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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vii 
 

서문 

SDG 3 

 

『세계 간호 현황 보고서 2020년: 간호교육, 일자리, 리더십에 대한 투자』 는 전세계적으로 

보편적 건강보장에 대한 정치적 결의가 유례없이 강한 시점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응급상황 준비와 대처 능력은 현재의 COVID-19 사태와 분쟁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 

이동에 의해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느때보다도, 세계는 간호사들이 그들의 

교육과 훈련의 성과를 최대한 발휘하여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세계 간호 현황 보고서』는 간호인력에 대해 기릴만한 것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급 간호교육에 대한 기회 확대와 정책 입안 등을 포함하여 향상된 

전문적 역할은 대중 보건의 개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간호사 분배/수급의 불균형은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2020년은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입니다. 이는 『세계 간호 현황 보고서 2020년』 이 

증거한 사실을 활용하여 2030년을 향한 발전을 추진하고 지탱해 나갈 과제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우리는 각국 정부와 모든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에게 다음의 행동들을 취할 것을 추구하는 바입니다. 

• 간호교육 (교수진, 인프라, 학생)의 획기적인 발전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전세계적 필요에 대처하고, 국내 수요를 충족하며, 변화하는 기술과 

발전하는 건강·사회 통합 케어 모델 (models of integrated heath and social care)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특히 중·저 소득국가들에서는, 2030년까지는 적어도 600만의 신규 간호사직을 

창출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예상되는 간호인력의 부족을 메꾸고, 전세계적인 

간호인력의 불공평한 분배를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와 미래의 간호사 리더십을 강화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보건 정책 형성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간호사의 영향력을 보장할 수 있고 효과적인 건강·사회 통합 케어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이러한 과제를 지원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러한 행동들을 국내 자원을 가지고 취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인적자본 투자의 증가하는 분량을 건강·사회 케어 경제에 

할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투자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 (SDGs)의 진전을 촉진할 

것이며, 양성 평등, 여성의 경제력 향상, 청년 고용 같은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다같이 간호교육· 일자리· 리더십에 투자하기로부터 시작되는 행동의  

10년에 결의를 다집시다.

 
 

 
 

 

SDG 4 

SDG 5 

SD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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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메세지 

제 72차 세계보건총회는 2020년을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조산사들이 전세계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매일 공헌하고 있음을 

인지하기 위함입니다.  

COVID-19 대유행 사태로 간호사들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 보건의 날에 처음으로 『세계 

간호 현황 보고서』를 증정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는 전세계 간호인력에 대한 최신의 

증거 사실과 신예의 정책 제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간호교육·일자리·리더십에 상당히 

많은 그러나 가능한 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바,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 (SDGs)의 달성을 위한 

간호인력의 보강을 위해서, 모든이들의 건강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목표인 보편적 건강보장으로 가기 

위한 일차진료 인력의 보강을 위해서 필요한 투자인 것입니다. 

 

『세계 간호 현황 보고서 2020년』은 각 국가 차원의 주목할만한 협조의 결과물입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데이타 보고 작업은 각 정부내 간호사 및 조산사 출신의 부서장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들은 교육, 노동, 

재정 부처들로부터 데이타 제공 지원을 받았습니다. 간호대학 교수진과 간호관리 담당관들은 데이타를 

공유하고 상호검증하였습니다. 국가 간호협회들과 Nursing Now 그룹들은 본 보고서에서 다루어 질 

이슈들에 대하여 보고하고 참여하는 적극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조관계는 간호 현황에 대한 

튼실하고 정례적인 보고에 매우 중요하며, 향후 보다 보강된 보고를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룩한 것은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룩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국가적 ·지역적·세계적 데이타의 출간과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를 계기로 삼아, 더 나은 일차진료 

제공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진전시키기 위한 간호인력 보강에 대하여 보다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여야겠습니다. 우리는 간호교육·직업·리더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유지해 나가야합니다.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간호인력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는 결의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러한 행동의 부름에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James Campbell 

Director 

Health Workforce Department 

World Health Organization 

Howard Catton 

Chief Executive Officer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Mary Watkins Alternate 

Co-Chair Nursing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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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The labour market is the structure that allows 

labour services to be sought (i.e. demand) and 

offered (i.e. supply). Wage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for example, adequate 

infrastructure, supportive management,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career progression) play a role determining the 

choices made by health workers and employers 

(1). 

Demand refers to the jobs being offered on the 

market. Demand is the number of health workers 

that a health system can support in terms of 

funded positions or economic demand 

for services. It is correlated with the expenditure 

on health by the government, private insurance, 

and out-of-pocket payments (2). 

Supply. The supply of health workers refers to 

the pool of qualified health workers willing to 

work in the health care sector. It is a function of 

the training capacity and the net migration, 

deaths, and retirements of health workers (2). 

Need is the number of health workers required to 

attain the service delivery objectives of 

a health system. Health labour markets are 

primarily shaped by supply and demand and 

only indirectly by need (1). 

The absorption capacity for health care workers 

by the health labour market refers to the ability of 

the health system (which includes bo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to fully and productively 

employ the pool of available qualified health 

workers (mainly generated through education and 

immigration). The absorption capacity is 

influenced by 

the efficiency and timeliness of translating 

economic demand into creating and filling job 

openings. 

Pre-service education refers to a formal 

learning programme that takes place prior to 

and as a prerequisite for employment in a 

service setting (3). 

Licensing refers to the process of certifying that 

an individual can perform the roles and tasks 

within a defined scope of practice to the required 

standard and conferring a licence to legally 

authorize them to exercise a certain profession 

within a given jurisdiction. 

Accredita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evaluation 

of education institutions against predefined 

standards required for the delivery of education. 

The outcome of the process is the certification of 

the suitability of education programmes and of the 

competence of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delivery of education. 

Credentialing is the process of obtaining, 

verifying, and assessing the qualifications of a 

practitioner to provide care or services in or for a 

health care organization. Credentials are 

documented evidence of licensure, education, 

training, experience, or other qualifications (4). 

Professional certification is the voluntary process 

by which an entity grants a time- limited 

recognition and use of a credential to an individual 

after verifying that he or she has met 

predetermined and standardized criteri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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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개요 

보편적 건강보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간호사(Nurses)는 “모두가 함께 가는 세상”(Leaving no one behind)이라는 공약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이행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국내외 의료분야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과제들, 예를 들어 보편적 건강보장, 정신질환과 비감염성 

질환 케어,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처, 환자의 안전, 그리고 환자 중심의 통합케어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인력(Nursing workforce)의 보건의료팀 내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건강과제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리더십을 구축하고, 

교육·기술·업무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영향력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투자는 교육, 젠더(Gender), 좋은 일자리(Decent work), 포괄적 경제성장과 관련된 SDGs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 전 세계적인 간호인력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잘 보여주는 ‘세계 간호 현황보고서 2020’(The State of the world’s nursing 2020 이하 본 보고서)은 

WHO(세계보건기구)가 국제간호협의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와 세계 Nursing Now 

캠페인과 협력하여 작성하였으며 각국 정부와 여러 관련 단체와 기관에서 이를 지원하였습니다. 

© Shapecharge/Getty Images 

간호는 의료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직업군으로 

보건의료 인력의  

 약 59%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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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간호 현황  
간호인력(Nursing workforce)은 규모와 전문직 범위(Professional scope)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확대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고, 증가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아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191개국이 본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가장 많고 2018년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 

비해 53% 증가하였습니다. 약 80%의 참여국들이 15개 혹은 그 이상의 지표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호교육 역량, 재정(Financing), 간호사의 급여, 보건의료 인력시장의 흐름에 관한 데이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간호인력 정책 (Nursing workforce policy)과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보건의료고용 시장(Health 

labour market)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간호인력은 2천790만 명으로, 그 중 1천930만 명은 전문직 간호사(Professional nurses)입니다. 이는 

2013년부터 2018년간 총 470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간호직종이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직업군으로서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천790만 명의 간호인력을 

세분하면 전문직 간호사(Professional nurses) 1천930만 명(69%), 준 전문직 간호사(Associate professional 

nurses) 6백만 명(22%),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간호직(Not classified either way) 2백6십만 명(9%)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간호인력은 보편적 건강보장과 SDGs 목표를 성취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간호사의 80% 이상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천600만 명으로 추정되었던 간호사 

부족현상은 2018년 소폭 감소하여 5천900백만 명이었습니다. 이 부족한 인력 중 약 5천300만 명(89%)는 중·저 

소득국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 간호사의 증가는 인구증가에 간신히 보조를 맞추고 있어 인구대비 

간호사 비율은 미미하게 개선될 뿐입니다. Figure 1은 인구 1만 명 당 간호인력(Nursing personnel)의 밀도의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큰 격차는 아프리카의 국가들, 동남아시아 및 지중해 동부지역,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몇몇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Figure 1 Density of nursing personnel per 10 000 population in 2018 

 

 

*Includes nursing professionals and associates. 
Source: National Health Workforce Account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Latest available data over the period 201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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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의 보건의료 인력(Health workforce)의 고령화로 인해 간호인력의 수급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간호인력의 연령은 상대적으로 젊은 편에 속하나, 북남미와 유럽에서 간호인력의 고령화와 더불어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퇴 연령에 이른 간호사(55세 이상)의 비율에 비해 경력이 짧은 

간호사(35세 이하) 비율이 낮은 국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사 양성 및 기존 간호인력 

보유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인력의 연령이 젊은 국가는 간호인력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Figure 2에 보이는 젊은 연령대보다 정년에 가까운 연령대의 간호사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녹색 선 

위쪽에 위치한 국가들) 앞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Figure 2 Relative proportions of nurses aged over 55 years and below 35 years (selected 

countries) 

 

● Each dot represents a country / Green line indicates where the number of nurses near retirement 

equals the number of young nurses in the workforce. 

 

18 countries at risk of an 

ageing workforce 

Percentage of nurses less than 35 years 

*Includes nursing professionals and nursing associate professionals. 
Source: National Health Workforce Account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Latest available data reported between 2013 and 2018. 

P
e
rc

e
n

ta
g

e
 o

f 
n

u
rs

e
s
 a

g
e
d

 5
5
+

 y
e
a

rs
 

xiv State of the world’s nursing 2020 



Executive summary xv 

 

간호사 부족을 해소하려면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간호학과 전체 졸업생의 수를 매년 평균 8%까지 

늘려야하며, 더불어 이들 졸업생들을 고용하고 계속 간호현장에서 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증가 없이 현 

추세대로 가면 2030년에는 전체 간호사의 수가 3천600만 명이 되나, 예상 수요에 기반하여 570만 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북남미와 유럽, 태평양 서부지역 일부 국가들 또한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국가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Figure 3은 2030년까지, WHO 지역별 및 국민소득별 간호사의 예상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Figure 3 Projected increase (to 2030) of nursing stock, by WHO region and by country incom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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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s nursing professionals and nursing associate professionals. 

변화의 유형은 다르지만, 간호사의 공평한 분배와 

보유는 거의 보편적인 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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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verage duration (years) of education for nursing professionals, by WHO region 

 

WHO REGION 2 years 3 years 4 years 5 years 

 

 
0% 20% 40% 60% 80% 100% 

Source: National Health Workforce Accounts 2019 for 99 countries and Sigma database for 58 countries. Latest available data 

reported by countries between 2013 and 2018. 

대다수 국가(참여국 157개국 중 152개국, 98%)에서 간호사 교육 기간이 최소 3년 과정(Programme)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들 국가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의 표준화(91%), 인증제도(89%), 교원자격의 표준화(77%), 

전문직간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 (67%)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체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아직 미흡합니다. 더 나아가 간호사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Minimum 

education)과 훈련수준(Training levels)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편차가 있으며, 아울러 교원 부족, 인프라 부족, 

임상 실습 장소의 부족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Figure 4는 전 세계적으로 간호교육기간이 대부분 3년에서 4년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총 78개국(참여국 53%)에서 전문간호사 

역할(Advanced practice roles nurse)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s)는 지방에서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고, 도시지역의 취약집단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간호직종 종사자(Nurses at all levels)들이 

직업적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보장을 받는다면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의료서비스 중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와 예방의학 차원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호사 8명 중 1명은 자신이 태어나거나 

교육받은 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간호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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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의 국제이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국제이동 현상이 증가하면서 간호사의 분배와 

이직률 증가는 어느 국가든 처한 문제입니다. 무분별한 이민으로 인해 간호사 부족은 심화되고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고소득 국가들은 간호학과 졸업생의 수가 적거나, 기존 또는 신규 

간호사(New graduate nurses)로 충원되어야 할 간호직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유입 간호인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듯 보입니다.  

많은 국가(86%)에서 간호관련 규정(Regulation of nursing)을 담당하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거의 2/3에 

달하는 국가(64%)에서 간호실무에 들어가기 위한 초기 역량평가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거의 3/4에 

달하는 국가(73%)에서 간호실무를 지속하기 위해 보수교육을(Continued professional 

development)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교육과 실무에 대한 규정은 몇 개의 지역차원의 상호인정 

조항 외에는 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국의 관리 당국은 매우 유동적이고 팀 기반으로 일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간호교육과정과 임상 실무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간호인력의 

등록명부(Registry)를 최신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Figure 5 는 노동환경과 근무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갖춘 국가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간호직은 아직도 여성에 치우쳐 있고, 직장내 그와 관련된 편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90% 가량의 

간호인력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간호사 또는 여성이 리더의 위치까지 오르는 경우는 드문 

실정입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와 근무지에서 성차별 관행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간호사의 근무시간과 근무조건, 최저임금, 사회보장과 같은 법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모든 

지역에서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겨우 1/3 남짓의 국가들(37%)에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는 법적 보호 수단을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115개국 중 82개국(71%)에서 간호 관련 정책 업무를 맡고 책임지는 국가 간호정책국 관리자 직위 

(National nursing leadership position)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간호 리더십 프로그램(Natoinal 

Nursing leadership program)은 78개국(참여국의 53%)에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정부 간호정책 

수석직위(Chief nursing officer, CNO)와 리더십개발프로그램의 운영은 더 엄격한 간호 관련 규제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Percentage of countries reporting yes 

Source: National Health Workforce Account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Regulation on working hours and conditions 
(133 yes out of 142) 

Regulation on social protection 
(125 yes out of 137) 

Regulation on minimum wage 
(119 yes out of 134) 

Nursing council 
(141 yes out of 164) 

Existence of advanced nursing roles 
(50 yes out of 95) 

Measures to prevent attacks on health workers 
(20 yes out of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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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ercentage of countries with regulatory provisions on wor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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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부족을 겪고 있는 국가는 최소 590만 명의 간호사를 양성하고 추가 고용하기 위해 자금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간호교육에 대한 추가 투자는 중·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1인당 10달러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간호대학 졸업생을 고용하기 위해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 자금으로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임금체계를 

검토하고 관리해야 하며, 몇몇 국가에서는 간호인력 수급 제한을 해제해야 합니다. 국내 자원이 

중·장기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국가들의 경우, 예를 들면 저소득국가와 분쟁이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들은, 관련 기관 차원에서 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개발협력자와 

국제금융기관은 교육, 고용, 양성 평등, 건강과 기술개발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를 국가 보건의료 인력 

확충전략에 이전함으로써 일차보건의료 활성화와 보편적 건강보장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 양성 평등(Gender equity), 젊은이들의 

사회참여라는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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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가 보건의료 인력 백서’ (National Health Workforce Accounts)를 구축하고 

증강하여야 하며, 그 데이타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인력시장을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투자결정에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간호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에는 정부 부처들의 참여와 주요 

이해당사자인 규정 위원회, 간호교육기관, 진료기관, 전문 협회들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간호사의 해외 이주와 이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책임있고 윤리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 채용담당자, 국제적 이해당사자들은 WHO가 제정한 국제 보건의료 인력 채용에 관한 업무의 

글로벌 규정(Global Code of Practice on the International Recruitment of Health Personnel)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제 기관, 보건의료 인력 정보시스템, 고용주, 정부 부처, 그리고 이해 당사자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하여 간호사의 국제이동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규제하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주 간호사(Migrant nurses)에 지나치게 의존해오던 국가는 자국의 간호사 양성에 

투자하여 자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호사들의 해외 이주로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한 국가는 

임금인상(그리고 동등임금)과 근무조건 개선, 전문직 발전의 기회(Professional development 

opportunities)의 창출, 그들의 교육과 훈련의 성과를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 등의 완화 조치 

(Mitigating measures)와 보유/이직률 감소 방안 (Retention packeages)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리더십과 거버넌스는 간호인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호인력 강화와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간호정책수석(CNO)의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간호정책수석은 간호 관련 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간호인력 분야에 대해 근거에 기초한 투자를 

결정하는 정책에 관한 논의를 끌어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간호사 리더십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고 젊은 간호사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취약하거나 분쟁에 휘말린 국가는 특히 

간호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 간호인력 양성과 관리에 특히 집중해야 합니다. 

 
간호사 교육(Nurse education)과 훈련 프로그램(Trainig programmes)은 일차보건의료와 보편적 

건강보장을 주도하는 간호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간호대학 교원양성, 임상실습장소 확보, 타 전공 학생들을 유치할만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간호(Nursing)는 과학과 기술, 팀워크 그리고 인류 공통의 건강 평등권을 바탕으로 

발전해야 하는 직종입니다. 간호정책수석(CNO)과 그 외 정부 관계자는 졸업자에 대한 국가 건강 

시스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간호사를 위한 적합한 입문 및 전문과정 개설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새로이 발생하는 국제문제에 대처할 뿐 아니라 국내 의료 관련 우선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간호사들이 여러 의료직종으로 구성된 팀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준비시키며 발전하는 의료기술 속도에 맞춰 경쟁력을 갖춰나가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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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은 간호 실무(Nursing practice)가 기여하는 바를 최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차보건의료팀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그들의 직무범위의 최대 

한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간호사 주도 케어 모델(Nurse-led models 

of care)은 비전염성 질환(만성질환)의 케어와 의료 사회복지의 통합에 대해 점점 높아지는 

요구와 관련된 국민의 건강요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고 일차보건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근무환경에 대한 정책으로 간호사의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간호사 주도 케어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전문간호사제, 디지털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기회의 활용, 간호인력 고령화를 

고려해서 정책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입안자와 고용주, 규제 당국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서로 협동해야 합니다.  

국가는 간호사가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이직률을 낮추고,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간호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의료팀의 구성과 근무환경, 직업 관련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며, 특히 취약하고 분쟁에 휘말린 지역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임금은 공정하게 지급해야 하며 간호사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인력을 모이게 하고, 일할 동기를 부여할 만큼 적절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각국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폭력과 차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인지적(Gender-sensitive) 간호인력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동등하고 평등한 

임금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공공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영 의료기관에도 존재하는 성별 임금 

격차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관련 규제를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간호교육, 간호직무수행, 관련 

규제, 간호사리더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간호인력 대다수가 여성인 점을 

또한 염두에 두면서 성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Figure 6). 간호 관련 성 평등 

정책은 여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예를 들면 여성간호사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간호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에게도 리더십 개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Figure 6 Percentage of female and male nursing personnel, by WHO region 

 

 

Source: National Health Workforce Account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Latest available data reported between 2013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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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은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우선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세워야 합니다. 간호사 

주도 케어 모델을 지원하고 전문간호 역할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간호 관련 규정은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간호교육과정을 균형 있게 개정하고 

자격조건을 부여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간호교육과정 이수 여부와 취득한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는 호환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계 당국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호직무의 범위를 설정하고, 

최초 역량평가 제도와 지속적인 전문직 개발을 위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일련의 규제방침을 

세워, 역동적으로 협력하는 의료팀 내에서 간호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호정책수석과 보건복지부처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야 하며, 

그 외 관련 부처(교육, 이민, 재정, 노동관련 부처)와 공공과 민영부문 관계자의 협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정부의 공공정책 검증을 강화하여 민영 의료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간호교육 역량을 강화하며, 의료서비스 지원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공공정책 

목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간호협회, 교육기관, 교수진, 관련 당국, 간호노동조합, 간호학과 

학생, 풀뿌리 시민단체, Nursing Now와 같은 국제적 캠페인 등은 공공 보건 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 내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공헌할 수 있습니다. 
 

 

© Yoshinobu Oka via Sasakawa Health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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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교육, 일자리, 리더십에 

대한 투자 
본 보고서는 간호인력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현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간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일차보건의료를 활성화하고, 보편적 건강보장을 성취하여 SDGs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입니다. 

본 보고서는 간호 분야에 개선되고 발전하는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대륙과 동남아시아지역, 지중해 동부지역 저중소득 국가들은 

벌어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상위 소득 국가들 

또한 성취감에 취해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 국가는 간호인력 수급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존 간호인력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해외 간호인력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필요한 간호인력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국 정부는 관계부처와 국제파트너의 지원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간호 리더십, 경영관리 역량을 향상해 관련 교육 분야, 보건, 고용 창출, 성 평등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간호교육, 좋은 일자리 창출, 공정한 임금, 인력배치, 업무수행, 생산성, 규제, 인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채택하여 간호 분야에 대한 투자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간호교육 분야와 기술,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필요한 투자를 하려는 재정자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성공한다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수십억 인구의 건강증진, 수백만의 자격을 갖춘 고용의 기회, 특히 여성과 젊은이들의 

고용 창출, 세계보건향상 등의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간호교육 분야와 고용 창출, 

지도자양성에 대한 투자는 명백히 필요합니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 St Thomas’ Hospital, London 



 

 

 

 

 

 

 

 

 

 

 

 

 

 

 

 

 

 

 

 

 

 

 

 

 

 

 

 

 

 

 

 

 

 

 

 

 

 

 

 

 

 

 

 



 

 

 

 

 

서론 

 

1. 간호인력은 전문직 간호사(Nursing 

professional)와 간호보조인력(Nursing 

associates)을 포함하며, 단일 의료직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사람들의 건강(Health for 

all)을 위해 일하는 전문직간 

의료팀(Interprofessional health teams)의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간호사의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tioners), 

임상가(Clinicians), 지도자, 정책가, 연구자, 과학자, 

교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의료전문가의 교육과 

실천의 효과적인 기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류건강과 안녕의 향상은 간호직의 근면함, 혁신적 

사고, 영감 등을 통해 실현되었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3. 간호사라는 직업은 수백 년 동안 존재했고 200년 

전 현대적 의미의 간호사 개념을 정립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활동한 이후 더욱 진화했습니다. 

