948년 「보건사·조산사·

간호사법」을 제정하고, 간병인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준간호사」 제도를 창설하는 등 1974년부터 간호인력 

수급 5개년 계획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 전망 및 분석하

여 간호인력 정책 마련을 하고 있다[7]. 간호사 면허 취

득과정은 4년제 간호대학교, 3년제 간호대학, 3년제 간

호학교에서 수료를 해야만 간호사 시험에 응시할수 있

는 자격이 부여된다. 우리나라 간호조무사와 유사한 제

도인 준간호사인력은 중학교학력 이상으로 2년

(full-time) 또는 4년(part-time)간 교육을 받아야 준

간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8]. 우리나라와 다른점은 

준간호사로 임상경험 3년 이상이 되면 2년의 간호사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간호사 국가시험

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간호인력 양성 뿐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규간호사 연수제도를 통해 자체교육이 어려운 지방 · 

중소병원을 지원하는 등 간호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업

무환경을 만들어 적정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계획 및 

이직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간호인력 확보 방안 및 제도

적 대책 마련에 대한 관련문헌 등의 비교 · 분석을 통하

여 향후 우리나라의 간호인력 수급방안 및 근무환경 개

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한국 및 일본 간호사 현황비교 및 과제

2.1 한국

한국의 간호인력은 국가 면허인 간호사와 시·도지사

로부터 주어지는 국가자격인 간호조무사로 나뉘어 진다.  

간호사가 되고자하는 자는 정규 간호학부 교육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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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제 대학과정 및 3년제 전문대학에서 졸업하고 간호

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 전국 간호교육기관은 

2019년 기준 203개로 최근 10년간 약 30개 대학에서 

간호학과 신설이 되었으며 입학정원도 2010년에는 1

만4천명에서 2020년 약 2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2012년부터 간호교육의 수준향상을 위해

서 간호학제 4년제 일원화를 추진하여 2020년에는 3

년제 전문대학은 2곳만 남아 있다[9].

2017년 간호사 국가 시험은 96.4%의 합격률이었으

며, 이중에서 특히 남성 합격자가 10.96%를 차지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다[10].

4년제 간호학과 이수학점은 최소 103학점 이상, 임

상실습은 1,00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의해 시·도지사의 자격을 받아 

간호사의 지시를 받고 간호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 간

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의 양성학원 및 특성화 고등학

교에서 74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과 의료기관 등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11]. 

한국의 간호조무사는 일본의 준간호사처럼 정간호사

로 취득할 수 있는 별도과정이 없다.

2.2 일본

일본의 간호사 양성교육은 간호전문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의료의 고도화 및 간호직의 

지위향상 등을 배경으로 4년제 대학에서의 인력 양성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간호사 양성교

육기관 중 4년제 대학에서 43%가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간호사는 실무경력과 지속

적인 대학원 교육을 거쳐 공인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등 전문 분야로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간호직렬의 법 적용은 의료법 및 보건사·조

산사·간호사법에 근거하며, 간호인력은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준간호사로 구분한다. 간호사 면허는 간호 고등

학교 (간호과, 전공과 5년), 간호 전문학교 간호 단기 

대학 (간호 학부 · 의학부 보건학과 등)에서 총 3000 시

간 이상의 양성 교육이 행하여지며 졸업하면 간호사 국

가 시험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후생노동대신의 

면허를 받는다[12].

준간호사는 준 간호사 양성소(준간호사 학교 또는 

간호 고등학교)에서 최소 2년간 1890시간 이상의 교육

을 받고 졸업하면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지며 도도부현 

지사의 면허를 받는다[13]. 준 간호사는 간호사와 달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간호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사 또

는 치과의사,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 준간호사 제도는 전쟁후의 간호인력의 부족에 대

응하기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의 성격이 있고, 점점 고

도의 전문적 지식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일본 간호협회

에서는 준간호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만성

적인 간호 인력의 부족으로 검토단계에 있다. 현재는 

준 간호사의 양성학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2004년부터 10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준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가 될 수 있는 통신제 전환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다. 2018년 간호사 수는 약 121만 9천명으로 

2016년 대비 6만 9천명(6.0%)증가하였으나, 준간호사 

수는 약 30만 4쳔명으로 2016년 대비 약 1만 9천명

(5.8%) 감소하였다[14]. 또한 남성이 차지하는 간호사 

비율은 7.8%, 준간호사는 7.2%로 증가추세에 있어 

2014년 일반 사단법인인 일본 남성 간호사 협회가 발

족되었다. 일본의 간호인력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일본과 필리핀과의  자유 무역 협정 (FTA) · 경

제 협력 협정 (EPA) 체결로  필리핀의 국가 자격을 갖

춘 간호사가 일정수준의 일본어 교육과 일본어 능력 시

험을 통과한 후 간호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일본의 

병원 및 요양시설에 취업할 수 있다[15].