 

 

 

 

 

 

 

 

 

 

 

 

 

 

 

 

 

 

 

 

 

 

 

1800년대 간호교육이 조직화하고, 임상 

기준(clinical standards)이 세워지며 간호사협회가 

생기는 등 근무 조건이 개선되고 간호직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1900년대에 간호직이 전문화되었으며 자율성도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공적 책임과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강력한 법적 규제가 생겨났습니다(1). 

1899년에 설립된 건강관리전문가를 위한 최초의 

국제기구는 국제간호협의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 ICN)였습니다. 현재 121년 

역사의 국제간호협의회는 130개국 이상 간호사 

협회의 연합으로 전 세계 2천만 명의 간호사를 

대표합니다.  

 

4. 세게보건기구(WHO)는 창립 첫 해부터 간호사와 

조산사의 엄청난 가치와 공헌을 인지했습니다(3). 

수년동안 간호사와 조산사는 천연두 퇴치, 전염병과 

싸움, 산모와 신생아, 아동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보건 문제 해결에 

기여했습니다(4, 5).  

 

  

CHAPTER 



 

이들의 두드러진 역할은 세계보건기구가 70년 

이상 10개 결의안을 채택하여 광범위한 인력개발 

우선순위의 일환으로 간호사와 조산사를 교육, 

고용 및 유지하도록 장려한 국제표준채택을 

촉진하였습니다(3,6) 

 

5. 세계 간호 현황 보고서 2020은 WHO가 

국제간호협의회, 국제 Nursing Now 캠페인과 

협력하여 작성하였으며 간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비전과 미래지향적 계획을 세우기 

위한 바탕으로 현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보건총회가 2020년을 세계 간호사과 

조산사의 해로 정한 것을 기념하여(7) 작성된 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국가별, 지역별, 세계적으로 

SDGs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는 과정에서 간호 관련 

활동과 현황에 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6. 본 보고서는 전세계 간호 현황에 대해 최신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주요 이슈와 

당면과제, 건강증진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과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 강화와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의료체계 발전과 관련하여 간호사의 위상을 

증진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7. WHO 웹사이트에서 국가별 간호 현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http://apps.who.int/nhwaportal. 

© WHO/NOOR/Sebastian Li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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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3 

각 챕터 별 주제 

 

CHAPTER 2 건강 우선순위와 보건의료 인력에서의 간호 

제2장은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안건(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중 특히 

SDG 3 (건강과 안녕)를 위한 보건의료 인력의 기여에 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8). 

 

CHAPTER 3 21세기 보건의료 체계에서 간호의 역할 

제3장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성취하고 응급 의료문제를 해결하며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해 WHO가 제시한 ‘30억’(Triple billion) 목표 달성과 관련한 건강 우선순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간호사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9). 

 

CHAPTER 4 간호인력 관련 정책 

제4장에서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일하는 간호사의 

도전을 위한 국내 및 세계 보건의료 인력시장 확대, 인력 정책 강화와 거버넌스 결정 요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CHAPTER 5 간호인력 현황  

제5장에서는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정책 개발과 밀접한 영역으로 간호인력 보유량, 구성, 

배치(즉 간호인력 양성 능력, 간호교육, 관련 규정, 간호실무, 간호정책, 관리환경, 리더십과 

보건의료 인력시장 관련 요인)에 관한 간호인력 현황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약 1천800만 명의 보건의료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HAPTER 6 간호인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6장은 간호인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회원국, 교육기관, 규제 기관, 간호협회, 개발 

협력파트너, 국제조직과 그 외 이해관계자를 향한 행동 요청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 State of the world’s nursing 2020 

 

 

 

 

 

 

 

 

 

 

 

 

 

 

 

 

 

 

 

 

 

 

 

 

 

 

 

 

 

 

 

 

 

 

 

 

 

 

 

 

 

 



Nursing in a context of broader workforce and health priorities 5  

  

건강 우선순위와 보건의료 

인력에서의 간호 

2.1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건 

인력의 역할 

8. 2015년 UN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라는 

명제를 내걸고 2030년까지 17개의 목표를 인류애와 

지구를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역에서 

설정했습니다(8). SDGs에는 빈곤퇴치(SDG 1), 

만인의 건강과 안녕달성(건강한 삶 확보)(SDG 3), 

포괄적이고 평등한 교육보장(모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증진)(SDG 4), 양성평등 달성(SDG 5),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SDG 8) 등이 포함됩니다. 

 

9. WHO는 보편적 건강보장에 근거를 둔 SDG 3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전 세계 의료 관련 기관과 

의료진을 선도합니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이룩하는 

것은 모든 UN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고위급 

회의에서 제안한 보편적 건강보장에 대한 

정책선언(10)과 국제의회 연합의 결의문(11)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 일차보건의료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지도자들은 1978년 일차 보건의료에 관해 보장한 

알마-아타 결의(Alma-Ata Declaration)를 제정한 

기념으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일차 보건의료 보장에 

관한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Astana Declaration3). (12) 

WHO는 13차 총회에서 수립한 전략계획에서 ‘30억(triple 

billion)’이라는 제명 하에 SDG와 일차 보건의료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30억”이라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편적 

건강보장의 혜택을 받는 인구 10억과 건강과 관련된 

위급상황에서 더욱 나은 보호를 받는 인구 10억, 더 나은 

건강과 안녕을 누리는 인구 10억을 뜻합니다(9).  

 

11.  2019년 보편적 건강보장의 실현 여정의 일차보건 

의료(Primary health care on the road to universal 

health coverage)라는 제목하에 WHO가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편적 건강보장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나면서 건강보장의 범위가 괄목할만하게 

확장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13).  

 그러나 이러한 발전상황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실한 의료체계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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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야에 먼저 투자해야 할 것인지 밝히기 위해 

좀 더 확실한 데이터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경직된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신속하고 접근 

가능한, 조응(照應)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기회가 

있습니다. 

 

12. WHO는 2030년까지 SDG 3 목표를 성취하려면 

3.9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합니다. 12년 이상의 

기간동안 이 투자금의 40% 이상은 2030년까지 

보건의료 인력 부족분 1천800만 명을 충당하는데 

소요되는 보수, 월급 등의 경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보건의료 인력의 교육과 직업훈련 요구에 

필요한 추가적인 투자금을 포함한 추산은 건강과 

관련한 투자의 평균 50% 이상이 보건 의료인력 

양성과 임금 지급, 인력 유지에 쓰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13. 보건의료 인력은 그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오랫동안 존재했던 잘못된 관념과 달리(17, 18), 

2016년 보건의료 인력 채용과 경제발전에 관한 유엔 

고위급회담(이하 ‘유엔회담’)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관련 직업과 채용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다른 분야의 생산성을 증진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17, 18).  

 

의료체계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투자하는 것은, 

특히 여성 인력을 고용하여 여권신장에도 기여하게 

되고(SDG 5) 젊은 연령층의 경제력이 발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발전(SDG 8)에 도움이 됩니다(19, 

20).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인력(Social 

and health care workforce)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에 이르며(21), 이들 여성의 거의 90%가 

간호사와 조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22.23). 

 

14. 유엔회담은 보건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즉 

교육투자를 확대하면 보건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되며,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1천800만 명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15.  2017년 유엔회담의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 WHO 

회원국은 Working for Health programme, 다자 협력 

신탁기금 (Multi-Partner Trust Fund),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15, 17). WHO는 권고안을 

실행하는 데 있어 세계 보건의료 인적자원 활용 전략 2030 

(Global Strategy on Human Resources for Health: 

Workforce 2030) (Figure 2.1)에 제시된 보건의료 인력 

강화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16). 

 

16.  보편적 건강보장의 실현과 SDG 3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 분야에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 수요 및 요구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정량화하여 보건의료 인력시장을 분석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통합적인 보건의료 인력 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7.  간호인력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준의 

인원, 적절한 인력배치와 인원 수준 유지, 양질의 교육, 

효과적인 규제, 근무환경,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효율성 등과 같은 모든 의료 관련 직종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24-26). 

  

그러나 간호직에 관련된 특정한 어려움, 즉 성 

편견(Gender bias), 간호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리더십의 

부재, 규제와 관리, 다양한 수준의 간호교육과 직무수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25). 이러한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간호 관련 정책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어떤 부분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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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1 Global Strategy on Human Resources for Health: strategic objectives and relevance for 

nursing 

 

Key areas for nursing 
include maximizing 
the contributions of 
nurses via an 
optimized scope of 
practice and nurses’ 
roles in providing 
preventive and 
primary care. 

Key areas for nursing 
include positively 
managing nurse migration, 
ensuring the quality of 
nursing education, and 
investing in the retention of 
nurses in rural, remote, or 
otherwise underserved 
communities. 

Key areas for nursing 
include engaging 
nursing leaders in 
health policy-making 
and the development 
of nursing leadership. 

Key areas for nursing 
include having an 
accurate count or “stock” 
of the nursing workforce 
and understanding the 
requisite information with 
which to conduct a health 
labour market analysis. 
Data for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 requires 
the engagement not just 
of government ministries, 
but also nursing and 
intersectoral 
stakeholders. 

Optimize the performance, 
quality, productivity, 
effectiveness, skill mix, 
retention, address 
inefficiencies, 
maldistribution for equity, 
universal health coverage. 

Catalyse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for health 
aligned to address population 
health needs, account for 
health labour market 
dynamics, education policies, 
shortages and maldistribution. 

Build the capacity of 
institutions for effective 
public policy stewardship, 
leadership, and 
governance on human 
resources for health. 

Strengthen data for 
human resources for 
health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 



 

2.2 간호사는 어떤 직업입니까? 

18.  본 보고서는 가장 최신의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 세계 간호인력 현황을 분석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간호사”직업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 그동안 발표되었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를 통합하여 넓은 의미의 간호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5장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분석방법에 대해 실었습니다. 2008년 국제표준 직업군 

분류(ISCO-08)에 의하면 간호사라는 용어는 특히 

2개의 직업군, 전문직 간호사(ISCO code 2221, 

Professional nurse)와 준 전문직 간호사(ISCO code 3221, 

Nursing associate professional)를 일컫는 데 사용됩니다. 

 

19.  이들 2개의 직업군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다른 직업군(예를 들어 조산사와 간호조무사, 그 외 

의료보조직 등) 은 여기에서 제외했습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하이브리드교육과정을 마친 의료직 

종사자를 “간호사-조산사(Nurse-midwives)”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간호사-조산사”는 국제표준직업군으로 분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직 간호사 및 준 전문직 간호사를 

직업군으로 분류한 국가의 데이터만 취합했습니다. 

직업군에 대한 정의와 각국 간호인력에 관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진 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장과 

부록(Annex 1)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AKDN/Christopher Wilton-S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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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간호(Nursing)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 단체, 지역사회에 속한 모든 연령층의 

질병이 있거나 건강한 개인을 모든 세팅에서 자율적이며 

동시에 협력적으로 케어하는 행위입니다. 간호는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질병의 치료, 장애인 케어 서비스,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7, 27). 

간호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의료정책 수립과 교육, 

연구에 참여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 관리와 

원활한 의료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27, 28). 

간호사는 3차 의료기관에서부터 도서지역 보건소에 

이르는 모든 보건의료현장에서 광범위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 

교육적,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1.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교육과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입문 

간호교육프로그램(Entry level nursing programme)을 

마친 후에는 상위과정(Higher education)을 거쳐 

전문자격(Specialist qualifications)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후 직함과 역할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 국가 

내에서도 간호직명과 업무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국 협의회(NCSB)에서 발생한 

세계간호면허관련 규정지도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면허를 

포함하여 면허시험을 필요로 하는 간호관련자격(혹은 

면허)이 전 세계에 최소한 144개 이상 존재합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10개 직함(Titles)과 미주와 

유럽지역의 30개 이상의 세분화된 간호사 유형이 

해당합니다. 

  

 

22.  간호사의 역할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 공공보건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간호사의 직업을 

정의하고, 역할 범위를 규정하여 간호사의 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 정의를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Figure 2. 2 Number of distinct nursing titles within each WHO 
region 

 
WHO region 

Note: Numbers indicate nursing titles requiring an examination in each country, 
grouped by region. Source: NCSBN Global Regulatory Atla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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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보건의료 체계에서                

간호의 역할 

23. 제3장에서는 SDG 3 목표, 보다 구체적으로는 WHO가 

제정한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 약한 사람이 보호받는 

세상” 캠페인과 일반계획(General Programme of 

Work)의 ‘30억’ 프로젝트에 기반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의 부록 

온라인 버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 보편적 건강보장을 성취하기 위한 

간호사의 역할 

24. 코크란 리뷰(Cochrane review)에 따르면,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임상 결정뿐 아니라 건강 증진 교육과 

질병 예방 활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의료활동을 통해 

일차보건의료를 활성화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30). 

특정 조건과 적절한 의료환경에서 간호사 주도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는 환자 치료와 만족도 면에서 

기존의 의료현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나은 수준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도 

간호사가 환자 면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30). 

또 다른 코크란 리뷰에서 간호사가 HIV 치료와 추적관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31), 금연 클리닉에서 간호사의 

중재로 인해 금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32). 

일반 간호사를 포함한 비 전문 보건의료 인력(Non-

specialist health workers)이 일반적인 우울증과 산전 후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알코올중독, 치매 환자 케어 결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3).  캠벨리뷰(Campbell 

systematic review)에 의하면 성폭력 검사 전담 간호사 

혹은 법의학 간호사는 성폭력 검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간호사가 성병 검사와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조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또한 의료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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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간호사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감염을 예방 및 통제를 합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항생제내성균의 확산을 

막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35).  이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오류나 

근접오류(Error and Near misses)를 찾아내거나 

예방하고(36), 감염의 확산을 막는 예방조치와 이에 관한 

멘토링(37), 식수와 위생관리에 이르는 다방면의 활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38). 

COVID-19 같은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손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살균이 아주 중요한 상황에 감염 예방과 

관리에서 간호사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Box 3.1). 

 

26. 과거부터 현재까지 감염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 관리, 

통제에 대한 간호사의 역사적 공헌도 관련 문헌에 매우 잘 

기록 되어있습니다(4, 49). 예를 들어, 간호사 주도 케어 

(Nurse-led interventions) 방식으로 백신 접종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50). 간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결핵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으며 임상적 임무뿐 

아니라 건강증진과 정신보건과 같은 비임상적 임무도 

수행합니다(51-54). 또한 HIV 예방을 위한 자발적 

포경수술(VMMC)운동(55, 61), HIV 예방계획의 수립과 

실행에도 역시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62). 

 

간호사는 또한 소외된 열대성 질환 치료와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교육,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와 같은 의약품 처방, 진료와 진단, 

질병의 확산 정도 추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질병이 

의심되어 이관된 환자의 진단, 스크리닝, 약품 관리, 

트라코마(Chlamydia tramomatis에 의한 만성적인 

각결막염)와 같은 특정 질환에 연관된 외과적 처치, 림프 

부종을 관리하는 법과 같은 자가치료법 등을 교육하는 등 

간호사의 역할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63). 또한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환경에서 간호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력의 훈련, 멘토링 및 감독을 통해 전염성 

질병관리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63-65). 

 

 

 

Box 3. 1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간호사 

해마다 저∙중소득 국가에서 8백만 명 이상이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인해 사망합니다(39). 

간호사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위해사건(adverse events)을 예방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경쟁력 있는 의료진을 

구성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자의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오류나 근접오류(Error and Near misses)를 찾아내거나 

예방하고, 치료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등 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36). 의사나 간호사는 많은 노동량과 오랜 근무시간으로 

인해 흔히 번아웃 증후군(Burnout)을 겪게 되고, 각 직종 간 소통 부재로 인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40). 반면 좋은 근무환경, 간호사의 안전확보, 의료진 교육을 통해 환자의 

재원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오랜 입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렴, 위염, 상부위장관 출혈, 욕창, 도뇨관 

삽입으로 인한 요로감염, 환자사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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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간호사는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교육과 비전염성 

질환(NCDs)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66-72).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기술력을 

키움과 동시에 균등한 기회와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면 

간호사는 본연의 임무와 더불어 관리자이자 대변자, 

건강 관련 지식 전파자로서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73). 간호사는 NCD 관리와 

관련된 넓은 범주의 임무, 예를 들면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병, 정신건강, 신경학적 질환, 

호흡기질환, 암과 관련된 질환의 스크리닝과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NCDs 환자의 케어와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66-72).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혈압강하, 우울 지수 감소 등 

환자의 건강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심혈관질환, 

당뇨병 치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30.70). 

간호사들은 환자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 필요한 약을 먹게 

하도록 하기도 하고, 진료 약속에 맞춰 내원하도록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30, 70). 

적절한 방향과 실무범위에 의해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NCDs 케어를 일차보건의료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확대된 간호사의 역할은 잠재적으로 

부합하는 다양한 세팅에서 건강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7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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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간호사는 평생 보건에 기여합니다. 간호사는 조산사, 산부인과의, 각 과 전문의와 협력하여 산전 후, 분만까지 

산모를 케어합니다(77). 

신생아 간호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간호사는 다른 신생아 전문의료진과 협력하여 분만과정을 지원하고 입원 산모를 

케어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호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학교 간호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78-81).  

간호사는 피임약, 자궁내피임기구 삽입과 같은 부인과 관련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82). 또한 임신 가능 

연령에 속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와 HIV 검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84). HPV 백신 접종률(Human 

papilloma virus vaccination services)을 올리기 위해 해당 연령에 속하는 청소년과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백신의 필요성을 알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83, 85, 86). 

간호사는 또한 노인 연령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인 연령층에 필요한 

통합적인 케어를 통하여 이들의 건강증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Box 3.2)(87). 호스피스(완화치료) 주요 관련자로서 

간호사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도와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73, 76). 

Box 3. 2 노인 인구를 위한 간호사 주도 케어 모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사사카와 메모리얼 보건재단(Sasakawa Memorial 

Health Foundation)은 2014년에 지역사회 단위로 가정간호센터(Home care nursing centres)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간호사를 파견하여 노인 인구가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사카와 메모리얼 보건재단은 또한 

보건 네트워크를 세워 각 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가정간호센터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89). 재단은 노인과 가정간호를 위한 간호사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8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간호사가 지역주민에게 일차 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사정법을 교육하며, 또한 호스피스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또한 

가정간호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89). 2019년 3월 

67명의 간호사가 프로그램을 수료했으며, 이 중 56명이 일본 전역 23개 구역에서 가정간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직원의 70%는 간호사이며 30%는 그 외 직종 종사자이며, 이들은 직종 

간 협력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일차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매달 평균 2만5천 명의 

지역민이 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함으로 말기 환자의 

입원비용과 치료비용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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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 

29. 간호사는 의학적 응급상황(사고나 심장마비 발생과 

같은)에 대한 돌봄제공 및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분쟁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도주의 위기상황의 대처에 관여합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처음으로 보는 의료진이 간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발생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여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약물 투여, 응급조치 

후 관련 과에 진료 협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30. 간호사는 세계 보건에 큰 위협이 되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의료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003년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15년 중동 호흡기 

코로나바이러스(MERS-CoV)(92), 2016년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disease) (93, 94), 2014년 

에볼라(Ebola virus disease) (95, 96),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에 발생한 COVID-19의 확산을 막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수많은 간호사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WHO는 응급구조팀 프로그램(Emergency Medical 

Teams Initiative)을 세워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재해와 응급상황에 더욱 잘 대처하기 위해 간호사와 그 

외 의료직 종사자를 교육하고 훈련하고자 합니다(97). 

이러한 계획은 특히 재해를 겪은 지역이나 분쟁지역에서 

약화한 의료체계를 재정립하고 대응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98). 

 

31. 이렇게 약화한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직 

종사자들은 개인적으로 납치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살해위협과 같은 것을 겪게 될 수도 있으며, 

직업적으로 복잡하고 과중한 업무(예를 들어 총상 치료)에 

시달릴 수도 있으며, 또한 본인이 지녔던 직업적 윤리기준이 

붕괴하는 상황을 자주 겪게 됩니다(99).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직 종사자들은 본연의 임무를 

꾸준히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99). 난민 구호 활동과 더불어 

분쟁지역의 간호사는 폐결핵 퇴치(100), 그 외 호흡기 감염, 충치 

예방,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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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민 건강과 안녕 증진에 있어 간호의 역할 

32.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은 건강 관련 사회적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이를 통해 SDGs목표를 성취하는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손씻기, 영양개선, 위생(102,103)의 증진을 통해 설사병을 

예방하는 것은 건강 관련 사회적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4). 간호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최전선에서 빈곤층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관련 질병, 예를 

들어 설사병, 말라리아, 아프리카 수면병, 

리슈마니아증(Leishmaniasis), 주혈흡충증, 

장선충감염병(Intestinal nematode infections), 뎅기열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 질병 치료와 예방에 

앞장설 것입니다. 

 

33. 건강한 인구를 지속시키는 곳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통해 

젊은이들의 건강을 확보하는데 달려있으며 이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다음 세대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호사는 신뢰성있고, 편견없이, 환자 

중심의 자세로 젊은이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며 젊은이들의 

언어로 이들에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107-110). 

 

34. 간호사는 가족계획과 인공유산 관리와 같은, 특히 여성이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왔습니다(111,112). 

여성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최적화하면 보다 많은 여성이 

산부인과 관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예를 들면 임신 기간과 

출산(113), 유방암의 발생)가 생길 때 모성 관련 케어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이들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존중받으며 케어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114,115). 

 

© WHO/Yoshi Shimi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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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또한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폭력 사건 보고서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는 일을 간호사(45%)와 

조산사(24%)가 자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16). 

 

본 장을 마감하면서 Figure 3.1은 WHO “30억” 목표 

실행에 간호사가 기여하는 분야를 요약하여 나타냈습니다. 

 

 

Figure 3. 1 Nursing contribution to the triple billion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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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관련 정책 

35. 3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간호전문직의 역할을 

최적화하려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공정책 수립 관점에서 WHO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고용시장 기틀을 사용하여 간호인력 

충당과 배치, 역량강화, 근무환경, 업무수행을 결정하는 

요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117)(Figure 4.1). 

 

36. 이를 바탕으로 간호 관련 공공정책을 특징짓는 4개의 

영역을 제안합니다. 본 보고서의 제안을 공고히 하고자 동료 

검증(Peer-reviewed)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4개의 영역으로 

구분 지었습니다. (1) 간호교육과정과 임상실습 (2) 간호인력 

유입과 유출 (3) 간호인력의 적정배치와 효율성 (4) 규제와 

규정(민영 의료분야 포함). 

보건의료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인구 문제 

또한 고려하였습니다. 

 

정책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 가운데 특히 

성차별과 국가 소득수준에 관련된 부분은 본 보고서에서 

세밀하게 다루었으나, 간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인구동향(고령화와 인구 성장유형)과 기후변화와 같은 

요소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4.1 간호 교육과정과 임상 실습 

37. 간호교육의 목적은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국민 

보건의 요구를 질적, 양적으로 균형 있게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간호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간호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의료분야의 수요와 고용능력에 

근거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의료, 교육, 노동, 재정 

분야 관계자가 규칙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협력한다면 

간호인력 양성의 적정수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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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1 Public policy levers to shape health labour markets 

 

 

Source: Adapted from Sousa A, Scheffler RM, Nyoni J, Boerma T. A comprehensive health labour market framework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91:892–4. 

 

 

 

38. 간호교육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이수하는 학생의 수는 

각 국가 시민의 기초교육수준과 간호프로그램 등록 전 

선행학습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간호교육프로그램 

등록은 학교의 지역(지리적위치), 교육비용, 교육역량, 

임상실습기관, 제공되는 간호교육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각의 요소들은 교육과정의 계획과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역량있는 교수진과 교육시설, 임상 교육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120). Squires가 보고한바에 따르면 

‘거시적’요인들, 예를 들면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보건의료 

체계수준(예를들면 인구 1인당 병상 수)과 

여성권익(Gender empowerment) 또한 간호사 양성에 

영향을 줍니다(121). 

 

 

 

 

 

 

 

39. 젠더 이슈는 학생들이 간호대학 입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간호사 양성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간호 

직무(nursing work)가 저평가되어 간호사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료체계 안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도 합니다(22, 23,122). 

이는 조건을 갖춘 지원자를 모집하려는 

간호교육프로그램에서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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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는 여성이나 하는 것이라는 편향된 인식은 

남학생의 간호학 입문을 어렵게 합니다. 반면 

여성에게 간호학 교육이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기회로 간주될 수 있으나, 남성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123-125). 

 나아가 다른 직업군에서 여성에게 기회가 문화적 

또는 체계적 제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간호교육은 성별에 관계없이 보건의료 인력으로서 

가치있는 선택이기보다는 여성의 의료보건분야의 

직업을 위한 유일한 혹은 가장 확실한 통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40.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해 간호 교육을 받으려는 노력이 좌절되기도 

합니다(126). 이는 간호사와 그들이 일하는 

지역사회와의 문화적 단절을 야기합니다. 간호 

분야에서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의사 

소통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들 소외된 그룹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Box 4.1).  

 

41. 간호대학의 지역적 위치와 교육과정의 질은 또한 

우수한 학생들을 모으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간호대학은 주로 대학과 병원이 있는 대도시에 있어, 

선택의 기회가 적은 지방 학생들이 입학하기가 

어렵습니다(129).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보건의료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인식의 강화와 간호대학의 

사회적 책임 의식으로, 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간호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오랫동안 대학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지방 학생들을 모집하여 지원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격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적절한 임상교육이 

제공된다면 지방 학생들이 선택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130).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면, 원격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학생들을 간호대학으로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131). 

 

42.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하는 교육비용은 학생이 

수업에 참석하거나 교육과정을 마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ox 4. 1 호주 정부 계획: 소외계층 학생을 간호인력으로 양성 

호주에서는 원주민들이 같은 원주민 의료진에게 진료받기를 계속 요청해왔습니다. 의료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존중받기 위해서입니다(127).    그러나 그저 원주민(애보리진, 토레스 해협 원주민) 학생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이들 원주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원주민 교수를 양성하고, 교육과정에 원주민 문화를 포함해야 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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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교육 비용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Box 

4.2). 국립 학교는 교육비용을 지원받기 때문에 학비와 

개인 기부에 온전히 의존하는 사립학교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간호대 학생은 수입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생활비 또한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졸업 후 비인기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있습니다. 

 

43. 자격과 역할은 다르지만 전문직간호·간호협회 

분류기준(ISCO08)을 충족하는 간호사를 배출하는 

다양한 입문 교육과정(Entry level deducational 

programmes)이 있습니다. 

입문교육과정으로는 자격증취득과정, 전문학사, 학사 

과정이 있습니다. 입문 교육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양합니다. 자격증 취득과정에 등록하려면 

9학년을 마쳐야 하며 17세 미만, 혹은 학위 과정에 

등록하려면 중등교육과정(12학년)을 마치고 2년의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135,136). 

이렇게 간호 교육과정도 다양하고 자격요건이 다양해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의 공급과 차별화된 분야에서 전문적인 의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에 대한 수요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44. 몇몇 국가에서 간호인력의 상당 비율이 입문과정, 즉 

자격증취득과정이나 전문학교만을 수료한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거나, 현장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임상기술만을 

교육하는 관계부처 인가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수료한 

간호인력이 활용되는 국가도 있습니다(137). 

 

대학교육(학사) 과정은 리더십 과정, 사례관리, 다양한 

의료현장(입원/외래환자)에서 환자의 보건과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추가로 교육하며, 연구에 

관한 부분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Box 4. 2 간호 교육 비용 

전 세계적으로 매년 272억 달러(한화 약 33조3,744억 원) 가량이 간호 교육과 조산사 교육 부분에 

쓰입니다(132). 전 세계 보건의료 인력에서 간호사와 조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데도 정작 

간호 교육과 조산사 교육 부분에 드는 비용은 전 세계 의료교육비용의 1/4 수준입니다.  2010년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간호 교육에 드는 비용은 평균 5만 달러(한화 약 6,130만원)로 

추산되었으며, 비용 범위는 중국, 3천 달러(한화 약 367만 원)부터 북미지역이 10만 달러(한화 약 1억 

2,0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132). 이렇게 교육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가의 재정지원 여부, 

교육기관의 민영화 여부, 간호 교육의 재정지원 체계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133).  간호 교육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다른 이유로 다양한 수준의 간호 자격이 존재하고 교육프로그램의 기간이 

다양하며, 각 간호 교육프로그램 전 선행학습에 대한 요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134). 

2030년까지 부족한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더욱 자세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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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프로그램은 정확한 임상적 판단과 

안정성있는 돌봄제공을 위해 “비판적 사고능력”을 

강조하여 교육합니다.  대학수준의 높은 교육과정을 마친 

간호사의 활동으로 환자 사망률이 감소하고, 입원 기간을 

줄이며, 의료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46,138,139).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좋은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병원에서 확인된 결과로서, 

일반 외래 진료 시설과 지역사회 세팅에서는 찾을 수 

없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문제가 있습니다(140). 

 

또한 대학 수준의 높은 교육과정을 마친 간호사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적용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141). 

 

45. 간호사는 전문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석사학위를 

받거나, 간호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간호실무 

박사학위(DNP)를 취득하거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박사학위(Ph. D.)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142). 간호 

교육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교육과정의 수준에 따른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143).  학위를 갖춘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국가에서, 기존의 

간호사자격을 ‘브릿지’ 또는 ‘업그레이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중요한 경력개발 매커니즘을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학위를 취득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석사 또는 박사수준의 대학원 교육을 

위해서는 학사 수준 간호사의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입문수준 간호프로그램 교수진의 양적, 질적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6. 간호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동시에 실행이 어려운 

부분은 임상 실습의 기간과 수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임상실습기간동안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술기, 기술을 통합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을 관리하고 임상기술 평가를 위해 

실습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간호대학이 대도시에 있어서 지방에 떨어져 

있는 의료기관에서 실습할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실습 경험은 학생들이 졸업 후 근무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144). 온라인 간호 

교육 과정 또는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오프라인에서는 학교와 협력관계에 있지 않은 지방 

의료기관에서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145,146). 

또한 원격기술과 시뮬레이션 실습은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적절하고 보완적인 임상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147-150). 

온라인 간호 교육 과정은 다른 기존의 간호 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인증 기준(표준)에 따라 모니터링 되고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47. 많은 국가에서 비영리, 영리를 포함하여 점점 많은 

사립 간호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있습니다(151,152). 영리 

간호 교육기관은 대게 학비가 높은 편이며 

다른규제기관의 요구사항과 인증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152).   

 

이들 영리간호교육기관은 보건 및 교육 공공정책 

목표와 함께하지 않아 인구-건강 우선순위에 항상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보건 

고용시장에 배출 목적으로 간호사를 교육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더욱 그러합니다. 질적 수준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국가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허술한 

교육과정을 통해 안전하고 양질의 돌봄을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지 못한 간호사를 양성하게 됩니다(153). 

병원이나 대학병원(academic medical center)과 

연계되지 않은 사립학교의 확산은 기존 임상실습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안에 

제공된 교육의 질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8. 간호 교육에서 해결하기 힘든 난제 중 하나가 자격을 

갖춘 교수진을 충분히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19, 

20,154). 

 

학교의 직접 채용이냐 에이전시를 통하느냐의 채용 

방법 문제 또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임금 격차와 교육 

시간 보장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 

간호대학협의회는 현직 간호사가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게 하여 간호사의 직위를 향상하고 추가의 경제적 

혜택이 주어짐과 동시에 간호 교육과정에 간호전문가를 

연계시켜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155). 

 

이러한 파트너십의 성공은 임상간호사가 현장에서 

학생을 감독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적절한 여유시간을 

제공하는 임상현장을 가능케합니다. 예는 Box 4.3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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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4. 3 간호 교육 교수진 부족 문제 해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간호 교육 교수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혹은 가능하다면 

국제적으로 각 기관 간 협력하여 교육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156). 

 

태국은 치앙마이 대학이 중국 의료위원회(China Medical Board)의 후원을 받아 고급교육 

인력개발계획(Higher Nursing Education Development)을 세워 간호대학 교수진의 교원 자격 

수준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157).  1994년에 시작된 이 계획은 중국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간호대학의 교수진을 충당하기 위해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간호대학 교원을 양성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곧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10개 국가로 확대되어 간호교육기관 

확대 설립과 국가 간 상호 간호 자격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157). 

 

미국은 재향군인회-간호 교육기관 협력관계 계획(Veterans Affairs Nursing Academic 

Partnership)을 통해 재향군인 전문의료기관에 필요한 간호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협력교육기관에서 교수진으로 활용할 숙력된 간호사를 훈련하고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58). 

 

르완다에서는 간호대학 교원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기술(교수법)과 교육과정계발에 중점을 두고 

지속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159). 국제학술협력 관계(International academic partnership)가 

지원하나 르완다 정부가 주도하며, 협력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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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소지한 교수진의 부족은 더 

높은 수준의 간호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진의 부족은 실무에 

정보를 제공하고 학계 및 임상분야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20,154,169). 

 

50. 모든 보건의료 관련 전공분야 중 간호학은 건강 

관련 전문직간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161). 

간호학과 학생들은 이를 통해 의료직종간 협업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직간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149,162).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다른 학과의 교원이 간호학과 

학생들을 가르침으로 학생들은 다른 전문지식을 간호 

교육에 통합하여 팀으로 진행되는 환자 케어에 간호 

역량을 증진할수 있습니다(163). 

전문직간 교육은 현재로서는 저중소득국가보다는 

고소득국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159) 

기술발전으로 인해 저중소득국가에서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162). 

4.2 인력의 유입과 유출 

51. 활동 간호사(Active nurses)의 수(또는 간호인력 양)은 

여러 측면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유입”(Inflows)은 국내 

간호대학을 졸업한 신규간호사와 외국에서 들어온 간호사, 

복직 간호사를 포함합니다. “유출”(Outflows)은 구직에 실패한 

간호사와 의료분야 외에서 일하기 위해 직업을 바꾼 간호사, 

퇴직간호사, 해외로 나가는 간호사를 포함합니다. 

 

52. 보건의료 인력 시장으로 보건의료 인력을 유입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는 바로 국가의 경제적 역량입니다. 국영이든 

민영이든 의료기관에 채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이 생길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 고용 창출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으며, 공공 정책 입안자가 특히 의료분야와 

보건의료 인력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요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즉 인구노령화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화, 

만성질환과 여러 질병을 함께 앓는 환자의 증가 현상과 같은 

질병 양상의 변화,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 부족, 

병원건립 같은 의료시설 확장, 병원의 고용 정책 변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규정과 같은 관련 법안 변경 등입니다(140,164). 

간호사 수요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입원환자 관련 업무가 줄게 되고, 기존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낮아지거나, 근거 중심 실무를 활용한 효율적인 진료 

활동, 간호사의 업무를 다른 의료직 종사자가 맡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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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간호인력의 국제이동이 증가하면서 국내 의료 

인력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의 

해외 이주를 원하는 이유는 더 나은 직장, 임금, 근무환경, 

의료시설, 의료자원, 교육 기회를 들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가족 비자가 간호사 해외 이주의 또 다른 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로 밀어내는 요인으로 자국 내 간호사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 불안정한 사회복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수입은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는 주요 수입원이 되며 자국의 

경제발전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협약(양자협정)과 같은 정책은 반드시 관련 국가 모두에 

WHO 국제 보건의료 인력 채용에 관한 실행 규정(165)에 

따른 지원과 보호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Box 4.4 참조). 

 

54. OECD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간호사의 숫자는 

2011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무려 20%가 증가하여, 같은 

기간 55만명이 이주한 의사의 증가속도를 능가했습니다 

(168). 수집한 데이터에 의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인식되던 

“이민을 보내는 국가”(Source)와 “이민을 받는 

국가”(Destination)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167). 

여전히 고소득국가의 간호사 수요가 매우 높은 데 반해(Box 

4.5 참조), 아시아와 아프리카, 카리브해 연안국 출신의 

간호사가 대거 걸프만(灣) 아랍국가와 같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170), 또한 같은 지역 

내 국가들 간 이주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Box 4. 4 국제 기술 협약(Global skills partnerships) 

2018년 12월에 체결된 유엔 이주 협약(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에 따라 152개 회원국은 국제적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주 

협약의 핵심은 회원국 간 기술협약을 맺음으로써, 노동력을 공급하는 국가에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하면서 노동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입니다(166). 

협약의 형식은 무분별한 이민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전환하여 이민을 보내는 국가와 이민을 받는 

국가 모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WHO가 제안한 보건의료인 채용에 관한 

실행 규정(WHO Global Code of Practice 이하 실행 규정)과도 일치합니다. 

협약을 통해 이민을 받는 국가는 기술과 재정지원을 하여 잠재적 이민자에게 필요한 기술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민을 보내는 국가는 잠재적 이민자뿐 아니라 자국민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166).  협약의 과정으로 기술 교육을 두 개의 다른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호 교육을 예로 들자면, “비 이민 과정”(Home track)과 “이민 과정”(Away track)으로 나누어 비 

이민 과정 학생은 자국에 필요한 간호기술을 교육하며, 이민 과정 학생은 그 나라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협약 관계를 맺은 국가는 필요에 따라서 직종의 종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영국 

국립보건 서비스(NHS) 산하 보건교육원(Health Education England)은 자메이카 정부와 협력관계를 

맺고 자메이카의 간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메이카 간호사는 영국 의료시설에서 2년간의 교육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가 전문간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동시에 영국은 자국 간호사를 자메이카에 보내 간호 관련 지원 활동(간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간호사 교육 등)을 통해 자메이카의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또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보건의료 인력 이주를 관리하고,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들을 연결하여주고 있습니다(167). 이 프로그램은 각국 정부 관계 당국과 단체가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WHO의 중요협력자로 WHO 실행 규정뿐 아니라 관련 정책, 

국제보건협의회(World Health Assembly)의 계획도 지지하고 있습니다(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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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간호인력의 적정 배치와 

효율성 

55. 의료분야에서 간호사들은 일련의 국공립과 사립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175-178). 

간호사 배치에 대한 체계적 통계자료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련의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는 일차 

보건의료보다는 병원이나 응급치료센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임금 차이로 인해 국공립 의료기관보다는 

사립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175,177). 

 

56. 케어 모델(Care model)은 일차 보건의료 체계에 

최적의 보건의료 인력이 통합되도록 설계되어 간호사가 

직업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역주: 케어 모델은 보건의료 체계, 의료서비스 설계, 

진료 지원, 임상 정보 시스템 및 자체 관리 지원으로 

구성되어있는 통합 의료서비스 형식입니다) 

 

간호사는 통합 의료팀에서 반석과 같은 역할을 

맡습니다. 간호사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력과 협력하거나 관리·감독하는 

확대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182-193). 

 

간호사가 최대 역량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간호사의 직업적 만족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194).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간호사의 일차보건의료 교육, 간호지침의 

표준화 즉 동일 절차로 진행되는 표준화된 간호지침 

수립, 환자의 치료 결과를 추적 관리하는 데이터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195, 196). 

 

 

Box 4. 5 고소득국가에서 간호사 수요의 예 

인구통계학적 그리고 역학적 관점에서 고소득국가의 보건정책은 간호사의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보건재단(The Health Foundation)은 매년 

해외에서 적어도 5천 명 이상의 간호사를 2024년까지 채용해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171). 

일본에서는 새로운 노동비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6만 명의 간호사를 포함하여 24만5천 명의 

해외 노동 인력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172). 

독일 정부는 고령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략 3만 6천명의 간호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했으며, 해외로부터 채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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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많은 국가에서 간호사 직무 범위 안에 처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7,198). 

 간호사 처방(Nurse prescribing)은 법적으로나 

직업적 규제하에 일부 간호사에 제한되어있고 처방 

약의 목록도 제한적입니다(199). 특정 상황에서 국민 

보건 우선순위, 예를 들면 HIV 환자의 비율이 높은 

사하라 남부지역 국가에서 HIV 치료제로 처음 사용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에 처방, 혹은 항생제 저항균 

치료나 만성질환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200-

202)(Box 4.6 폴란드의 간호사 처방제도 참조). 

간호사는 또한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의사의 

진료 처방을 모니터링하여 처방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203,204). 

 

58. 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와 부족한 일차보건의료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192, 207). 대표적인 예로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를 들 수 있습니다.  

전문간호사는 독자적으로 진단검사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으며,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207).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교육 수준과 

전문 자격증을 갖춰야 합니다(208). 소수의 

고소득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문간호사제도는 비용대비 

효율성 면에서 제한적임에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208,209). 

많은 국가에서 간호학 석사 교육과정이 생기고 

전문간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159,211-214) 교육과 

자격 관련 규정은 매우 상이한 상황입니다(192). 

전문간호사의 역할에 관한 규정이나 자격 조건도 

국가마다 매우 다릅니다(192,215). 그러나 

전문간호사제도가 생김으로서 간호사 직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211,214).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특정 그룹의 환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는 다른 전문가(specialist)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Box 4.7 참조). 

 

 

 

Box 4. 6 폴란드의 간호사 처방제도 

폴란드의 국가보건 관련 우선 과제 중 하나는 만성질환의 지역사회 관리 수준을 개선하고 

일차보건의료현장에서 치료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간호 

교육과 간호사의 역할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여 의료체계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였습니다(205). 

2016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가 일정 조건에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처방에 대한 내용이 간호사와 조산사 교육과정에 포함되었으며, 대학 수준의 

교육을 마친 간호사가 일정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06). 

이와 더불어 간호사와 조산사 업무에 관련한 정책을 새로이 수립하여 간호사의 역할과 갖춰야 할 

직업적 역량과 근무 여건개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 이래 1만287명의 간호사와 4천799명의 조산사가 관련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취득하여 

처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간호사와 조산사가 독자적으로 2천538개의 

처방전을 발급했으며 기존에 의약품을 복용하던 환자에게 36만3천288개의 처방전을 계속하여 

발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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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와 지방의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는 

어디서나 발생합니다. 

도시와 지방의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국 

정부는 교육, 규범, 재정, 직업 등 여러 방면에서 

정책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217)(Box 4.8 

참조). 

지역 간 인력 불균형 문제는 다각적 시각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이 미칠 효과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 다른 지역의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정책을 공유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44). 

 

일개 국가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공평하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보건의료 인력 관리 정책과 

보건의료 인력의 고용조건(정규직/계약직)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습니다(218). 중-고소득 국가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지역 근무 간호사 인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간호 관리 책임자의 전폭적인 지원뿐 아니라 조직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219,220).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 출신의 간호대학생을 

모집하여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가서 활동하도록 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146, 221). 

 

Box 4. 7  아프리카 간호전문가(전담간호사) 제도의 예  

동남 아프리카 지역의 점점 많은 국가가 아동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 전문 

간호전문가(Specialist nurse) 또는 아동전담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동 전문 

간호전문가는 소아청소년과 보건 교육을 받아 전문자격을 취득한 간호전문가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교육과정 수료 후(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간호학 전공) 12개월 과정의 아동 

간호 교육과정을 마치고 전문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문자격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아동전담간호사(Registered nurse paediatric specialist, or professional nurse with paediatric 

specialization)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프리카지역에 대략 3천650명의 아동전담 간호사가 활동하는데, 국가별로 케나(Kenya) 

말라위(Malawi), 우간다(Uganda), 잠비아(Zambia)에 750명의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2천900명의 아동전담 간호사가 있습니다(216).     