2.3 한국 및 일본 간호인력 과제

Fig. 1과 같이 2018년 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의 간호사는 인구 천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8.9명

보다 낮았지만, 일본은 11.8명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한국은 병상수가 인구 천명당 12.3개로 일본 

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인적자원은 OECD평균 

이하였지만 물적자원은 OECD최고 수준이었다[2]. 이

처럼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적은데 비해 돌봐

야 하는 환자나 병상 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많

다는 것에서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사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인 오영호(2010)

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연구」에서 2007년 

간호사의 생산성의 90%를 적용한다면 2015년 간호사 

인력은 23,813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여 적정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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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

다[3]. 이러한 간호인력 부족은 점차적인 간호학과 입학 

증원 및 편입학으로 간호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반면,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는 4년제 졸업생의 경우 2026년에는 2.4% 

이상, 전문대 졸업생은 12.6%인력이 과잉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16]. 

한국은 간호인력 양성이 OECD국가에서 평균 이상

으로 많이 배출되지만 정작 의료기관에서의 간호 인력

은 부족하다. 이는 간호 인력이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업무환경과 제도로 다른 병원

으로 이직을 하기 때문이다. 

다음 Table 1과 같이 한국과 일본 간호사의 평균 근

무연수와 이직률을 살펴보면, 한국 간호사는 평균 근무

연수가 5.4년에 비해 일본 간호사는 7.9년으로 2.5년 더 

길었으며, 한국 간호사 이직률은 15.4%에 비해 일본은 

10.9%로 낮은 반면, 1년 미만의 신입 간호사 이직률은 

한국이 33.9%, 일본은 7.5%로 큰 차이를 보였다[6,17]. 

2019년 간호사 이직률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이직률은 대도시에 비해 지방도시가 더욱 열악했으며, 

특히 신입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로 의료서비스 향상과 

환자안전과 같은 숙련 간호사의 인력 확충의 어려움까

지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간호 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이직률을 낮추고 신입간호사가 장기근속할 수 있

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Sourc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2018)

Fig. 1. Practising Nurses Rate per 1000 population 

Table 1. Comparison of nurse turnover rates in 

Korea and Japan

Korea[17] Japan[18]

Average number of years 
worked

5.4year 
(2016year)

7.9year(2017year)

Nurse turnover rate
15.4%

(2019year)
10.9%(2017year)

New (less than 1 year) nurse 
turnover rate

33.9%
(2016year)

7.5%(2017year)

3. 간호인력 확보방안

일본은 간호사의 건강문제 및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

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

을 겪어오고 있어, 일과 생활의 균형 확보를 위해 간호

인력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 등 인재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문부과학장관과 후

생노동성 장관이 간호인력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기본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19]. 이 규정에는 간호사 

취업동향 및 양성,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자질 향상, 간호사 취업 촉진 등에 관한 내

용이 포함되어있으며, 의료기관 장에게도 간호 인력들

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20].

3.1 근무환경개선 관리시스템

일본은 인구의 감소, 젊은 세대의 직업 의식 변화, 의

료요구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의 편재 등의 이

유로 의료기관에서 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

다. 이에 양질의 의료제공체제 구축을 위해 근무환경개

선과 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1]. 이러한 

실정을 후생노동성과 관계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의

료분야 고용의 질 향상의 노력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2014년 10월 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의료

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계획적으로 근무환경 개선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다[22]. 

Fig2와 같이 근무 환경 개선 관리 시스템은 각 의료

기관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행정 직원」 등의 다양한 

의료진의 협력 하에 지속적이며 자주적인 근무환경 개

선을 촉진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을 형성하고 의료

진의 건강증진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각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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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시스템이다[22]. 더불어 근무시간 관리를 비롯

하여 적절한 노동관리 및 건강지원, 근무하기 좋은 환

경정비, 일과 생활의 균형과 경력 형성 등을 염두하여 

일의 보람 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한, 근무 관리는 물론, 

직원 확보, 노동안전위생, 조직관리 이외에도 진료 수가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의 활용을 포함하고 있다.

  Sourc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2014)

Fig. 2. Promote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for medical workers

3.2 복직지원

일본의 간호사 센터는 1992년에 제정된 「간호사 등

의 인재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47개의 도도

부현마다 1개의 「도도부현 간호사 센터」와 전국의 도

도부현 간호사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는 「중앙간호사센

터」가 있어 간호직렬 확보 대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

다. 도도부현 간호센터를 중심으로 간호 직원의 복직 

지원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간호사 등 면허 소지자에 

대한 일정한 정보의 신고 제도를 창설하여 유휴자 및 

이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23]. 