12개의 교육기관(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습니다)에서 해마다 205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보츠와나(Botswana), 탄자니아 공화국(United   Republic of Tanzania), 

짐바브웨(Zimbabwe)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216). 

 

아프리카 지역에는 현재 그 외의 영역별로 세분된 전문분야 간호사제도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아동 

간호인력 관측소(The Children’s Nursing Workforce Observatory)는 아동전담 간호사를 양성하는 

각국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연구자, 간호 교원, 그 외 관계자는 아프리카 

동남부지역에서 아동전담 간호인력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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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현장에서 간호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간호사 회전(回轉)(기존 인력이 

이직하고 새로운 인력이 자리를 채우는 현상)은 

시장경제 원리로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는 

의료체계와 환자 그리고 간호사에게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220,222). 적당한 회전율은 

직업 경쟁력 개발이나 조직 재편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직 간호사가 경력개발을 위해 같은 

의료분야 내에서 이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223). 

 

 반면 기존 간호사 사직과 신규 인력의 유입은 거의 

언제나 조직 비용이 소요되므로 환자에 쓰여야 할 

의료서비스 비용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1. 간호사의 이직에는 공적 요인과 사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사적 요인으로 개인 혹은 가정사, 

교육목적, 직무 관련 스트레스, 직업 불만족이나 이와 

반대로 권위 의식 (224-225). 공적 요인으로는 

근무환경, 근무 관계, 근무조건, 임금, 경영방식과 

효율적 관리·감독 등이 있습니다 (226). 

 

 호주, 이집트, 이란, 요르단, 필리핀 등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상 관리자(책임자)의 

경영방식과 조직문화가 직접적으로 간호사의 직업 

만족도, 이직률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도시뿐 

아니라 지방의 작은 의료기관에도 

해당합니다(219,220). 

좋은 일자리 

62.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는 

“생산적인 일자리이며, 공정한 임금과 직장 내 

안전보장,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개인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보다 나은 비전, 의사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생활과 기회 보장, 성 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와 이를 위한 조직 

구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230). 

간호직과 관련해 좋은 일자리 창조에 장애 요인은 

젠더 이슈, 의료사고 위험, 지나친 근무시간, 외국 

간호사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63. 여성 간호사는 다른 의료직에 종사하는 여성과 

함께, 같은 일을 하는 남성에 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21,231). 간호는 여성이나 해야 

한다는 편견, 성에 관련된 사회규범, 성적 편견 등이 

간호사가 나은 근무 조건, 공평한 임금과 공정한 대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 의료체계 안에서 리더 

위치에 오를 기회를 빼앗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장애가 됩니다(21, 22,122).  

 

2019년 WHO 보고서 “일하는 여성, 관리하는 

남성”(Delivered by women, led by men)에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자리에서 오히려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36%의 

간호사가 상급자에게 존중받고 있지 않다고(무시를 

당한다고) 응답했으며, 32%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21). 

 

이러한 장애는 여성 간호사의 복리를 저해하며, 성 

평등을 이룩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합니다(21). 

성차별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호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존중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요소입니다(232). 

 

직장 내 성희롱은 간호사(25%)와 조산사(37%)를 포함한 

모든 여성 의료인이 겪는 문제입니다(21). 

 

 

64. 어떤 경우에는 간호사와 그 밖의 보건의료 인력이 

폭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WHO의 보건의료 인력 

폭행에 대한 조사(Surveillance System for Attacks on 

Health Care)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복잡한 위기상황에 있는 11개국에서 1,005건의 

폭행사고가 발생했으며, 의료진과 환자가 198명 

사망하고 626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234). 

 

65. 의료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환자의 필요에 대처해야 

하므로 근무시간이 길어지고 불규칙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예를 들면 번아웃 증후군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으며 환자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예를들면 

의료사고의 증가)(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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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ILO 간호사협약(Nursing Personnel 

Convention)에 따라(No. 149) 간호사는 다른 

의료인과 동등한 시간에 근무하며, 교대근무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66. 이주 간호사는 특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주 간호사와 소수 인종 출신 

간호사는 본국 간호사나 다수 인종 출신의 간호사보다 

직무 관련 부상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며 차별대우를 

받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236). 

이주 간호사와 소수 인종 출신 간호사의 건강 악화의  

원인으로 가장 큰 부분이 차별대우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236). 

한편 고국에서의 좋은 일자리 부족 또한 간호사들의 

해외 이주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237-240). 

 

 

 
 

4 Note that these guidelines are currently being updated. 

Box 4. 8 지방 간호인력 유지 지침 

지방 간호인력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0년 

WHO는 정책권고안을 마련하여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서 간호인력 

수급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217). 
4
 

권고안은 4개의 주요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교육, 규정, 재정적 인센티브, 개인적 

직업적 지원입니다. 권고안은 지방 간호인력 수급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매우 제한적입니다. 고소득국가(특히 호주, 캐나다, 미국)에서 효과가 한정적이나 재정적 

인센티브와 개인적 직업적 지원, 경력개발이 지방 간호인력수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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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규정과 규제 

67. 간호 관련 규정은 간호업무 시행, 간호 교육, 

업무기준을 세우고 시행함으로써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며 간호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241,242).  

규제기관은 보건의료 인력 관련 데이터와 사례들을 

점점 더 많이 수집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243). 지난 15년간 집적한 보건의료 인력 

관련 데이터와 사례의 양이 엄청나게 늘었으며 그 

중에서도 간호 분야 관련 자료가 방대합니다(244,245). 

 

68. 교육 관련 규정은 간호 교육 표준에 대한 규정, 규제 

기간의 간호대학 설립 허가기준, 교육기관의 외부 

인증을 포함합니다. 

인증(accreditation) 과정에서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평가받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증진에 이바지하는 간호사를 

배출하도록 장려합니다(246). 

 

기준 설립과 인증과정은 반드시 보건의료와 

의료서비스 형식 변화에 발맞추어 바뀌어야 하고, 

인증비용은 저렴하거나 중간정도로 해야 합니다. 

기준과 인증은 교육과정 기준에 못 미치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필요하며, 극단적이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기관의 폐쇄도 때로는 필요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사하라 이남지역 17개 국가에서 이루어진 

연구조사에 따르면, 간호 교육 인증에 관련하여 강력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있으나, 대다수의 간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인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국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인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247). 

 

인증수준 결과를 낮게 받은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이해관계에 얽힌 관계 당국의 일부 인사가 영향력을 

끼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결과 정부가 

인증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를 구성하여 

이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248). 

 

69. 국가마다 교육기관별 인증과정이 매우 

다양합니다(249). 일부 국가에서는 국립대학의 

경우는 정부 기관이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사립대학만 인증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관련 규제가 없어 사립학교가 

인증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증과정은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어 직접 

규제하거나, 혹은 간호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거나, 

협회 혹은 관계기관이 인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만이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70. 대부분의 간호 교육과정 기준에는 최소 임상 

실습 시간과 최소 역량이 명시되어 있어 이론과 

실습을 통합하여 교육과정의 범위를 넓히게 

되어있습니다. 간호 교육과정의 기준은 관할권 별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예를 들어 국가, 주, 혹은 

자치법이 있는 지역 등), 이는 간호인력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정부 간 상호인증협약과 교육요건을 

조정한다면 간호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간호인력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로 미국 간호 면허 협약(Nurse Licensure 

Compact) (250,251), 카리브해 연안 지역 간호 

인증협약(Caribbean Regional Examination for 

Nurse Registration)(252), 유럽연합 전문직업에 

관한 지침(European Union Professional 

Directive)(253,254), 동남아시아 국가 

협약(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greement)(255), 호주와 뉴질랜드가 상호 합의한 

트랜스-타스만협약(Trans-Tasman 

agreement)(256) 등이 있습니다. 

 

Box 4.9 는 교육과정 표준화와 자격시험에 관한 

협약의 예가 제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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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간호사에 관련한 직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사” 자격 인증의 처음 요건(예를 들면 간호사 등록 

혹은 자격취득과 등록)으로 면허시험이 전제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2) 면허나 등록 갱신: 보수교육 

과정(continued professional development)이 

포함됩니다. (3) 간호사 역할, 실행규범과 직업윤리(4) 

조사와 징계 조치(259). 

 

규제 당국은 활동 간호사 등록을 계속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72. 60%가 넘는 국가에서 면허시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의료행위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지식과 간호실무에 대한 직업적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29). 

 

또 다른 평가 방법으로 임상술기시험(clinical 

examination)이 있는데, 실제 의료현장과 비슷하게 

이루어진 시험장에서 직업역량을 직접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과 인력이 많이 

요구됩니다(260-262). 

 

간호실무에 대한 적합도 시험이 면허갱신이나 

복직, 혹은 외국에서 교육받은 간호사에게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Box 4. 9 교육과정 표준화와 자격시험에 관한 협약의 예 

1972년에 카리브해 연안 지역 국가들은 지역 간호협회(Regional Nursing Body)를 창설하여 

면허시험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 교육 인력풀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252). 이후 연구조사를 

통해 지역 간 간호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 교수 방법이 어느 정도 일치하기 시작하자 1990년에 단일 

간호 면허시험제도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캐러비안 지역 간호협회는 정부 간 협의가 끝난 간호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면허시험을 주관하며, 각 간호대학 교수진과 협회장과 관련 부처, 간호대학 교수진, 

각국 간호협회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257). 면허시험이 통일됨으로써 간호 교육과정이 표준화되고 

호환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간 간호사의 이동성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복잡하고 다양한 간호학 학위 체제와 교육과정을 합치(合致)하고자 1970년대 후반에 

전문직업에 대한 지침을 도입했습니다. 2005년에 이를 개정하고(Directive 36) 뒤이어 직업역량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Directive 36). (253,254). 유럽연합국가 간 고등교육기준과 내용을 

조정하여 호환성을 확보하는 볼로냐 협약 (Bologna Agreement)과 함께 유럽연합은 고등교육과정을 

3단계로 통일하여(학사-석사-박사과정) 표준화된 교육 수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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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현황   

 

 

73. 5장에서는 WHO 역사상 처음으로 190개국 

간호인력 현황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관련 데이터는 

WHO가 제안한 국가별 보건의료 인력 계정(the 

National Health Workforce Accounts, 이하 

NHWA)에 근거하여 일련의 표준화된 지표와 단일 

데이터 수집 과정을 거쳐 체계화했습니다. 

 

74. 주로 간호인력의 확보 가능성(Availiablity), 

간호인력 구성, 배치, 간호 교육과정과 실습, 기술교육, 

관리, 규정, 재정, 간호인력 리더십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총 30개가 넘는 지표를 활용 

분석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 다양한 관계자들, 

정부 보건부처, 노동과 교육 부처, 보건 관련 연구소의 

인적 자원, 국립보건기관, 간호협회, 간호정책수석 및 

조산정책수석, 그 외 국가별, 지역별, 국제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데이터 정의를 통일하고 단일보고 

창구로서 NHWA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NHWA는 온라인 데이터보관소로, 회원국이 

데이터의 보고와 모니터링, 자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관련 용도로 사용됩니다. 부록 2에 

자세한 사항이 수록되어있습니다. 

 

 

 

 

 

 

 

75. 본 장에서는 주로 간호 현황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나, WHO 의료 인적 자원 활용 전략 2030 (WHO 

Global Strategy on Human Resources for Health: 

Workforce 2030)에 제시된 목표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보편적 건강보장에 어느정도 

근접하는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가정 하에 

미래에 대한 예측에도 일정 부분을 할애했습니다(16).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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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자국의 간호사 수(Nursing stock)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국가의 숫자가 유례없이 

많아져서, 이를 토대로 간호인력에 대한 보고서 중 

가장 포괄적이고 최신내용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Figure 5.1). 

간호 관련 정보는 2020년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를 맞아 특히 2013-2018년 사이에 다른 

보건의료직종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현황에 대한 데이터는 최근 몇 년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대다수의 국가에서 SDG 지표 3. c.1(의사,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약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했습니다. 현재는 물론 과거 자료까지 

축적함으로써 지난 자료 부족분을 보완하고 앞서 

진행되었던 연구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7. 본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간호인력에 관한 36개의 지표 

중 (부록2 Table A2.1) 대부분의 회원국이 자국 간호인력에 

관한 자료를 보고했으며, 연령 분포, 성별 구성, 교육기간과 

같은 중요 지표에 대한 자료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80% 

이상 국가에서 적어도 15개 이상의 지표에 대한 자료를 

공유했으며, 23% 국가는 적어도 25개의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본 5장에서는 많은 회원국이 응답한 지표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자체 

지표목록은 부록2에 있습니다). 

 

Figure 5. 1 Number of countries with workforce data available in the WHO NHWA (1990–2018) 

 

Notes: (a) Considering the last five years, nursing stock data were collected for 191 countries. The latest data point may refer to different 

years; most countries (83%) provided headcount data from 2017 or 2018. (b) The lag time in data availability and reporting explains the 

apparent downward trend in recent years; more data points are expected to become available for 2014–2018, maintaining a positive upward 

trend for nursing workforce stock data. 

Source: NHW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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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간호인력(Nursing workforce)의 확보가능성, 구성 및 분배  

5.1.1 주요 발견 

⚫ 191개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전 세계 간호사 수는 대략 2,800만 명이며 그중 69%가 전문직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신뢰성 있는 최신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고려하여 2013~2018년간 간호인력은 470만 명이 

실제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172개국에서 전문직 간호사와 준 전문직 간호사의 숫자는 전체 보건 의료인력(의사, 간호 관련 직종 

종사자, 조산사, 치과의사, 약사 등)의 대략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10명 중 9명은 여성이나, 지역별 차이가 있어 예를 들면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과 남성 

간호사 비율은 3:1입니다. 13개국에서 남성 간호사가 여성 간호사보다 많습니다. 

⚫ 지역간 분포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10명 중 8명의 간호사가 3개국(브라질, 

캐나다, 미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57%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프리카와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는 인구당 간호사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 국가별로 100배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6명 중 1명은 10년 내 퇴직을 할 것이며, 미주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24%). 그러므로 

앞으로 이 지역의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1.2 세계 및 지역별 간호사 수 

 

 

78. 191개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 및 

민간분야를 합하여 전세계 간호인력은 2천8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숫자로 보면 인구 1만 명 당 

간호사 수는 36.9명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역 

별, 국가별 간호사 비율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지 

못합니다.6 

 

79. 미주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 인구수는 거의 비슷하나, 

인구 10,000명 당 북남미 간호사 수는 미주가 83.4명, 

아프리카는 8.7명으로 미주 지역이 아프리 

카지역보다 거의 10배 많습니다. 

지중해 동부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낮은 간호인력 비율을 

보이나(10,000명 당 간호사 수는 지중해 동부 

지역은 15.6명, 동남아시아 지역은 16.5명), 

아프리카 지역에 비하면 간호사 비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80. 전 세계 81%의 간호사가 세 지역에 

분포되어있습니다(미주, 유럽, 태평양 서부지역). 

이 세 지역의 인구를 합치면 대략 전체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See section 5.2 on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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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본 보고서에서 추산한 전 세계 간호사 2천790만 

명은 2018년 기준이며, 보건의료 인력 

활용전략에서 추산한 간호사와 조산사를 합한 

2천70만 명은 (이중 간호사 1천880만 명) 2013년 

자료를 활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보건의료 

인력 추정치를 비교하는데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2013 – 2018년간 간호사 증가분의 일부는 자료 이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이며(440만 명 추산), 실제 증가는 

대략 470만 명인 것으로 보입니다(Table 5.2). 간호사와 준 

간호사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이중 360만 명은 

간호사 숫자로 추정됩니다. 

 

 

Table 5. 1 Number of nurses globally and density per 10 000 population, by WHO region, 2018 

 

WHO REGION 

Number of 

countries reporting 

headcount/total 

Number of 

nursing personnela 

in millions (%) 

Density 

per 10,000 

population 

Africa 44/47 0.9 (3%) 8.7 

Americas 35/35 8.4 (30%) 83.4 

South-East Asia 11/11 3.3 (12%) 16.5 

Europe 53/53 7.3 (26%) 79.3 

Eastern Mediterranean 21/21 1.1 (4%) 15.6 

Western Pacific 27/27 6.9 (25%) 36.0 

Global 191/194 27.9 (100%) 36.9 

 

a Includes nursing professionals and nursing associate professionals. 

Note: stock data were not available for Cameroon, Comoros and South Sudan. 

Source: NHWA 2019. Latest available density reported by countries between 2013 and 2018. For countries with a headcount reported 

between 2013 and 2017, to standardize all countries to year 2018, the headcount was reported by applying their latest available density 

to 2018 populations. 

The population size for each country and year used to compute density values was extracted from the 2019 revision of the World 

population prospects of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63). 

 

Table 5. 2 Changes in nursing stock due to better data and actual increase between 2013 and 2018 

SOURCE 

Nursing stock in 2013 Nursing stock in 2018  

Change 

due to 

actual 

increase 

in stock 

(millions) 

Number of 

countries 

with 

data for 

2009–2013 

Stock 

(millions) 

Number of 

countries 

with 

data for 

2013–2018 

Stock 

(millios) 

Estimate of Global Strategy on Human 

Resources for Health, 2016 
102 18.8a    

Estimate of State of the world’s nursing 2020 174 23.2 191 27.9 4.7 

Change due to improved data (millions)  4.4    

a The original publication includes midwives: 20.7 million nurses and midwives. This corresponds to 18.8 million nurses when corrected for share of nurses. 

Source: NHW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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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18년에 전세계 간호사가 2천790만 명이라는 것은 

2가지의 긍정적인 추세를 의미합니다.  

 

• 이전 데이터를 더 잘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간호인력 데이터의 가용성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간호인력이 실제로 증가하는 현상은 

보건의료 인력시장의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간호인력 분야에 

지속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3. 172개국에서 조사한 간호인력과 간호를 제외한 그 외 

보건 의료인력(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약사)과 비교하면 

간호사는 전체 보건 의료인력 평균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지중해 동부지역에서 보건 의료인력 

평균 49%, 태평양 서부지역에서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Table 5.3). 

 

 

 

84. 66개국에서 제출한 최소 10개 보건 

의료직업군의 최근 자료를 보아 간호사는 전체 보건 

의료인력의 40~5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5.1.3 구성 

85. 2천790만 명의 간호사 인력 중 1천930만 

명(69%)은 전문직 간호사(ISCO 코드 2221)이며, 

600만 명(22%)은 준간호사(ISCO 코드 3221)로 

일하고 있습니다. 

260만 명(9%)은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데, 

아마도 국가별 직업 분류체계와 ISCO체계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사 

범주는 전문직 간호사나 준 간호사를 포함하며, 

간호조무사나 의료보조원(health care 

assistants)은 제외되었습니다. 간호인력 범주에 

따른 상대 비율은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Figure 5.2). 

 

Table 5. 3 Nurses as a percentage of health professionals (medical doctors, nurses, 

midwives, dentists and pharmacists), by WHO region 

WHO REGION 

Nurse stocka compared to the stock of SDG 3.c.1 health professionals 

Number of countries 

reporting/ total Average share of nurses 

Africa 45/47 66% 

Americas 24/35 56% 

South-East Asia 11/11 53% 

Europe 50/53 57% 

Eastern Mediterranean 20/21 49% 

Western Pacific 22/27 68% 

Global 172/194 59% 
 

a Includes nursing professionals and nursing associate professionals. 

Note: SDG 3.c.1 is the indicator used to assess progress on SDG target 3.c. 

Source: NHW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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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2 Proportion of nursing headcount within each occupation group, by WHO region 

 

 

Percentage of total nursing personnel headcount 

 

5.1.4 간호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성별, 

연령에 따른 분포비교 

성별 분포 

86.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성평등 정책(Gender 

mainstreaming)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성 

평등 개념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야 합니다. (역주.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에 따르면 성평등 정책(Gender 

mainstreaming)은 여성과 남성의 관심사와 

요구사항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정책을 세우려는 시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간호인력의 성별 구성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국가 

정책을 세우거나 지역적 상황 비교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194개 WHO 회원국 중 

132개국이 성별로 세분화한 자료를 공개했으며, 

106개국에서 연령에 따른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약 10명 중 9명(89%)의 간호사가 

여성이며, 지역별로 격차가 크게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간호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태평양 서부지역으로 비율이 95%에 이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아프리카로 여성 간호사 비율이 76%로 

추산됩니다. 반면 13개 국가에서 남성 간호사의 수가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Table 5.4).   

 

연령 분포 

87. 전 세계 인구 동향의 변화와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는 노동 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책 입안자들이 표준 은퇴 연령만 

계산에 포함했지만, 직업별, 성별, 직위별로 실질적 

은퇴 연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6개국 연령별 구조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여 간호인력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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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nurses Associate professional nurses Nurses not further defined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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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erewith called young nurses. 

 

Table 5. 4 Percentage of female nursing personnel, by WHO region  

WHO REGION 

Number of countries 

reporting/total % female % male 

Africa 30/47 76% 24% 

Americas 26/35 87% 13% 

South-East Asia 9/11 89% 11% 

Europe 32/53 89% 11% 

Eastern Mediterranean 11/21 78% 22% 

Western Pacific 24/27 95% 5% 

Global 132/194 89% 11% 

Note: “Nursing personnel” includes nursing professionals and nursing associate professionals. 

Source: NHWA 2019. Most recent available headcount reported by countries between 2013 and 2018. 

 

Figure 5. 3 Percentage of nursing personnel aged below 35 years and 55 years or over, by WHO region 

Note: “Nursing personnel” includes nursing professionals and nursing associate professionals. 

WHO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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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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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106) 

Eastern Mediterranian 
(n=5) 

Western Pacific 
(n=18) 

<35 years ≥5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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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간호사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8%의 간호사가 

35세 이하인 반면, 55세 이상의 간호사 비율은 17%로 

확인되었습니다(55세 이상 간호사 그룹은 향후 10년 

내에 은퇴하게 됩니다)(Figure 5.3). 그러나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지중해 동부지역 국가에서 55세 

이상 간호사 1명 당 14명의 35세 이하의 젊은 

간호사가 있지만, 미주 지역은 1.2:1, 유럽과 

아프리카는 1.9:1의 비율로 간호사 인력풀이 매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8. 전 세계적으로 55세 이상의 간호사 비율은 

17%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향후 10년 내에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470만 

명의 새로운 간호사를 교육하고 고용해야 합니다. 인구 

성장 속도에 발 맞추어 부족한 간호사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section 5.8 참조). 

 

89. 간호인력의 고령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Figure 

5.4에 젊은 간호인력과 55세 이상 간호인력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몇 개 국가에서는 젊은 간호사 비율이 

높지만 겨우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35세 

이하 그룹과 55세 이상 그룹의 비율이 비슷한 국가들은 

Figure 5.4에서 녹색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18개 

국가는(자료를 제공한 국가 6개국 당 1개국) 은퇴에 

가까운 연령 그룹의 비율이 35세 이하 그룹보다 높아 

간호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Figure 5. 4 Relative proportions of nurses aged over 55 years and below 35 years 

 

● Each dot represents a country / Green line indicates where the number of nurses near retirement 

equals the number of young nurses in the workforce. 

 

Note: “Nursing workforce” includes nursing professionals and nursing associate professionals from 106 countries with data disaggregated by age. 

Source: NHWA 2019. Most recent available headcount reported by countries between 2013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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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간호인력 수급과 접근에 있어서의 형평성 

 

  

90. 보편적 건강보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의 인구통계학적, 지리적, 기술적 불균형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5.2.2 지역별 인구당 간호사 비율 

91. Figure 5.5는 인구 1만 명 당 간호사 비율의 지역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중해 남부지역, 라틴 아메리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있습니다. 

 

5.2.3 지역별 인구당 간호사 비율 불균형 

92. Figure 5.6은 국가별 간호사의 수급률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래프에 찍힌 점은 국가를 가리킵니다. 

국가별로 간호사 수급 비율은 다르나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지중해 동부지역으로 가장 높은 국가대 

가장 낮은 국가의 간호인력 밀도의 비율은 121:1 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국가 대 가장 낮은 

국가의 간호인력 밀도의 비율은 100:1입니다.  

또한, 미주 지역에서 큰 나라의 간호사 수급 비율은 

대부분의 작은 나라들보다 높아, 이 지역 간호사의 

87%가 브라질, 캐나다, 미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  

             국가 인구는 지역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수급 비율이 인구 1만 명 당 10명에서 1명까지 

         낮은 국가들은 유럽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가 그래프의 

하단에 밀집되어 있으며, 소수의 국가만이 인구 1만 

명 당 25명 이상의 간호사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비슷한 경향이 동남아시아지역과 지중해 

동부지역에도 나타납니다. 

 

간호사 수급 비율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주로 소득수준에 따른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저소득 국가에서 간호사 수급 비율은 인구 

1만 명 당 9.1명인데 반해 고소득 국가에서는 인구 

1만명 당 107.7명의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Table 5.5, Figure 5.7). 

5.2.1주요 발견 

⚫ 세계 간호인력의 81%는 미주, 유럽, 태평양 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세 지역의 인구 비율은 전 

세계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간호사 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부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중해 동부 지역, 라틴아메리카 일부 지역 

국가입니다. 

⚫ 이렇게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생기는 것은 크게는 경제적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 국가는 

인구 1만 명 당 9.1명의 간호사 비율이지만 고소득 국가에서는 인구 1만 명 당 간호사 비율이 107.7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35개 국가에서 인구 49%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에는 36%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76개국에서 75%의 간호사가 공공부문 의료기관에 고용된 반면 25%는 민간부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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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5 Density of nursing personnel per 10 000 population in 2018 

 

Note: “Nursing personnel” includes nursing professionals and nursing associate professionals. 

Source: NHWA 2019. Latest available data over the period 2013–2018. 

Figure 5. 6 Regional disparities in density of nursing personnel per 10 000 population (2018) 

 

 

WHO regions 

Note: “Nursing personnel” includes nursing professionals and nursing associate professionals. 

Source: NHWA 2019. Latest available headcount reported by countries between 2013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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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유엔개발정책위원회(UNCDP)가 저개발국가로 

분류한 46개국에서 2018년 12월 기준 인구 1만 명 당 

간호사 수는 6.4명으로 국제 간호사 평균 수급률보다 6배 

더 낮은 수치이며, 저소득국가 평균 수급률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들 46개국 대부분이 또한 취약국가지수(the Fragile 

States Index)에서 높은 순위에(“고위험” 혹은 

“주의”단계) 올라있습니다8. Box 5.1 에서 국가 내 

자세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Countries with a Fragile States Index score of 80+. 

Source: https://fragilestatesindex.org/. 

Figure 5. 7 Density of nursing personnel per 10 000 population by income group (2018) 

 
 

Level of income 
 

Note: “Nursing personnel” includes nursing professionals and nursing associate professionals. 
Source: NHWA 2019. Latest available headcount reported by countries between 2013 and 2018. Income grouping is from the World Bank classification as o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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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5 Density of nursing personnel per income group (2018) 

INCOME GROUP 

Number of 

countries 

reporting/total 

Density per 10 000 population 
Ratio highest to 

lowest Overall Low High 

Low-income 30/31 9.1 0.6 42.0 68:1 

Lower middle-income 44/46 16.7 1.8 104.6 57:1 

Upper middle-income 60/60 35.6 5.0 124.2 25:1 

High-income 57/57 107.7 19.4 196.1 10:1 

Global 191/194 36.9 0.6 196.1 319:1 

Note: “Nursing personnel” includes nursing professionals and nursing associate professionals. 

Source: NHWA 2019. Most recent available headcount reported by countries between 2013 and 2018. 

For Cook Islands and Niue, income group classifications were not available. They were therefore classified as upper middle-

income, similarly to other countries in the same area. Income grouping is from the World Bank classification as of 2018. 

 

 

 

9 Antigua and Barbuda, Belize, Brazil, Brunei Darussalam, Cambodia, Ecuador, Egypt, El Salvador, Eswatini, Gambia, 

Ghana, Guinea-Bissau, Guyana, Honduras, Iceland, Keny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dagascar, Marshall 

Islands, Mongolia, Myanmar, Pakistan, Paraguay, Peru, Samoa, Serbia, Sierra Leone, Sri Lanka, Tajikistan, Thailand, 

Timor-Leste, Ugand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ruguay,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Box 5. 1 국가 내 간호인력 수급의 형평성 

지방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비율 

국가 내 간호인력의 적절한 배치는 의료접근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총 35개국(대부분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국가)이 지방 간호인력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들 국가들에서 지방 거주 인구의비율은 50%인데, 대략 35%의 간호사가 지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간호인력 확보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은 일개 국가 내에서도 공공부문과 민영부문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76개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75%의 간호사들이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역 간 

공공, 민간 배치의 지리적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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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간호사의 국제 이동 

 

 

 

 

 

5.3.2  간호사 국제 이동 수량화의 어려움 

94. 인구통계학적, 역학적, 재정적, 보건 관련 정책의 

변화로 최근 수 십 년 동안 보건의료 인력의 국제이동이 

가속화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점점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18). 2010 세계 보건 총회가 채택한 WHO 

국제 보건의료 인력 채용에 관한 실행 규정(The WHO 

Global Code of Practice on the International 

Recruitment of Health Personnel)은 보건의료 인력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국제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국제법입니다. 

 

95. 저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 향하는 보건 인력의 

이동과 이에 관련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인식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는 몇몇 고소득 국가들에 한정되어왔습니다. 

최근 자료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특히 NHWA를 통해 

내린 결론은 이민을 보내는 국가(지구 남반구 지역)와 

받아들이는 국가(지구 북반구지역) 사이의 경계가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96. 2018년 기준 총 86개국이 NHWA, OECD, 

유로스탓(Eurostat), WHO 유럽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for Europe reporting systems)를 통해 제공한 

외국 출생 혹은 외국에서 교육받은 간호사 비율에 

대한 자료는 인력의 국제이동 정도를 가늠하는 간접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8명 중 1명의 간호사(13%)가 

외국 출생이거나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간호사를 보면 대략 370만 명이 

외국 출생이거나 외국에서 간호 교육을 받은 간호사로 

추정됩니다.  외국 출생이거나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사의 15.2%가 고소득국가에서 일하고 있으며, 

2%는 그 외 소득 그룹 국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5.3.1 주요 발견 

⚫ 86개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8명 중 1명(13%)은 외국 출생이거나 외국에서 간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응답 국가 중 고소득 국가에서 외국 출생 간호사 의존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5.2%의 간호사가 외국 출생이거나 외국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자료 접근성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이민이나 국제이동에 대한 자료는 이동패턴을 

분석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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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6 Percentage of nursing personnel foreign born (or foreign trained) per income group

INCOME GROUP 

Number of countries 

reporting/total 

% of nurses foreign born or 

trained 

Low-income 3/31 NR 

Lower middle-income 18/46 0.4% 

Upper middle-income 27/60 0.7% 

High-income 38/57 15.2% 

Total 86/194 13.2% 
 

Note: “Nursing personnel” includes nursing professionals and nursing associate professionals. “Foreign trained” was used as a 

proxy for 30 countries that could not provide data on the percentage who were foreign born. 

Source: NHWA 2019. Latest available stock reported by countries between 2013 and 2018. Income grouping is from the World Bank 

classification as of 2018. 

NR = not reported because of the small number of countries. 

© Ian Miles-Flashpoint Pictures/Al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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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간호 교육과정에 대한 제도와 규제 

5.4.2 자료 분석 

97. WHO 세계 보건의료 인적자원 활용 전략 2030은 

2020년에 각국 정부가 간호 교육에 관한 규제와 

인증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 섹션은 9개의 

간호 교육 관련 지표를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을 

실었습니다(Figure 5.8). 

 

98. 대다수의 국가가 간호 교육의 교육 기간과 교육내용의 

표준화를 시행하고 있으며(91%), 간호 교육기관 

인증제도(89%), 인증 교육기관의 종합목록을 갖추고 

있습니다(81%). 

응답 국가의 77%가 교원 자격 기준을 갖추었고, 73%가 

보수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의 국가에서 전문직간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에 관한 규정(67%),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64%), 간호교육협의회(a national association for 

pre-licensure students)를 운영(62%)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5개의 응답 국가 중 53% 국가에서 전문 

간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의료체계 안에서 전문 간호사들이 

규정된 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99. Table 5.7에 WHO 분류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간호 교육 관련 제도와 규정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미주와 유럽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간호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중해 동부 

지역 국가들은 자격시험제도와 전문 간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보수교육체계, 

간호대학생협의회, 전문직간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한 국가는 아주 소수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지역 간 격차가 큰 이유로 관련 지표에 대해 

해석이 서로 다른 데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4.1  주요 발견 

⚫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호 교육과정에 대한 제도와 규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50% 

이상의 국가가 9개의 관련 지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 간호교육 규정과 절차의 존재는 아프리카, 미주와 유럽지역에서 높게 보고되었습니다. 

⚫ 각국 정부는 교육 리더십(역주1)이나 거버넌스(역주2) 같은 수평적 규제보다는 교육 기간과 내용의 

표준화, 교육 인증제도 등 교육과정에 관한 수직적 규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주: 1. 

교육리더십은(Education leadership)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노력하여 공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 거버넌스(governance)란 단어는 정책 수립에 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협의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출처: 

교수신문(http://www.kyosu.net)) 

⚫ 간호 교육체계, 특히 면허시험과 교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유럽지역이 동남아시아, 지중해 

동부지역, 태평양 서부지역 국가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http://www.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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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8 Percentage of responding countries indicating existence of nursing regulations and 

standards 

 

Standards for duration and content of education 
(154 yes out of 169) 

Accreditation mechanisms for education institutions 
(147 yes out of 165) 

Master list of accredited education institutions 
(118 yes out of 146) 

Standards for faculty qualifications 
(76 yes out of 99)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96 yes out of 132) 

Standards for interprofessional education 
(66 yes out of 99) 

Fitness for practice examination 
(73 yes out of 114) 

National association for pre-licensure students 
(55 yes out of 89) 

Existence of advanced nursing roles 
(50 yes out of 95) 

 

Percentage of countries reporting yes 

 

Table 5. 7 Percentage of responding countries reporting existence of nursing regulations on education 

and training, by WHO region 

WHO REGION 

Master list of 

accredited 

education 

institutions 

Standards for 

duration and 

content of 

education 

Accreditation 

mechanisms 

for education 

institutions 

Standards 

for interpro- 

fessional 

education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Existence of 

advanced 

nursing roles 

Fitness for 

practice 

examination 

Standards for 

faculty 

qualifications 

National 
association 

for pre-
licensure 
students 

Africa 91% 100% 90% 81% 68% 74% 68% 78% 66% 

Americas 77% 91% 94% 49% 71% 55% 57% 75% 91% 

South-East 

Asia 

69% 85% 78% 60% 61% 75% 72% 64% 38% 

Europe 85% 94% 98% 87% 91% 30% 64% 94% 67% 

Eastern 

Mediterranean 
80% 80% 70% 20% 50% 50% 70% 80% 30% 

Western 

Pacific 

70% 77% 78% 52% 63% 52% 56% 71% 35% 

Global 81% 91% 89% 67% 73% 53% 64% 77% 62% 

Source: NHWA 2019, and State of the world’s nursing 2020 specific indicators for the last three factors. Latest available data 

reported by countries between 2013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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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9개의 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국가별 “간호 

교육과정”에 관한 점수표를 작성하였습니다(부록2 참조). 

각 지표는 점수 0점(없음)에서 1점 (있음)으로 정했으며, 

0.5점은 ‘부분적으로 있음’, 답변 누락은 0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점수는 합산되며, 합계점수의 최고점은 9점입니다.  

 

 

 

 

미응답은 0점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지표 값 변수에 

따라 나타나는 예상 결과들을 분석하는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사용하였으나 결과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Figure 5.9는 본 보고서에서 

간호 교육과정에 관한 점수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북미와 서유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간호 교육과정에 대한 제도와 규제가 더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Figure 5. 9 Map of nursing education regulation scores, by country  

 

Note: Combining education capacity questions, raw score from 0 to 9. 

Source: NHWA 2019. 

not applicable not reported 

4 and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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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간호 교육과 간호인력 배출 

 

 

 

 

5.5.2 순차적 교육 체계(Education 

Pipeline) 

101. 현재 의료 체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 교육 분야에 지속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102. 기본교육부터 대학까지 연결되는 순차적인 

교육체계 평가를 위해 각국에 가장 최근 몇 년간의 

간호대학 졸업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총 88개국(그 중 

절반 이상인 44개국이 유럽지역 국가)에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Table 5.8에 보이는 “총합(Total)”은 동남아시아와 

유럽지역 국가의 자료가 주로 집적되어 계산된 것이므로 

다른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합니다. 

 

103. 간호사 수급률과 유사하게 소득수준은 인구 10만 

명 당 간호대학 졸업생의 배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104. 자료를 토대로 하여 졸업생 추정치를 산출하여 

이를 세계인구에 적용하면, 인구 10만 명 당 간호대학 

졸업생을 평균 22.6명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면 매년 172만 명의 졸업생이 배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유럽을 제외한 지역별 소수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순전히 가상의 결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의 

분석 결과는 간호 졸업생 비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가상의 분석 결과를 35세 이하 연령 

그룹(약 10년 이내 경력)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였습니다. 전체 1/10을 차지하는 젊은 연령 

그룹의 간호사를 해마다 보건의료 인력시장에 

진입하는 졸업생 수라고 보면 106만 명이 추산됩니다. 

이를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 추정치 172만 명에 

비교하면, 모든 졸업생이 간호사로 채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된 수치는 타당해 보입니다.

5.5.1 주요 발견 

⚫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국가들로 구성된 총 88개국은 매년 배출되는 간호 관련 교육기관의 

졸업생 숫자를 보고했습니다. 

⚫ 간호사 수급률이 낮은 지역(아프리카, 지중해 동부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은 또한 졸업생의 수도 낮게 

나왔습니다(인구 10만 명 당 아프리카는 7.7명, 지중해 동부지역은 7.1명, 동남아시아 지역은 12.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미주지역은 인구대비 아프리카와 지중해 동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10배가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 자료를 제공한 국가들 중 아프리카와 태평양 서부지역 국가의 75% 이상은 간호 교육과정이 평균 

2~3년이며, 미주와 동남아시아, 지중해 동부지역 국가의 절반 이상이 4~5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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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8 Production of graduate nurses, by WHO region and income group 

BY WHO REGION 

Number of 

countries 

reporting/tota

l 

Mean number of nursing graduates 

per 100 active nurses 

Number of 

graduates 

per 100 000 

population Overall Low High 

Africa 14/47 8.8 2.8 23.7 7.7 

Americas 14/35 9.8 0.8 30.8 81.2 

South-East Asia 8/11 7.5 3.9 13.8 12.2 

Europe 41/53 4.0 1.0 31.9 31.9 

Eastern 

Mediterranean 

5/21 4.6 0.6 16.5 7.1 

Western Pacific 6/27 5.7 3.4 12.0 20.6 

BY INCOME GROUP 
 

Low-income 8/31 13.8 4.1 31.9 10.4 

Lower middle-income 15/46 7.7 2.8 13.8 12.8 

Upper middle-income 26/60 6.4 0.6 30.8 22.7 

High-income 40/57 3.6 1.5 7.6 38.7 

Total 88/194 6.2 0.6 31.9 22.6 

Source: NHWA 2019. Income grouping is from the World Bank classification as o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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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간호 교육과정 기간 

105. 간호 교육과정 기간에 대한 자료는 

157개국에서 수집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지중해 

동부지역, 태평양 서부지역의 몇몇 국가에 2년의 

간호 교육과정이 있으며, 그 외 세계 대다수의 

국가는 3~4년 기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의 교육 기간을 가진 국가는 

드물었습니다(Figure 5.10). 아프리카와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3/4의 국가들이 3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3/4의 

국가들이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6.  간호사 역할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이 

시점에, 고등 간호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고등 간호 교육과정 입학 

경로의 다양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 

자격요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간호 교육과정 기간의 상이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시행되는 간호 교육과정, 특히 전문 

간호사(advanced practice roles)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Figure 5. 10 Average duration (years) of education for nursing professionals, by WHO region 

 

Source: NHWA 2019 for 99 countries and Sigma database for 58 countries. Latest available data reported by countries between 2013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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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고용 및 근무 환경에 관한 규제 

 

 

5.6.2 결과 분석 

107. 고용 특성과 근무환경은 고용과 업무, 

생산성을 촉진하는 원동력이자, 이직을 줄여 기존 

보건의료 인력 수준을 유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WHO 세계 보건의료 인적자원 활용 전략 

2030은 ”모든 의료직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좋은 

근무환경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나 강제,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본연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개인의 권리와 직업적 권리”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평가를 위해 고용 특성과 근무환경을 

규정하는 6개의 지표를 분석했습니다(Figure 5.11). 

지표 3개는 (근무시간과 근무환경, 간호협의회, 전문 

간호사제) 간호 분야에 특정한 것이며, 나머지 3개 

지표는(사회보장, 최소임금, 의료진 폭행 방지에 관한 

규정)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직 종사자에 

적용됩니다 

 

 

 

 

108. 응답 국가의 80% 이상에서 근무시간과 근무환경, 

사회보장, 최소임금, 간호협의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조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있다고 답했으나, 전문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국가 비율은 53%에 그쳤습니다. 총 

55개국에서 의료진 폭행 방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했으나, 이 중 1/3 국가(37%)만이 규정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9. Table 5.9에 보면, 지중해 동부지역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간호사 고용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70%가 

넘는 국가들이 6개 지표 모두에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과 지중해 동부 지역은 유일하게 이 지역 

대다수 국가가 의료진 폭행 방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아마도 의료진에 대한 공격 발생 

빈도수가 높은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아프리카, 미주, 유럽지역 국가들 또한 거의 모든 

지표에 긍정적으로 대답했으나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의 비율은 30%, 의료진 폭행 방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한 국가 비율은 26%에 

그쳤습니다. 

5.6.1 주요 발견 

⚫ 아프리카, 미주, 유럽, 지중해 동부지역 국가들은 간호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지표에 대해 자국 내 관련 

규제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반면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서부지역, 그리고 몇몇 아프리카지역, 남미 지역 국가에서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동남아시아와 지중해 동부지역에서는 1/3 수준의 국가(37%)만이 의료진 폭행 방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하는 국가(95개 국가의 53%)의 경우 의료 인력(의사) 수급률이 낮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보아 간호사에게 독자적인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보건의료 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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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11 Percentage of countries with regulatory provisions on working conditions 

Regulation on working hours and conditions 
(133 yes out of 42) 

 
Regulation on social protection 
(125 yes out of 37) 

 
Regulation on minimum wage 
(119 yes out of 134) 

 
Nursing council 
(141 yes out of 164) 

 
Existence of advanced nursing roles 
(50 yes out of 95) 

 
Measures to prevent attacks on health workers 
(20 yes out of 55) 

 
 

Percentage of countries reporting yes 

Note: The number of countries responding yes out of responding countries for each indicator is shown in parentheses next to each indicator. 
Source: NHWA 2019. 