각 현의 간호사 센터는 보건사·조산사·간호사·준간호

사의 면허를 취득하였지만, 당해 업무를 하고 있지 않

은 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간호직의 무료 

직업소개사업,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재취업을 위한 개인 상담과 연수, 유휴 간호

인력 파악 조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간호

사센터는 도도부현 간호사센터 사업의 홍보 지원, 각 

간호사센터 상담업무 강화 및 연계, 간호사 등 면허 보

유자 신고 사이트의 관리 운용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24]. 2019년 기준, 중앙간호사 센터와 도도부현 

간호사 센터의 주요 업무는 Table 2와 같다[23].

Table 2. Business contents of Central Nurse 

Center and Prefectural Nurse Center

Central nurse center Prefectural Nurse Center

Public relations support for 

prefectural nurse center 

projects

Nursing center training 

information posted in the 

magazine "Nursing"

Free employment placement 

business for nurses (nurse 

bank business)

Job registration and 

employment placement by 

the e-Nurse Center

Employment counseling by a 

nursing counselor

Other various consultations 

(career consultation, mental 

health consultation, etc.)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ree employment 

placement site "e-Nurse 

Center"

Improvement of e-nurse 

center function, addition of 

function

Update of posted 

information such as training 

information and nursing 

school information

Inquiries and consultation 

regarding the use of the 

e-nurse center

Implementation of training 

such as reemployment 

support

Providing information on 

new medicine and nursing

Holding training for nurses 

who wish to work to acquire 

recent nursing knowledge 

and skills and facilitate their 

return to work

Strengthen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services at each 

nurse center

Holding a national 

conference of nurse center 

staff

Implementation of training to 

improve the skills of 

employment counselors

Creation of "Hatasapo" that 

can be used for each 

business

"Nursing mind" promotion 

business

Events centered on May 

12th, "Nursing Day"

Holding career counseling 

sessions, one-day nursing 

experiences, nursing 

festivals, etc.

PR business for nursing 

work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alysis of e-Nurse Center 

registration data and 

preparation of various 

reports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supply and demand of 

nursing staff and 

employment trends

Provision of nursing-related 

information

Nurse Center project 

implementation status 

survey, publication in report

Survey on understanding 

potential nurses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s of unemployed 

and retired nursing staff and 

desired conditions for 

employment

Understanding of nursing 

staff demand facilities

Survey of job seekers and 

recruiting facilities registered 

at the e-Nurse Center

Sourc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2019)

3.3 이직방지·정착촉진

일본은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양성추진을 하여도 수

급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이직방지 · 정착촉진을 위한 이

직률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25]. 도도부현이 실시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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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따르면 상근 퇴직자의 주요퇴직이유는 본인의 건강

문제, 인간관계, 가족의 건강돌봄문제, 출산·육아, 결혼, 

초과근무 등 순이었다. 이중 본인의 건강문제는 불규칙

한 근무시간, 잦은 야근 및 초과근무 등 가혹한 노동 조

건을 원인으로 보고 도도부현에서는 간호직원의 정착촉

진을 위해서 유급휴가 사용독려, 초과근무감소, 교육체

제 확립, 외부 연수지원을 통한 경력개발지원, 다양한 근

무형태 등으로 근무시간 관리 및 간호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26]. 

2010년 후생 노동국의 「의료진의 협력 · 연계에 의

한 팀 의료의 추진」에서는 의료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 간호업무 등을 보조하는 간호보조자 등에 대

하여 의료진의 일원으로서 「팀의료」를 강조하였다.

또한, 가족의 돌봄 문제, 출산·육아 등의 여건에도 불

구하고 근무의 지속을 위해서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

하였다. 풀타임 정직원보다 1주일 정도 노동시간이 짧

은 정직원인 단시간 정직원제도의 도입은 직원의 정착 

및 이직률 저하에 일정한 효과가 나타났다[25].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자녀를 둔 간호직원, 여성의사

를 비롯한 의료종사자의 이직방지 및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영유아나 아동을 보육

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도부현에서도 

병원 내 어린이집 운영이나 시설 정비에 대한 보조를 비

롯해 단시간 정규직 채용 등으로 간호직원의 다양한 근

무형태를 도입하는 등 인력 확보에 힘을 쓰고 있다[27]. 