Table 5. 9 Percentage of countries responding on existence of nursing regulations on working 

conditions, by WHO region 

WHO REGION 

Regulation 

on working 

hours and 

conditions 

Regulation 

on minimum 

wage 

Regulation 

on social 

protection 

Measures to 
prevent attacks 

on health 
workers 

Existence of 

advanced 

nursing roles 

Nursing 

council 

Africa 90% 90% 85% 41% 74% 78% 

Americas 97% 85% 94% 37% 55% 91% 

South-East Asia 75% 50% 50% 67% 50% 80% 

Europe 98% 92% 100% 26% 30% 96% 

Eastern 

Mediterranean 

85% 100% 92% 73% 75% 85% 

Western Pacific 100% 86% 57% 30% 52% 78% 

Global 94% 89% 91% 37% 53% 86% 

 

Source: NHWA 2019, and State of the world’s nursing 2020 specific indicators for the last factor. Latest available data reported by 

countries between 2013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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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태평양 서부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근무시간과 

근무환경, 최소임금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간호협의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조직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3개 지표(사회보장, 의료진 폭행 방지에 

대한 규정,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한 구비 수준은 

낮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규제 관련 지표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가장 낮았으나, 이 지역 절반 가량의 

국가들이 6개 지표에 모두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5.4항에서 말했듯 이러한 지역별 응답의 차이는 어느 정도 

지표를 개념짓는 생각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지역별 

응답률의 차이가 원인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수집된 

자료로는 관련 규정의 적합성이나 실행 수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111. 6개 지표 자료는 “근무환경에 관한 규정” 점수표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5.4. 항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부록2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Figure 5.12에서 5.4항 교육체계 분석 

결과처럼, 규제 관련 지표도 북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 유럽지역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입니다. 

 

 
 

10 Surveillance System for Attacks on Health Care: https://publicspace.who.int/sites/ssa/SitePages/PublicDashboard.aspx. 

 

Figure 5. 12 Percentage of countries with regulatory provisions on working conditions 

 

Note: Combining working condition capacity questions, raw score from 0 to 6. 

Source: NHWA 2019. 

not applicable not reported 

1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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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Figure 5.13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 

간호사제도는 의료진(의사) 수급률이 낮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Figure 5. 13 Percentage of countries with 

advanced nursing role by level of 

density of medical doctors per 10 

000 population 

 
Medical doctors density 

per 10 000 population 

 

 

 

Source: NHW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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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거버넌스와 리더십 

5.7.1 주요 발견 

⚫ 115개국(71%)이 간호 관련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정부 간호정책수석(GCNO)이나 조산정책수석이 있다

고 응답했으며, 53%의 국가가 간호 리더십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간호정책수석 직위와 간호 리더십 교육과정이 있는 국가는 더욱 적극적인 간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 간호정책수석(GCNO)이나 간호 리더십 교육과정 모두 간호사 배출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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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자료 분석 

113. 간호 관련 분야 개발을 위해서는 강력한 간호 

리더십과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264,265). 본 

보고서의 지표들은 리더십과 거버넌스 평가, 즉 정부 

내 간호정책수석(GCNO) 존재 여부(115개국 자료 

제공), 리더십 교육과정과 정책연구, 정책 활용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과정 시행에 관한 정부 지원(76개국 

자료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114. 간호정책수석 직위에 관해 대답한 115개국 중 

71%가 자국 내 간호정책수석 직위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지중해 동부지역 국가의 54%, 유럽지역의 

86% 국가는 이러한 직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Table 

5.10). 리더십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국가 

비율은 보다 적었으며(응답한 76개국 중 53%),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의 40%,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64% 국가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15. 강력한 규제 환경과 리더십, 거버넌스 사이에 

의미 있는 관련이 있습니다. 

 

 

 Figure 5.14에서 볼 수 있듯이, 간호정책 수석과 리더십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간호사의 근무 조건과 간호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지표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116. 간호정책수석과 리더십 교육과정의 존재가 모두 

강력한 규제 환경과 연관이 있으나, 간호정책수석 

직위보다는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이 조금 더 큰 연관성을 

보입니다. 즉, 정부 조직 내 고위급 간호 관련 직위체제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리더십 교육과정 도입과 같은 결과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간호정책수석 제도가 

있다고 답한 국가의 37%가 리더십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117. 간호 분야에 리더십과 거버넌스 향상이 또한 투자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간호대학 

졸업생을 늘리고 신규간호사 채용이 촉진되었는가를 

입증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리더십과 거버넌스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국가의 졸업생 비율을 

부정적으로 응답한 국가의 졸업생 비율과 비교한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아, 강력한 

리더십과 거버넌스 제도가 반드시 간호인력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Table 5. 10 Leadership and governance indicators: percentage of countries with chief nursing 

officer position and nursing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me, by WHO region 

WHO REGION 

Chief nursing officer position Nursing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me 

Number of countries 

responding/total % yes 

Number of countries 

responding/total % yes 

Africa 26/47 60% 28/47 64% 

Americas 26/35 79% 16/35 46% 

South-East Asia 6/11 60% 4/11 40% 

Europe 30/53 86% 10/53 56% 

Eastern 

Mediterranean 

7/21 54% 8/21 62% 

Western Pacific 20/27 74% 10/27 43% 

Global 115/194 71% 76/194 53% 

Source: State of the world’s nursing 2020 specific indicators, 2019. Latest available data reported by countries between 2013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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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14 Association between GCNO and nursing leadership programme and the regulatory 

environment 

 Working conditions  

 

 

 Education regulations  

 

 

Source: State of the world’s nursing 2020 specific indicator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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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NO 

GCNO 

No GCNO 

No GCNO GCNO 

GCNO 

Leadership programme 

No leadership 
programme 

leadership 
programme 

No leadership 
programme 

leadership 
programme 

P=0.008 (Kruskal-Wallis test) 

P=0.007 (Kruskal-Wallis test) 

P<0.001 (Kruskal-Wallis test) 

P<0.001 (Kruskal-Wall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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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30 SDG 목표 성취를 위한 간호 현황 평가 

 

5.8.1 주요 발견 

⚫ 우리는 2018년 자료와 세계 보건의료 인적자원 활용 전략에서 산출한 총 필요량과 비교하여 590만 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부족 현상은 대부분(89%) 저소득국가와 저중소득 국가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모든 국가가 현재 간호대학 졸업생 수준을 유지한다면, 신규간호사 숫자는 2018년 기준 

2천800만 명에서 2030년에는 대략 3천60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증가분 

70%는 격차가 가장 큰 심각한 지역이 아닌, 중간소득 국가와 고소득국가에서 배출될 것입니다. 

⚫ 예상되는 인구증가와 간호인력 고령화를 고려하면, 2030년에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중해 

동부지역은 인구 1만 명 당 간호사 수가 25명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간호사 수급률의 증가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간호인력 부족을 겪게 되는 국가에서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간호대학 졸업생 비율을 

8.8%로 증가시켜야 하며(범위: 0.2-13.4%) 인력 채용 능력을 적어도 70%까지 끌어 올려야 합니다. 

⚫ 저소득국가에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교육 규모를 확대하려면 2018~2030년까지 1인당 

대략 10달러(1만2천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118. 보건 관련 SDGs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WHO 

회원국은 (1) 직업에 대한 손실 (예를 들어 사망, 이민, 

은퇴와 같은 이유로 인한)을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간호사를 교육해야 하며, (2) 인구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환경 변화로 인해 증가한 간호사 수요를 

충족시키고, (3) 기존 전 세계의 인력 부족을 해소해야 

합니다. 

5.8.2 2030년 간호인력 예상량과 수급률 

119. 현재 간호인력량, 은퇴 추산치(간호인력 연령층에 

근거하여 추산), 인구 증가, 보건의료 인력 시장 진입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인력 보유량과 흐름(공급량)” 

모델(stock and flow)이 개발되었습니다(부록2 참조). 

현재 추세로 보아 간호사는 2018년 기준 2천790만 

명에서 2030년 3천59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0. 2030년까지 간호인력 증가분은 고소득국가에 

집중될 것이며, 저소득국가의 증가율은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Figure 5.15). 2018년에 조사된 

간호인력 불균형 현상(section 5.2 참조)은 2030년까지 

개선되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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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15 Projection of nursing personnel density per 10 000 population in 2030 (global 

distribution) 

 
 

Note: “Nursing personnel” includes nursing professionals and nursing associate professionals. 

 

 

121. 간호인력의 예상 증가량은 필요량을 완전히 

채우지 못합니다.  특히 인구증가율이 34%에 이르는 

아프리카지역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입니다. 

또한 지중해 동부지역의 간호인력 증가율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Table 5.11). 

 

122. 본 보고서에서 분석에 사용된 지표 자료에 

근거하여 다양한 가정과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에 대해 

예측을 했습니다. 본 보고서의 미래 예측에 대한 

한계점은 부록2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23. 반면 미주, 동남아시아, 태평양 서부지역의 

간호사 보유량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별로 국가를 분류하여 본다면, 중간 소득 국가에서 

8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8.3 간호인력 부족 

124. 2016년 WHO 세계 보건의료 인적자원 활용 

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인구 1천명 당 의사와 

간호사, 조산사 4.45명 미만인 국가들에서 760만 명의 

간호사와 조산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 

임계치 추정에서 대부분 고소득국가는 제외했습니다. 

같은 방법과 임계치를 이용하여 더욱 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간호사 부족분은 590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2030년까지 570만 명의 간호사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2018년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추정된 수치 측면에서) 가장 크게 겪는 

나라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입니다. 국가의 소득 수준이 간호사 부족 

현상과 강한 연관이 있으며(부록 2, Table A2.2), 

2018년에 부족분의 89%가 저소득국가 및 

저중소득국가에 집중되어있습니다.  

not applicable not reported 

10 to 19 <10 30 to 39 20 to 29 40 to 49 75 to 99 50 to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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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11 Simulation of projected stock of nursing personnel from 2018 to 2030 under three 

scenarios, by WHO region

WHO REGION 

Stock observed in 

2018 (million) 

Stock projected to 2030 (million) 

SCENARIO 1: 

ageing and stable 

young age group 

SCENARIO 2: 

ageing and 

graduation as of 

recent years 

SCENARIO 3: 

ageing and 

graduation 

increasing by 50% 

by 2030 

Africa 0.9 1.2 1.5 2.0 

Americas 8.4 9.2 12.4 17.7 

South-East Asia 3.3 4.7 5.0 6.1 

Europe 7.3 8.6 8.0 10.4 

Eastern 

Mediterranean 

1.1 1.9 1.5 1.7 

Western Pacific 6.9 10.3 9.0 11.2 

Global 27.9 35.9 37.4 49.3 

Figure 5. 16 Projected increase (to 2030) of nursing stock, by WHO region and by country income 

group 

 

 

Note: Income grouping is from the World Bank classification as of 2018. 

Americas 
Eastern Mediterranean 

Africa 

Europe 

South-East 
Asia 

Western Pacific 

High income Low income 

Lower middle 
income 

Upper middle income 

BY REGION BY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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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본 보고서의 관련 추정 수치는 최신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2016년 WHO 세계 보건의료 

인적자원 활용 전략의 산출 결과와 비교하여 간호사 

부족분만을 추정하여(조산사 부분은 제외), 이의 

진행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Figure 

5.17). 

 

126. WHO 세계 보건의료 인적자원 활용 전략에서 

사용했던 기준치를 근거로 부족한 인력을 

산출했습니다. 기준치를 상회하는 모든 국가는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기준치를 상회하는 국가가 

간호사 부족 현상을 피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 기준 의료서비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그리고 의료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 상당 수준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를 위해 인력 부족에 대한 특정한 분석 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석방법은 인구와 간호인력 고령화, 역학적 양상 변화, 

인력 수준 유지 전략, 그 외 노동시장 변화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 기준 의료서비스 수준 그리고 

의료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력 수준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OECD 31개 고소득 국가에서 

320만 명에 달하는 간호사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266). 

 

비슷한 연구 결과가 일본(2025년까지 간호사 27만 명 

부족)(267), 독일(2030년까지 보건의료 인력 50만 명 부족, 

특히 노인요양인력 및 간호사)(268), 영국(2030년까지 

간호사 10만8천 명 부족) 등 지역에서도 발표되었습니다. 

 

 

Figure 5. 17 Estimation of shortages of nursing workforce in 2013, 2018 and 2030 

 

Correction factors applied: 

1 Removing the share of midwives from the stock of nurses and midwives combined in the Global Strategy using more recent share 

data (90% nurses out of nurses + midwives). 

2 Correcting for improved data, which results in higher stock estimates and lower shortages: 4.4 million nurses out of 27.8 million 

in 2018, being an effect of improved data as compared to the Global Strategy. 

 

Note: Shortage estimated by comparing nursing stock in each country in each year to a benchmark density. 

Source: Global Strategy on Human Resources for Health 2016 and State of the world’s nursing 2020 report at global level. 

The State of the world’s nursing 2020 estimate of nursing shortage by 2030, if the current trends are maintained, is consistent with (5.7 million nurses versus 
5.6 million) the Global Strategy estimate. 

Global Strategy on Human 
Resources for Health 2016 

The State of world’s 
nursing 2020 

9.0 million nurses and midwives 

8.2 million nurses 

6.6 million nurses 

7.6 million nurses and midwives 

6.9 million nurses 

5.6 million nurses 

5.9 million nurses 5.7 million nurses 

1 Correcting for nurses only 

2 Correcting for improved data 
Consistent 
estimation of 
shortage by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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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2030년까지 간호 부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 

127. 2030년까지 인력 부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대학 졸업생 수와 간호직은 다른 가정 하에 

산출했습니다. 

 

• 현재 추세로 간호대학 졸업생 수는 매년 평균 10% 

증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범위 1.5-14.9%). 

 

• 만약 간호대학 졸업생 70%가 일자리를 찾을 만큼 

보건의료 인력 시장의 고용력이 증가한다면, 

간호대학 졸업생 수는 매년 평균 8.8% (범위 0.2% - 

13.4%) 증가해야 합니다. 

 

• 보건의료 인력시장의 고용력이 더 증가한다면 

(졸업생의 80%), 2030년까지 간호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대학 졸업생 수는 매년 평균 

8.1%가 증가해야 합니다(범위0.03%~12.2%). 

 

 

 

 

 

 

128. 2030년까지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치를 추정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간호사 

증가분(졸업생 80% 고용 가정하에)에, 각 나라당 간호사 

1명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용을 평균치로 산출한 

비용을 곱하여 산출했습니다(270). 

 

저소득국가에서 발행된 관련 문헌(출판문헌과 

비출판문헌(회색문헌)포함)을 토대로 간호사당 평균 

교육비용을 세 가지 가정으로 산출했습니다: 5천 

달러(한화 약 600만 원),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 원), 2만 

달러(한화 약 2,400만 원) 

 

(역주: 회색 문헌(Grey literature): 발행은 되었지만, 

정식으로 출판되어 시판되는 것이 아닌 문헌을 말하며, 

예를 들어 기관에서 만들어진 보고서 또는 학술적인 

기술보고서 등이 대표적인 회색 문헌입니다.) 

 

간호사를 추가 교육하여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해야 할 비용은 세 가지 가정에 따라 간호사 

1인당 각각 평균 5.2달러(한화 6천원), 10.5달러(한화 1만 

원), 21달러(한화 2만 원)입니다.11 이처럼 다른 가정과 자료 

부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근거로, 가정안을 더 진행하기 

위해 중앙값인 1인당 10달러를 투자 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11 Figures quoted constitute a one-off investment in countries with shortages to cover the training of all gradu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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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29. 본 보고서는 기존 연구방식과 그 동안 발행되었던 

연구자료(2, 3, 4장)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현황을 

분석(5장)하면서, 간호인력 교육과 배치, 관리, 지원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적절한 

사례들을 보건의료 인력 증강과 의료체계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합니다. 

 

130. 이에 필요한 투자량은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억 명 인구의 보건향상, 수백만 명의 의료 인재 고용 

기회, 특히 여성과 젊은이들, 그리고 세계 보건 수준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돌아오는 사회∙경제적 수익은 

그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131.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 6장에서 우리는 본 

보고서에서 다룬 포괄적인 주제와 구체적인 자료 

분석으로 도출된 주요 결과들에 대해 차례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역량을 구축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전반적으로 그려내고자 합니다. 

 

132.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정책안은 회원국뿐 

아니라 그 외 관계자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정책안의 적용도와 관련성은 

해당국의 의료체계 목표, 전제 조건 및 실행 역량을 

근거로 하여, 사례별로 고려해야 합니다.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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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근거기반 계획, 모니터링, 책임성 

강화 

결과 

133. 본 보고서는 간호 관련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최소15개 이상 지표에 대해 응답한 국가 비율이 

80%인 반면, 국가 간 지표 격차는 국가별 보건의료 

인력 정보체계 수준의 격차를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134. 간호인력 현황과 연령별 구분에 관한 자료 

접근성은 가장 높으나(간호인력 현황 지표 응답 국가 

191개국, 연령별 구분 지표 응답 국가 132개국), 간호 

교육, 재정, 보건의료 인력 시장 흐름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응답률은 현저히 낮아서 포괄적인 보건의료 인력 

시장 분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인력 현황에 대한 수치는 있으나, 양적인 면에서 

간호인력 양성 능력, 구인율, 실업률과 인력 감소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간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 수립에 있어 양성 수준을 늘려야 하는가 아니면 

이미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교육 부문의 

간호인력 양성 능력과 보건의료 인력 시장의 고용 

능력이 균형을 이루는가 아니면 어느 형태든 불균형을 

보이는 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간호인력 

부족과 실업 문제) (Box 6.1 스코틀랜드의 보건의료 

인력 시장 분석 참조) 

 

Box 6. 1 스코틀랜드의 보건의료 인력 시장 분석 

2019년 12월 스코틀랜드 정부는 의료와 사회복지 인력에 관련한 통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272). 

이 계획의 목적은 국민의 입원율을 높이기보다 가정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을 

실행하려면 지역사회 간호사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국립보건원(NHS National Services Scotland), 정보부서(Information 

Services Division)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획 실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 학생의 

수를 여러 경우로 가정하여 산출했습니다. 또한 다른 보건직의 공급과 부족에 대해 고려하여, 인력 

부족이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수집한 자료와 산출한 결과는 그 외 관계자(the Nursing and Midwifery Student Intake 

Reference Group 등)와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지역사회 간호사를 양성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존 간호사를 재교육하는 등 일련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정부의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의료와 사회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직종에 대한 계획에서 다학제간 팀 기반 케어를 위한 계획으로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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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자료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각 지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각국의 능력은 보건, 노동, 교육, 

재정 부처 간 협력 수준과 그 외 관계자, 예를 들면 

직업협의회, 관련 위원회, 교육기관의 관여도 수준을 

반영합니다. 

 

정책 제안 

 

136. 각국 정부는 보건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NHWA를 이용한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의료 인력 시장 분석을 위해서 

필수 자료 제공에 대한 국가별 차이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 활용 정보 

체계(human resources for health information 

system)를 수립하고 강화하려는 포괄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에 사용된 간호 관련 자료는 각국이 

NHWA를 이용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자료 원천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활용 정보 체계를 

수립하는 정부의 역량은, 정보의 수집과 교환, 정보 

접근성, 수준 향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호환하는 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간호 관련 분야 책임자와 같은 

관계자와 협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협의 체계는 또한 자료 이용과 공유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각 분야 관계자들이 협의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끄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각국 정부는 이렇게 

강화된 간호와 보건의료 인력 관련 자료를 

보건노동시장 분석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수준에서 정책 방향과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Box 6.2 NHWA지표자료를 이용한 간호 

노동시장 분석의 예). 

 

 

 

 

 

 

 

 

 

 

 

6.2 이동과 이주 

결과 

137. 대략 370만 명(8명 중 1명)이 본인이 태어나거나 

교육받은 국가가 아닌 타 국가에서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자국 내 간호사 

수급률이 낮은 국가에서 외국 출생 간호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어 간호사의 국제 이동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소득 국가(간호사의 15% 이상이 

외국 출생 또는 외국 교육을 받은 간호사인 국가)의 간호사 

수요가 높아짐으로 인해 저소득국가의 가장 역량 있는 

간호사가 해외로 빠져나감으로써 의료수준의 질적 저하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하여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Box 6.3 독일의 이민 정책). 

 

138. 간호인력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국가(간호인력의 

수출 정책으로 인한 경우 제외하고)의 경우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책을 수립할 때 이민 현상 자체를 분리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근무환경 개선, 의료체계 지원, 

임금수준 향상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간호사 양성에 있어 간호 기술과 역량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와 관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즉 지역사회와 일차 보건의료 활동에 대한 

필요에 맞게 간호사를 교육해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과 

개인의 금전적 수입이 최대화할 가능성이 있는, 보다 

전문적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 혹은 해외 

보건의료 체계에서 일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를 찾는 각 

개인의 동기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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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6. 2 아프리카 동부, 중부, 남부지역 보건공동체(ECSA-HC): 

NHWA지표를 사용한 간호정책 수립의 예 

아프리카 동부, 중부, 남부지역 의료공동체(ECSA-HC)는 이 지역 정부 간 협력 보건기구로서 보건의료 

분야에 지역 간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이 지역은 만성적으로 간호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조건과 높은 업무량은 이 지역 간호사들의 이직과 해외 이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교수진 수급이 어려운 상황과 관련 당국의 규제가 미비하여 이 지역의 

교육체계는 통합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을 역량 있는 간호사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계 은행 기구(The World Bank Group)는 Jhpiego (역주:Jhpiego는 국제적인 보건 비영리단체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과 제휴단체입니다), 국제 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ECSA 

간호대학협의회(ECSA College of Nursing)와 협력하여 간호 노동과 교육 시장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이 지역 의료와 교육체계에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공공 및 민간 투자 

대상을 적절하게 지정함으로써 간호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확대하는 정책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규제 

관련 문제와 더불어, 연구진은 간호 노동시장이 교육체계와 의료체계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자료로 NHWA(273) 지표와 지역협의회가 수집한 자료를 추가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연구를 위해 공중 보건 간호단체 연합인 ‘쿼드(quads)’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으며 WHO가 연구 결과의 리뷰를 지원했습니다(6.3.3 section 참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 간호 노동시장은 수요와 공급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지난 10년간 간호사의 증가율은 인구증가율을 앞섰으나, 동시에 공공의료 부문에 간호사 

고용력이 매우 낮았으며(빈번한 채용과정 비효율성과 부실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반면 필요한 간호사 

수요는 증가하였습니다. 2019~2039년까지 수요는 33%까지 증가하리라고 분석했으나, 여전히 이 

지역의 공공 의료부문과 민영 의료부문이 고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22만 명의 초과공급인력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반면 국민 보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사 수요 부족은 2030년까지 

84만1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간호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연구진은 ECSA 지역에서 SDGs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간호 

교육체계를 확대하고, 간호 교육기관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며(교육 인증체계의 확립을 포함하여), 

지역과 국가의 의료시장의 고용흡수력을 높이기 위한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따라서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간호 관련 규제와 규범을 완비해야 하며, 동시에 정부의 

자료수집력과 분석력을 높여 투자과정과 효과에 대한 규제와 관리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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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해외에서 유입되는 간호사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접근방식은 공공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역적, 세계적 해결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외 간호사 유입 과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많은 국가가 공급자이자 수요자인 상황이라 

보건 인력의 이동을 관리하고 앞으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이동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86개국만이 자국 내 의료체계에서 외국 

출생이거나 외국에서 간호 교육을 받은 간호사의 

비율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지표는 WHO 국제 보건의료 

인력 채용에 관한 실행 규정(the WHO Global Code of 

Practice on the International Recruitment of 

Health Personnel)에서 기본적인 보고 요구 지표 중 

하나입니다.