이와 더불어 간호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어짐과 동

시에 간호직원은 자신의 역량이 직장에 도움을 주는 것

으로 정착에 대한 생각을 굳힐 수 있다. 이에 2009년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및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에 따라 간호직원은 면허를 받

은 후 임상연수 및 그 밖의 연수를 받고, 그 자질 향상

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바 있다. 

한편, 신규직원의 퇴직이유로는 정신적 미숙과 취약

성 이외에도 학교교육과 현장업무와의 간극, 간호직원

에게 기존보다 수준 높은 능력이 요구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간호의 질 향상 및 조기 이직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신입 간호직원이 기본적인 실천 능력과 

충실함을 위한 연수와 의료기관 등에서 교육연수를 담

당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 도도부현

에서도 이러한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28]. 

3.4 일본의 간호인력 확보방안 정책효과

우리나라와 보건의료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

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인력양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

다. 2004년부터 10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준 간호

사(한국의 조무사)를 대상으로 간호사 양성 통신과정을 

시작하여 2006년 간호사 국가시험이 시행되어 다각도

에서 인력양성을 하기 시작하였다[14]. 준간호사는 전

쟁후의 간호사 부족 때문에 생긴 조치로, 현재 일본 간

호협회에서는 준간호사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이

에 준간호사 양성학교는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더불어, 간호직원의 건강문제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

으로 이직 및 퇴직을 하는 유휴 간호인력에 대해 일과 

생활의 균형 확보 Work-Life-Balance(WLB)를 위한 

간호인력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년 미만의 신입

간호인력의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2010년 국가

차원의 신규간호사 연수제도 도입을 통해 신입간호사

의 지도체계 및 현장 적응 연수프로그램을 운영 및 의

료기관의 연수책임자와 현장지도자의 역할 수행 교육

을 한 결과 2007년 9.2%였던 이직률이 2017년 7.5%

로 감소되었다[27]. 이 연수제도는 신규 간호 인력의 임

상연수 의무화로 현장지도자는 신입직원 지도 시 금기

사항준수, 근무 중간 휴게시간 의무제공, 연수책임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취하면서 근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격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1992년, 중앙정부와 47개의 도도부현에 간호

사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간호사의 연수, 간호지식 

및 개발,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직업소개, 활동지원 등

으로 간호인력 확보 및 정착촉진을 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간호 인력을 위해 병

원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2010년 육아개정법을 통

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풀타임 정직원보다 1

주일 정도 노동시간이 짧은 정직원인 단시간 정직원 제

도를 도입하였다. 직장을 다니면서 안심하고 가족 돌봄

이 가능하도록 단기 휴가제도,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을 

위해서 전직 경찰관을 고용하는 등 간호사 인력확보에 

대응하고 있다[29]. 

이처럼 일본은 간호인력 부족 및 확보에 대한 현안

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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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인력의 부족원인은 복

잡하고 다양하며, 간호 인력 증원을 위해 장기간 노력한

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 간호등급

제 시행과 더불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으로 간호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여년간 

간호인력을 약 10만명 배출하였지만, 열악한 근무환경 

및 건강상 등의 이유로 퇴직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한 유

휴인력이 발생하여 여전히 현장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

이다. 간호 인력의 부족은 보건의료기관의 운영에 차질

을 가져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권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관련 연구

에서도 간호사 배치의 수준이 낮을수록 환자의 사망률

과 폐렴 발생률, 중환자실의 사망률이 높았으며, 근무환

경의 개선은 간호업무성과 증진에 중요한 요인으로 적

용하여 이직률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30-33].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일본의 간호인력 부족 

및 확보방안에 대한 현황과 정책적 사례를 살펴보았다. 

인력증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간호 인력이 지속적으

로 근무할 수 있는 업무환경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

이며, 대부분 여성인 간호 인력이 출산과 육아로 현장

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다양한 근무형태 등으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인력

은 수도권지역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부족한 실정이므

로 적정한 휴식 및 간호수가를 수도권지역보다 높게 책

정하는 등 지방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또한, 야간, 휴일근

무, 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에 위반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와 조사가 더욱 철저히 엄격해 질 

필요가 있으며, 육아 등으로 퇴직한 유휴인력들의 재취

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원하는 다양한 근무형태 적용 

및 재취업 장려프로그램 등으로 인력해소를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유휴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

고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다양한 인

센티브와 재정적 지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인재(人材)＝인재(人財)가 전부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호인력 부족과 낮은 정착률

은 의료기관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민의 건

강권 침해로 이어져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

다. 이에 간호 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이

직 및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하며, 유휴 간호 인력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경력개

발, 상담 등 기능 확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간

호인력 확보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

리가 필요하며 제반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고려

한 실효성 있는 방안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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