정책 제안 

140. 각국 정부는 간호인력을 포함한 국제적인 

보건의료 인력 이동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수요국(간호사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국가)의 정책입안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외국 출생 간호사의 자격과 교육 배경에 대해 

자국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교육기준, 윤리적 

규범에 부합한 규정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한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간호 교육과정 

입학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내용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간호사의 이동성을 향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내 국가 간 간호 자격의 상호 인증에 

관한 협정을 맺고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맺는다면, 

미래에는 협정 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기회가 될 

것입니다. 

Box 6. 3 독일의 이민정책 

2018년 11월 9일 독일 의회는 돌봄 강화법(Care Strengthening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독일 

병원과 요양 시설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유입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된 법입니다(275). 시설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몇 년 동안 독일의 의료시설과 요양 시설은 고질적인 간호 

사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병원과 요양 시설이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은퇴나 직업 불만족을 이유로 이직한 간호사의 수가 신규간호사의 증가 속도를 추월했습니다.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열악하게 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떨어뜨립니다. 2012년 연구에 따르면 

독일은 2030년까지 26만3000-50만 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간호 교육과정 확대, 신규간호사 일자리 창출, 중부와 서남부 유럽지역의 간호사 

채용계획을 확대하는 등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277). 채용확대를 위해 독일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을 공급하는 국가와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기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국가와 기술협력을 하고, 양자협정을 맺어 공급국가에 교육과정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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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각국 정부와 관련 단체는 WHO 국제 행동 

강령(WHO Global Code of Practice)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간호인력의 국제적 이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각국의 협력관계를 

증진해야 합니다.  각국 규제 당국 간 협력, 보건의료 

인력 정보 체계 확립, 고용주와 관계부처, 

간호협의회와 같은 그 외 관계자 간의 협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간호인력의 해외 이주로 급격한 

인력손실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임금수준을 

올리거나 (공평한 임금체계 확립) 근무조건 개선, 

좋은 일자리 보장과 같은 간호인력 수준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6.3 간호인력 양성과 지원 방안 

6.3.1 교육 

결과 

142. 본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간호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간호인력과 관련한 복잡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간호인력 대비 간호대학 졸업생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유럽과 지중해 동부지역 

국가, 그리고 일부 고소득 국가들입니다. 중∙고소득 

국가에서 양성 수준을 올리지 않는다면 국외 채용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결국에는 인력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접근성과 공정성 이슈를 낳게 될 

것입니다.  

143. 간호 교육과정의 기간은 지역별 격차가 심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169개 응답국 중 

154개국)가 교육 기간과 교육내용에 대한 표준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간호 교육 

관련 규정을 수립할 때, 공공의료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일차 보건의료와 예방의료, 재해와 

응급상황 대처, 관련 분야의 기술적 상충, 리더십 

함양, 기술의 적절한 사용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Box 6.4 간호 교육 분야에서 기술의 활용). 

 

 

 

 

 

144. 응답 국가의 대다수(89%)가 간호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체계를 마련했으며 인증 교육기관의 통합목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과정체계를 수립하는 등 인증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인증 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키울 수 있고, 보건 취약계층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인증 메커니즘은 내용, 커리큘럼, 학생 

실습 경험, 교원 자격요건과 전문직간 교육을 포괄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 국가의 67%가 전문직간 

교육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다고 대답했으나 어떤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률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145. 인구 고령화와 같은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간호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되는 인력 구성의 다양화가 

요구됩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직도 많은 

지역, 특히 미주와 태평양 서부지역 국가에서 간호인력의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간호인력 구성의 다양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불어 학생을 배제하는 간호교육과정(예를 들어 

입학 자격 요건으로 중등교육 완료)이나 교육과정을 마치는 

데 있어 어려움(예를 들어 비싼 학비)을 초래하는 구조적 

조직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126). 또한 몇몇 국가에서 

간호직의 지나친 성별 분리 현상이나 간호사의 낮은 사회적 

지위 또한 간호 교육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계속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간호직을 선택하고 싶은 

직업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특별히 미주지역과 같이 인구 

대비 간호대학 졸업생의 비율이 매우 낮은 국가들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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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146. 간호 교육과정은 양질의, 통합적이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간호 관련 직종 간 

전문기술이 뒤섞이는 상황(skill mix)에 대해 특별히 

관리해야 하며, 간호사의 업무 수준과 전문분야가 

의료체계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필요한 분야와 고용 흡수력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의 

임상 실습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등 간호 교육과정을 수립하거나 확대하는 문제는-

예를 들면, 학사과정, 석사과정 혹은 박사과정- 구조적 

영향을 미칩니다. 즉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며, 

교원 구성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후에 간호사가 전공 

관련 분야에서 규정된 역할과 직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주: WHO에 따르면, ‘skill 

mix’는 의료직무 또는 직종의 혼합, 다양한 범주의 

보건의료 인력의 역할 및 활동의 구분, 사용 가능한 

기술의 조합 또는 각 직종에 필요한 기술의 조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Box 6. 4 간호 교육 분야에서 기술의 활용  

기술의 발전은 간호 교육과 간호 업무에 점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진단 지원, 

원격진료, 원격교육(280)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소외 지역의 의료서비스 

지원, 일차 보건의료 활동 촉진과 환자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이에 맞게 디지털 독해 능력, 

의료기계 사용 능력,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의료 관련 디지털 기능에 능통해야 

합니다(281).  

디지털 의료 기술, 예를 들어 인공지능, 증강 현실, 로봇의 이용 등은 이미 간호 분야와 의료서비스 

분야의 상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282). 맞춤형 의약품과 유전학의 등장으로 환자 개인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283). 디지털 의료 기술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로 개인의 필요에 맞는, 최신의 관련 분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코크란(Cochrane)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같은)로 건강을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mHealt)에 대해 보건의료 종사자(간호사 포함)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는 반응과 동시에 어려움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284). 모바일 헬스케어는 소통력과 

업무조정능력 강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환자와의 소통개선, 원거리에 있는 환자의 

건강관리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어 유용합니다(284). 동시에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여러 

방면에서 복잡한 경향을 가집니다. 즉 개인적 문제일 수도 있고(예를 들어, 낮은 디지털 독해능력), 

관계면 일수도 있으며(환자나 동료와 면대면 관계를 선호하는 경우), 직업적일 수도 있으며(임상 지원 

도구와 같은 디지털 기술에 대해 직업적 위협감을 느끼는 경우), 환경적(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혹은 인프라에 대한 문제(전기공급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284). 기술발전으로 인해 

얻는 유익한 효과가 많이 있으나, 코크란(Cochrane)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연구 참여자인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그들이 겪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당국은 이 기술을 의료체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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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각 국가는 간호대학 내의 인구통계학적, 지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학생 구성 다양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학생 구성을 다양하게 하면, 간호직에 

대한 성적 편견을 타파하고, 젊은이들이나 특정 

인종이 간호직을 선택하는 데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간호사를 

제2의 직업이나 후속 직업으로 선택하길 원하는 

이들을 수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환경적인 관점에서 간호 학생 구성의 성비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방과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에 “지방의 

순차적 교육과정”(rural pipeline)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대상을 특정하고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 방법 또한 소수 그룹이나 

취약층에 간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학생과 지역사회 구성 비율을 반영하여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적 책무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도하도록 교육기관의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그러한 방법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148. 간호 교육기관과 관련 당국은 간호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기반을 둔 교과과정을 구성해야 하며, 

적절한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간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교과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간호사는 관련 기술 지식과 임상 처치 과정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다 직종으로 구성된 의료팀에서 일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환자에 대한 

공감과 관심이 있어야 하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간호직을 

수행하는 동안 끊임없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과과정은 간호업무의 범위와 보건의료 체계의 

요구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교과 

강의나 임상 실습 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것은 기존 

교육 방법을 보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산학습”(distributed learning)을 

성공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최소수준의 디지털 

건강문해력을 배워야 하며, 임상 실습 지원과 관리와 

더불어 교과과정에도 원격진료와 건강관리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85). 또한 국가자원과 인프라를 

사용하여 지역별 계층별 정보통신의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286). 

149. 정부와 관계기관은 부문 간 협력관계를 세워 

간호 교육 관련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관계 당국은 관련 

정책을 세워 간호대학 입학요건과 간호사의 최소 

교육요건을 검증할 수 있으며(의료체계에서 간호사의 현 

역할과 앞으로 수행하게 될 역할 범위를 고려하여), 지역 간 

간호 교육과정의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의 

관련 부문 간 협의로 인증과정을 통한 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학비와 정부 보조금과 이익에 중점을 

두기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 

의료 관련 부처의 협력으로 간호직의 중요 요소로 과학과 

기술을 강조하여,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 

로서의 간호를 마케팅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로써 다양한 

중등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간호 분야로 끌어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민영기관의 협력관계로 임상 실습으로 위한 

일차 보건의료 현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의료 직종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함으로써 간호 학생의 

직종 간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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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간호 교육기관은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해야 하며, 관련 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적절한 임상 실습 현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Box 

6.5 간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파키스탄의 노력 참조). 

적절한 임상 실습 현장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 

개발프로그램을 위한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국가 혹은 해외 인력 유치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국내 간호사의 양성과 고용력을 키워야 합니다.  

151. 보건의료 인력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재정자원을 활용하여 간호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재정 지원으로 간호 학생 

구성의 다양화, 교원확보, 간호 교육과정 학생 인원수 

증가, 적절한 임상 실습 현장 확보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 간호 교육과정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원을 하는 데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져야 하고, 투자조건, 방법,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목표에 있어 직접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선 

투자대상을 고르는 데 있어 조사에 기초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인력시장 분석을 통해 

의료체계 필요보다 간호인력이 부족한 분야와 과잉공급 

분야를 파악해야 합니다. 간호인력 공급 부족 현상의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된다면 정부가 개입하여 

학생들이 간호 교육을 선택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장애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정적 지원에 대한 복무의 방식으로 공공 

의료부문에서 정해진 최소기간을 일하게 함으로써, 일차 

보건의료진으로 활동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140). 

 

 

 

 

Box 6. 5 간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파키스탄의 노력 

파키스탄은 보건의료 인력이 1백만 명이 부족할 정도로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의료 인적 자원 

양성계획(Human Resources for Health Vision for 2030)을 세워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의 

전문기술이 뒤섞이는 상황(skill mix)에 대한 체계 확립과 간호인력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는 의료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간호인력 양성이 이 계획의 

핵심이며(287), 또한 2019년 파키스탄에서 지정한 간호사의 해를 맞아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해를 지정하면서 알비(Alvi) 파키스탄 대통령은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간호대학을 세워 매년 2만5000명의 간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287). 

파키스탄 정부는 2년 이내 기존 간호인력을 2배로 증강하여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보건 국무장관 나신 하미드(Dr Nausheen Hamid)는 간호인력 부족을 보편적 의료보장을 

이루는 데 장애로 보고 있으며, 보건의료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능력 있는 간호인력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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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간호 실무(Nursing Practice) 

결과 

152.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간호인력은 

이전의 조사한 결과보다 더 큰 규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약 2천80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69%가 전문직 간호사(professional nurse), 

22%가 준 전문직 간호사(associate professional 

nurses)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추산 

결과가 2016년 WHO 세계 보건의료 인적자원 활용 

전략(the Global Strategy on Human Resources for 

Health)에서 추산한 것보다 더 많은 이유로, 실제 

간호인력 증가와 더불어 높아진 자료접근성과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53.  보건의료 인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의 지리적 불균형은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간호 사의 배치는 국내외, 지역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답 국가 중 53%가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간호사제도는 주로 

의사(medical doctors) 수급률이 낮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제도는 보건의료 인력 

범주가 더 넓은 상황에서 간호인력의 유연성과 

대처능력을 강조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전문기술이 뒤섞이는 상황(skill mix)에서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지방에서 전문간호사가 활동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4. 국가 내에서도 도시와 지방간 간호사 배치에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공정한 의료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의 유지는 근무조건, 

직업적 만족도, 임금수준, 비금전적 인센티브 등 

복잡하고 상호 관련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간호 

사의 양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와 지역에 

맞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제안 

155. 간호사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기른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180). 이 목표는 통합 일차 

보건의료팀의 업무 분담을 최적화하는 돌봄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179). 이를 통해 먼저 필요한 곳에서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하는데 간호사가 최대로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Box 6.6 ‘오만에서의 지역사회 의료접근성 향상 

사례’ 참조) 간호사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제도, 간호사 주도 클리닉의 확대, 간호사의 

처방권 확대가 필요하며 자질에 맞는 훈련과 교육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전문간호사는 지식과 기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전문적인 의료활동 혹은 의료진 

관리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전문간호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클리닉을 운영하는 전문간호사는 멘토링 지원을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협의체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를 위해 적절한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받아야 하고, 

정확한 임상실무가이드라인과 관련 온라인 자료 등을 

포함한 기술적 지원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교육, 의료, 

노동정책을 여기에 맞게 개선하려면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원제도와 이와 

관련된 자원, 리더십과 정책 개선의 의지, 효과적인 

경영관리•감독, 효율적 조직문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기량에 따른 역할 확대는 다른 보건의료직은 

물론이고 공적으로도 정확히 소통되고 공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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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각국은 간호인력 양성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계속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구현을 위해 간호사 채용과 배치과정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16). 

 

 

Box 6. 6 오만(Oman)에서의 지역사회 의료접근성 향상 사례  

오만의 사례를 보면, 간호사와 조산사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일차 보건의료 활동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일차 보건의료 활동의 확대는 66회 지중해 동부지역 위원회(Regional Committee for 

the Eastern Mediterranean) 협의 내용 중 일부로 간호인력 증강 계획의 하나입니다(290).  

오만은 그동안 급격한 인구증가를 겪었으며,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나 동시에 만성질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만 정부는 지역사회 간호인력 증강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291). 보건부의 간호, 

조산부는16주 간호 교육과정을 수도인 무스카트(Muscat)에서 시범운영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는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통합되어 일차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292).  

결국 16주 교육과정은 간호대학의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에 중점을 둔 학위 과정으로 

통합되었다가, 지역사회 간호에 관한 전문과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전문과정의 설립으로 자격을 

갖춘 지역사회 간호사를 계속 양성하여 오만의 증가하는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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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국가는 간호인력의 효과적인 배치와 관리를 위해 

신뢰할만한 자료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고용과 

배치의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은 양질의 일자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정책 입안자 및 관리자는 자격 

취득 후 3개월, 6개월, 1년 안에 채용되는 간호대학 

졸업생 비율, 졸업 후 자격증 취득까지의 평균 기간, 

자격 취득 후 채용까지 걸리는 평균기간 등 구체적인 

측정 항목을 통해 채용과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호대학 졸업생의 취업 

비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보건노동시장의 포화 현상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신 졸업, 자격증취득, 취업간의 

지연시간이 너무 길게 나온다면, 이는 관료주의로 인한 

경직된 행정체계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 

방법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 의료부문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지원자를 수용할 수 없다면, 

선택할 수 있는 채용과정은 채용인원을 공지한 후 

시험을 통해서 지원자를 추려내는 경쟁 채용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경력개발과 진급 또한 근무연한에 

근거한 순차적 방법이 아닌, 기량과 성과에 따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의료직 종사자처럼, 간호사도 

강제적인 근무지배치와 업무배당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간호사의 근무지와 업무배치는 

간호사의 업무 선호도를 고려하여 자발적인 선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개인적 

선택과 의료체계의 공적인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일은, 

특히 지역적 배치의 형평성에 있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근무지와 업무 배치에 있어 갈등이 조성될 때, 

지방 근무와 간호사 유지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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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국가는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가는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간호사 이직 방지 대책으로 리더십 개발, 

멘토링(293,294), 유연한 근무시간, 인센티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간호사 대상 공식화된 프리셉터 과정을 수립하여 

업무능력과 임상적 기량을 높이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전문적인 

사회화 관계를 수립하도록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95). 프리셉터 

교육과정의 결과 직업적 역량을 성장시키고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는 지방과 도시의 지역적 구분 없이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296). 여성리더십 향상과 성 

평등,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는 특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문제들은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Current status of evidence and data on the nursing workforce 82 

6.3.3 간호 관련 규정 

결과 

158. 간호 관련 규제와 규범은 공공 보호와 더불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여 변화하는 의료서비스 요구에 

대처하도록 합니다. 또한 간호직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도 합니다(243,299). 164개국(응답 국가의 

86%)이 간호 교육과정과 임상 실습에 관련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관련 규정의 강도와 효과는 반드시 

국가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73%의 

국가가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답했으나, 

이보다 적은 64%의 국가에서 간호 자격(면허) 관련 

규정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159. 점점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해외 이동 

현상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한 

규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간호인력이 자국의 의료적 필요성에 적합한지, 그리고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일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간호사의 

면허 소지 여부, 현재 자격 상태와 경력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실시간 웹정보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웹정보시스템은 

현재 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제적 

수준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168,300-302). 

정책 제안 

160. 국가는 확실하고,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간호교육과 

임상 실습 과정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관계 당국은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규제기관의 역할과 간호 교육과정과 임상 실습 과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최소한의 규제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결과를 이루는 것입니다(303-306).  

 

 

 

 

 

 

 

또한, 간호 관련 평생교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다양한 직위의 간호사들에게 그들의 역할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수준의 지식을 평가하는 자격(면허)시험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255,307). 다른 방식의 평가 방법도 

고려해야 하나, 자격시험이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데에는 

공통으로 동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61. 간호 교육의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규제체계의 

역량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관계 당국은 자체 

간호 등록체계를 구성하여 의료체계와 그 외 관련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체계를 확립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면허 

갱신제 혹은 자격 갱신제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보수교육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규제기관의 수입이 창출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규제기관의 개별 담당관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개별 

담당관은, 다른 의료 관련 직업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규제직무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개별 담당관은 외국이나 다른 지역의 규제사례나 

규제강화의 예를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Box 6.7 아프리카 의료직 규제 협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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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6. 7 아프리카 의료직 규제 협력 

아프리카 의료직 규제 협력(ARC)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HIV 환자를 위한 간호사 주도 

의료활동(nurse-led models of care and treatment for patients with HIV)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간호사와 조산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ARC 창설에 아프리카 지역 17개국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아프리카 동부, 중부, 남부지역 간호대학 협의회(ECSACON) 대부분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308). ARC는 각국 간호정책수석, 간호협의회장, 대학 등 교육기관장, 간호사와 

조산사등록위원회 등을 소집하여, 국가별로 발생하는 의료직 자격등록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우선 

과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공중 보건 간호단체 연합 (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quads라고 명칭 

합니다) 구성원들은 매년 만나 규제 관련 우선 과제를 논의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HIV 환자 

치료를 포함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HIV 치료 관련 교육 개발 등). Quads는 국내뿐아니라 HIV관련 

지역관계자와도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309). 5년에 걸친 간호사와 조산사 관련 규정 강화기간(2011, 2016) 동안, quads는 

리더십 성장, 조직 역량, 국가 간 간호사와 조산사 조직 간의 협력관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310). ARC가 재정후원단체였던 반면, quad는 ECSACON 회원국 안에서 제도화되어 의료 

관련 우선 과제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간호사∙조산사 리더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3.4 좋은 일자리 

결과 

162. 좋은 일자리 근무환경을 만드는 일은 모든 

보건의료직과 연관이 있으며 필요한 일이지만, 간호직은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대부분은 여성이고, 

간호직은 전통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편견이 

지배하고 있어 간호직 분야는 내재적으로 성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간호직은 또한 오랜 근무시간, 

특정 세팅의 경우 폭력에 노출될 위험, 성희롱과 외국 

출생 간호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여국 94%가 간호사 근무시간과 근무 조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했으며, 그 밖에 

사회보장은 91%, 최소임금에 관한 규정 89% 라고 

보고했으나, 이러한 규정의 실행 강도와 적절성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 방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한 국가는 총 55개국(참여국의 

36%)이며,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지중해 동부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입니다. 

 

 

 

정책 제안 

163. 국가는 좋은 일자리 실행규칙(the Decent Work 

Agenda)을 준수해야 하며, 간호사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데 투자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정 

임금수준, 사회보장, 공정한 근무조건, 합리적인 근무시간, 

직업적 안전보장, 비금전적 인센티브, 능력에 따른 승진 

기회 제공 등입니다. 이러한 근무 조건은 간호사의 

이직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별, 사회적 배경, 

태생 지역과 국가, 인종, 언어에 상관없이 모두에 

적용되어야 하며, 이의 실행을 위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적정 수준의 임금과 근무 조건은 의료직 종사자의 

권리이며, 또한 의료직 종사자들의 파업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Box 6.8 의료 파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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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국가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보건부처, 

간호단체, 비영리 단체 등은 관련 당국 및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난민캠프나 쉼터와 같이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혹은 그들 자신이 

난민인 간호사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며,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세계 모든 

의료직 종사자와 의료기관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될 

것이며, 특히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있는 여성을 보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Box 6. 8 의료 파업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의 파업은 법적으로 보장받으며, 이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합니다(311). 그러나 

의료종사자의 경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자의 치료를 받을 권리와 보편적 의료보장의 

권리와도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종사자의 파업은 또한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311-

314). 그런데도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의 파업은 저소득국가에서부터 고소득국가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313,314). 2009년에서 2018년 사이 23개 저소득 국가에서 일어난 의료 파업을 분석한 

결과 의료직 종사자들의 파업 일이 875일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311). 연구진은 이들 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는 의료 파업 기간이 적게는 며칠에서 몇 달, 그러나 몇 달에서 몇 년을 거쳐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311). 파업의 주요 원인으로는 임금수준과 임금 연체에 대한 불만, 계약조건에 대한 

불만족, 의료 관련 정책과 규정, 근무 조건과 안전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의료 파업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당국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해결 방법을 다각도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311,314,315). 개별 파업의 

원인을 규명하고, 지역별 파업 양상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311,314,315). 분명한 것은 의료 파업의 주요원인을 해결하려면 정치권의 지원으로 의료를 비롯한 

다른 부문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보편적 의료보장의 권리를 성취하고 보호하기 위해, 의료직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도록 투자해야 합니다(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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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 

결과 

165. 전세계적으로 간호인력의 90%가 여성입니다. 

간호영역에서 극심한 성차별은 복잡한 보수 패턴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는 고소득국가들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많은 국가에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21).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적 노력으로 보건의료 인력 내 성 평등을 이루어야 

하며, 성 편견을 비롯한 간호직을 평가 절하하는 편견을 

극복하도록 해야 합니다(121,232). WHO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건의료분야의 관리직은 대부분 남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25%만이 여성에게 할애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21). Nursing Now 캠페인이 주관한 

간호 분야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입장벽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장벽이 단지 여성에게 

“유리천장”(glass ceiling)일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는 

“투명승강기”(glass elevator)로 작용해, 이 

분야에서도 남성의 고위직 진출을 촉진한다고 

보고했습니다(122). 이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하나일 뿐이지, 사실 성별 불평등 현상은 의료체계 모든 

분야에 스며 들어 있으며, 간호인력 관리의 모든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 

166. 국가는 간호사의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몇몇 국가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간호 

분야에 여성 인력이 다른 직종에 비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분석하여 이에 따라 성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임금이 보건의료 인력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금체계 확립을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보건의료 인력 임금체계를 고려하여 

재정계획을 재고해야 합니다. 시장에 작용하는 힘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을 적용할 때 민영 의료부문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체계의 공평성을 평가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간호계의 리더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67. 각국 정부는 간호 분야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 

분야에서 성적 괴롭힘과 차별을 방지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수립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폭력과 언어적, 

물리적 성적 괴롭힘에 대해 불관용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여성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하며(예를 들어 여성 

간호사에 유연한 근무시간 제공 등), 간호인력 분야에서 

여성에게 리더십 개발의 기회가 동등하게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4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제도적 

역량과 행정력 강화 

정책 제안 

168. 80개국 이상의 국가가 간호정책수석이 있어 의료와 

간호 분야 정책 제안과 수립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간호정책수석은 다른 의료 관련 정책담당 

고위직과 협력하여 의료서비스 계획, 방법, 의료직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여해야 합니다. 간호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간호 관련 직업을 창출하고,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우선 과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시장과 재정 유연성 분석능력을 

키우고 인력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76개국 

중 53% 국가가 간호사 리더십 개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프리카와 지중해 

동부지역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어 고른 분포를 보이지 

않습니다.



Current status of evidence and data on the nursing workforce 86 

169. 간호와 보건 관련 정책의 설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 과제를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의료분야 뿐 

아니라 더 넓은 분야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관과 체계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에서 간호정책수석 직위와 

간호사 리더십 개발 교육과정 운영하는 국가에서 간호 

관련 규제가 더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간호정책수석 직위 존재 여부와 

간호사 리더십 개발 교육과정의 운영 여부는 강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아마도 

간호협의회와 같은 단체가 회원들에 대한 배려차원 혹은 

수익 차원에서 간호사 리더십 개발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인 듯 보입니다. 

정책 제안 

170. 간호 분야 리더십은 반드시 국가, 지역, 그리고 

나아가 세계적 차원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반드시 리더십 역량을 기를 기회를 받아야 하고 정책 결정 

포럼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이든 지역 혹은 다른 

조직이나 단체 고위직을 지명하는데 있어 간호사를 다른 

의료직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간호사 

리더십 양성을 위해 특별히 예산을 할당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수상(award)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보편적 

의료보장 성취에 간호사의 기여도를 알리고 젊은 

간호사가 따를 만한 롤모델을 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Box 6.9 태평양 서부지역의 리더십 

펠로우십 참조). 

 

© Janice Mullings-Geo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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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국가 정책 포럼에서 의료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간호사의 관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수준의 

의료 관련 정책 결정에 간호사도 역할을 해야 하고 

의료체계와 공공보건에 관련된 정책 결정에 

간호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간호사는 대규모의 임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임상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한다던가, 임상 실무 

가이드라인 검증 패널에 참여하여 간호 관련 

연구조사와 결과에 근거하여 임상권고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6.5 간호 관련 직업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결과 

172. 본 보고서는 또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분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긍정적으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공급과 고용흡수력이 성장하지 않으면 간호 수급률은 향후 10년 

내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미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국가 및 저중소득국가,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중해 동부지역 국가들은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Box 6. 9 태평양 서부지역의 리더십 펠로우십 

태평양 서부지역 국가들은 현재 비전염성 질환과 전염성 질환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태평양 서부지역 78%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간호사들이 맡고 있습니다(317). 따라서 간호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간호 교육 

수준을 올려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리더십 교육과정이 드물게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직을 위한 리더십 과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320-322), 간혹 있다 하더라도 이 지역 문화적 관점에서 검증된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317, 323, 324).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호주 시드니 기술대학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은 태평양 

남부지역 간호와 조산 관련 정책 수석 협의회(South Pacific Chief Nursing and Midwifery Officers 

Alliance)의 후원으로 간호사 리더십교육과정(Australia Awards)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의료 

인적 자원, 조직문화, 멘토링, 정책실행과 보편적 의료보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에는 14개국 300명 이상의 관계자와 교육과정 참여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318).  

최초 조사 결과 리더십 교육과정에 참여한 85%의 간호사와 조산사가 진급하여 책임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국에서 후속 프로그램 개발, 직업 능력 개발, 보수교육 등의 관련 과정을 

설립하였습니다(319). 다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리더십 과정에 참여했던 이들이 이제는 국제회의에서 

자국을 대표하여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325). 리더십 

과정에 참여했던 9명의 간호와 조산 관련 관리자는 제72회 세계보건회의에 참석했으며, 그 중 6명은 

자국에서 간호정책 수석으로 임명되었고 2명은 보건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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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간호 교육, 기술, 간호관련 일자리 창출, 채용과 배치, 

간호 자격과 인증과정을 담당하는 간호 관련 기관의 

행정력 함양 등과 관련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투자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부문간 정책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건의료 인력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간호 

관련 일자리 창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경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간호관련직 고용을 확대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75%로 압도적인 남성에 비해 

48%만을 차지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며 여성 고용률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326, 327). 

간호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를 하면 건강증진과 성 

평등, 개발의 ‘1석 3조’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21). 

정책 제안 

174. 국가는 간호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분야와의 상호협력을 

조정하고 재정자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금상승률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도 기존의 재정자원을 

이용하여 대부분 국가에서 590만 개의 간호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간호인력 

부족분만을 고려한다면). 정책 입안자는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간호 분야에 효율적 투자책을 모색해야 하며, 

적절한 인센티브와 관리체계를 통해 현재와 미래 

간호인력 양성을 최대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와 중간 소득 국가에서는 

공공자금으로 보건의료 인력 유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재정의 성장률과 보건정책을 

우선으로 한다고 가정하면)(328). 몇몇 고소득국가와 

중간 소득 국가는 보건 인력 공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해외 간호인력 채용에 지나친 의존을 

줄이면서 동시에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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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개발 협력관계자는 간호교육과 보건 인력 고용을 

위한 공식개발지원을 계획하는 데 있어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 인력을 고려하면서 의료 관련 정책을 토대로 

조정해야 합니다. 저소득국가 및 저중소득국가들은 

부족한 재정 유연성으로 인해 새로운 간호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대신 

기부자와 개발협력자의 지원을 조절하여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대함과 동시에 

의료와 사회복지 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Box 6.10 인적 자원 투자 참조) 

국내자원이 중장기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예를 

들어 저소득국가나 분쟁 취약 지역은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한 기금모금제도 같은 방법을 모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176. 국가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보건의료 인력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간호사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관계 당국은 전형적인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수준을 너무 낮게 유지하거나(이로 

인해 노동자의 동기 상실, 이직률 상승, 불법 행위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높게 잡는 경우(임금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임금 지급과 관련된 재정 

문제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성별 임금 격차 현상을 

지속시키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간호사들은 일반적으로 고정임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이중직업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정 질환 치료나 일정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적 우선 과제를 왜곡시키고 지속할 수 

있지도 않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은 전 

의료직종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임금체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임금체계의 차별은, 예를 들어 간호직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간호사를 유인하고, 이직률을 낮춰야 하며 필요에 부응할 

만큼 충분한 수준의 임금을 간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Box 6. 10 인적 자원 투자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로 일차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인프라(병원이나 

의료센터)와 이에 관련한 인적 자원(보건의료 인력,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에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14, 328). 많은 인적 자원 양성 계획이 정부의 재정 투자의 방향을 인적 자원으로 유도하여 

보건의료, 영양, 교육, 기술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은행(The World Bank)은 저소득 국가 특히 아프리카에 중점을 두고 인적 자원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 달러(한화 약 18조 5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63개국이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사회복지계획을 핵심목표로 삼아 모든 프로그램에 이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지출, 사회보장, 교육과 의료분야의 추가로 기술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편적 의료보장의 맥락에서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과 WHO는 

유럽투자은행의 투자금이 선정된 의료교육 분야, 의료기술, 의료부문에 연결하게 하는 재정 기구 

설립을 통하여 인적 자원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OECD와 WHO, ILO는 변형 교육(transformative education), 기술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유엔 

고위급회담(United Nations High-Level Commission on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에서 권고된 사항의 실행을 위한 자원을 모으기 위해 유엔 다중 파트너 신탁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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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간호 연구와 근거 

안건(agenda) 

177. 본 보고서는 회원국과 그 외 관계자의 간호 관련 

정책 개발을 도우려고 간호인력에 관해 전례가 없을 

정도의 풍부한 자료량과 관련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수집 자료, 연구와 관련된 한계점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문제들은 밑에 수록하였으며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78. 간호에 국한되는 양적 그리고 반정량적 연구자료 

본 보고서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점은 수집한 자료에서 

발견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자료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간호인력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보건의료 인력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간에 중요한 간극이 있습니다. 

특히 간호인력 수급력, 간호인력 감소, 임금 격차, 

보건의료 인력시장의 고용흡수력에 관한 자료에서 

상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NHWA는 

각 부문 간 참여를 연결하여 정책 협의와 간호 분야의 

중요영역 성장을 촉진하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결정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179. 일차 보건의료와 보편적 의료보장에 있어 

간호인력의 효과에 대한 근거 

본 보고서는 다양한 의료활동과 공공 의료영역에서 

간호사들의 기여에 대한 자료들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18개의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에서 일차 보건의료 기능 

확장에 있어 간호사 주도의 의료활동이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30). 그러나 18개의 임상시험 중 17개는 

고소득 국가에서 진행되었으며, 오직 1건의 

임상시험만이 중간 소득 국가에서 진행되었고, 

저소득국가의 경우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코크란 리뷰와 캠벨 리뷰에서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나 금연, 정신건강, 성폭력 등 특정 분야 혹은 

프로그램에 제한되었습니다. 이들 리뷰에서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는 오직 하나였으며, 실험연구와 유사 

실험연구, 대조시험(무작위 혹은 비 무작위), 시행 전후 

대조시험, 코호트 연구(전향적 혹은 후향적), 비연속 

시계열(ITS) 연구 방법을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31, 33, 34).  

 

 

 

캠벨 리뷰는 미국과 영국의 의료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외 나라에 대한 자료 접근성이 낮았습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에 대한 리뷰만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진행된 연구를 다루었습니다. 금연에 관련된 

연구는 고소득 국가, 주로 미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신 

건강에 관한 리뷰는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 국가에서 

진행된 연구를 사용했는데, 7개의 임상시험은 

저소득국가에서, 15개는 저소득국가와 중간 소득 국가에서 

진행된 것들입니다(31, 33, 34). 본 보고서의 개요에서도 

또한 자료 간 차이점을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같은 사회적 결정요소와 관련한 간호 

중재(nursing interventions), 복잡한 응급상황에서 간호 

중재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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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다양한 연구설정과 방법 활용. 

앞서 언급했던 리뷰의 결과들은 간호 중재(nursing 

interventions)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반면, 연구설정의 한계로 인해 일반화와 국제적 

적용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실험 연구와 유사 

실험 연구는 대부분 간호사를 다른 의료직과 

비교했습니다. 이 방법은 유용한 통찰력을 줄 수 있으나, 

여전히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직종의 의료진이 팀을 이루어 상호연관된 

의료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을 완전히 파악하고 

분석하기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더욱 다양한 

범위의 연구들, 양적 1차 연구(실험 연구, 비 실험 연구 

포함), 질적 1차 연구, 혼합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각 

항목 분석 방법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의료정책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우선순위 지정을 포함하여(330) 대부분의 

연구가 고소득 국가에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30, 329). 

 

181. 저소득 국가와 중간 소득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호 

중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 국가에서 

간호학을 지원하여 간호사들이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혁신적인 

연구방법을 개발하고, 세계 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주제를 연구하는 데 연구방법들을 적용하며 이미 보건의료 

및 건강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331). 저∙중간 

소득 국가에서 인력의 실무역량을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에 대한 근거 연구는 부족합니다(332). 그러므로 간호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는 양적 성장뿐 아니라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결국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지식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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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간호사의 역할을 최적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지원 체계에 관한 근거 

본 보고서는 간호교육, 간호관련 규정, 간호인력 배치, 

업무와 이직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인력 활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 분야에 대한 투자 수익에 관한 

부분, 그리고 다양한 배경과 정책적 관점에서, 더욱 더 

넓은 영역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중소득국가의 일차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의 

비용 대비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 

일차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역량 발휘, 민영 교육 

부문 규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민 문제 

해결 정책에 대해 더욱 더 강력히 검증하여 정책 개선과 

더욱 현실적인 정책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성 평등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연구가 단기간 횡단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기간에 진행되는 종단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결과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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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본 보고서는 보편적 의료보장과 그 외 국가적, 

세계적 의료과제를 수행하는 의료통합팀의 일원으로서 

간호사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간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대략 2천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장 큰 

규모의 보건의료직 그룹이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개발단계를 거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일차 보건의료를 

포함한 보건의료 체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184.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와 관련 연구의 

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방대합니다. 총 191개국이 제공한 

관련 자료를 기본으로 한 본 보고서는 2018년 보건의료 

인력 관련 자료보다 53%가 더 증가하였으며 가장 높은 

양을 축적하였습니다. 최초로 80%가 넘는 참여국이 

WHO에 15개 간호 관련 지표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이 자료들은 각국의 인력 관련 정책을 총망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간호사 

부족분은 590만 명에 달했으며, 주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중해 동부지역 국가들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보건의료 

인적자원 활용 전략이 밝혔던 기준 수치와 비교해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185. 간호인력 증가 현상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는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2016년 세계 

보건의료 인적자원 활용 전략에 의하면, 이러한 발전 

속도를 가속하려면 저소득 국가와 저중소득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지중해 동부지역 국가의 간호인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간호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주와 

유럽지역의 국가들은 간호인력 고령화에 따른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지중해 동부 몇몇 

고소득 국가들이 해외 간호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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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각국 정부는 국내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간호교육, 건강, 일자리, 성 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리더십, 간호사 권익 보호,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교육, 좋은 일자리, 공정한 배치, 업무능력 향상, 관련 

규제, 이직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수행함으로써 간호 분야 투자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 간호 분야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성 평등, 젊은이들의 성장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187.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 권고하는 정책 제안들, 각 정책 

세부사항과 투자 결정의 방향 설정을 위해 각 정부 부문 간 

협력과 조정, 그리고 중요한 관련 기구와의 협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의 자료와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여 

관련 기구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국가 간 정책 수립의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논의 과정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적재적소의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이끌어 내도록 조절하여야 합니다. 

© WHO/Yoshi Shimi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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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1. 간호사는 어떤 직업입니까? 

 

간호사는 전문병원부터 지역사회까지 망라하는 모든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호직을 

직분에 따라 구분하는 여러 명칭이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과정도 다릅니다. 간호직을 보통 직무에 따라 6분류로 나눕니다: 

공인 간호사(RN), 간호사(nurse), 실무간호사(LPN), 전문간호사(APRN),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 

간호조무사(nursing assistant). 그러나 한 국가의 간호사 역할은, 같은 직업명을 가졌더라도 다른 국가의 간호사 역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수준에서 분류/분석 방법으로 간호사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본 보고서는 200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안한 국제표준 직업군 분류(ISCO-08)에 따라 정의된 간호인력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 국가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WHO 회원국은 이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NHWA는 ISCO-08분류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을 범주화했습니다. 각국 정부에게 간호인력을 2개의 주요 ISCO-

08 코드에 따라 분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전문직 간호사(professional nurse: ISCO 코드 2221)와 준 전문직 

간호사(nursing associate professional: ISCO 코드 3221). 주의할 점은, 본 보고서는 간호인력을 ISCO-08 코드에 따라 

분류하였으나, “간호”(nursing care)에 대한 개념은 다 직종으로 구성된 의료 체계 안에 간호인력을 투입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뜻하는 용어이므로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간호인력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SCO분류를 도입한 국가는 “간호조무사”(nurse aids)를 보다 넓은 범위의 지원직으로 보아 의료 관련 

보조인으로 분류합니다.12 

 

ISCO 지침은 간호인력의 범주와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Box A 1.1). 요약하면, 

전문직 간호사는 환자 간호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책임지며, 독립적으로 의료활동을 하거나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팀을 이루어 일합니다. 준 전문직 간호사는 기본 간호업무와 개별 환자의 케어를 맡으며, 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지시하에 일하며, 의료진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전문직 간호사와 준 전문직 간호사 간 업무의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준 전문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구분 또한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 국가가 판단을 내려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는 직업군을 전문직 간호사로 분류할지 또는 준 전문직 간호사로 분류할지 아니면 간호사가 아니라고 결정할 

때 역할과 책임과 간호교육 기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전문직 간호사는 최소 3년 이상 

지속되는 간호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사용할 범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NHWA는 “간호사: 더 

이상 정의되지 않음” 옵션을 포함하였고, 몇몇 국가는 그들의 간호인력 일부 혹은 모두를 이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범주는 전문직 간호사 또는 준 전문직 간호사 중 하나에 포함되지만, 보조인력 직업군에 포함되는 간호조무사는 

제외하였고 본 보고서에서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12 ILO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https://www.ilo.org/public/english/bureau/stat/isco/. 

http://www.ilo.org/public/english/bureau/stat/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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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A1. 1 ISCO 분류에 따른 간호사 정의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준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환자를 위한 간호를 계획, 수행, 평가합니다. 

 

· 타 보건의료 전문직과 협의하여 환자 케어를 

조정합니다. 

 

· 타 보건의료 전문직과 협의하여 환자의 

치료에 대한 간호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 약물 중재와 치료나 간호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등 환자의 간호와 치료를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 상처 소독과 드레싱을 합니다. 

 

· 환자의 통증과 불편함을 사정하여 진통제 

투약을 포함한 통증 경감 중재를 수행합니다. 

 

· 건강교육 프로그램, 건강증진 및 간호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합니다. 

 

· 환자와 환자 가족의 질문에 응답하며 

질병예방, 치료와 간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타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이를 조정합니다. 

 

· 간호 실무와 절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 보건의료 전문직이 수립한 간호계획에 따라 

간호, 개인위생 간호, 치료, 건강관련 조언을 

제공합니다. 

 

· 약물 중재와 기타 중재, 환자 상태와 치료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환자와 가족을 보건의료 전문직에게 

의뢰합니다. 

 

· 상처 소독과 드레싱을 합니다. 

 

· 환자 진료기록 시스템에서 환자 상태와 환자가 

받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 개별 환자의 치료계획 수립과 관리를 

보조합니다. 

 

·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응급처치 활동을 

보조합니다. 

 

Note: 전문직 간호사와 준 전문직 간호사의 구분은 위에 명시된 특정 역할과 연관된 간호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야 합니다.  

간호사의 자격과 특정 국가에서 자격이 더 우세한가의 여부는 구분을 내리는 데 있어 주요 요소가 아닙니다. 간호교육 방식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기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ISCO-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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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2. 조사 방법 
 

2020년 세계 간호 현황 보고서에 사용된 지표 

WHO 회원국에 2019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간호인력 관련 36개의 지표(NHWA의 30개 지표와 6개의 특정 지표 

자료)에 대한 가장 최신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Table A2.1 참조). 30개의 지표는 NHWA 안내서에 소개되어 

있으며13, 구체적인 정의와 메타데이터가 각 지표마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료수집과정 

NHWA는 보건의료 인력 자원에 대한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질적 수준을 향상하도록 개발된 정보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각국에 다양한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자료 제공전에 이에 대한 내부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많은 국가가 내부 검증과정을 거친 후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준비과정은 표준화된 자료의 모니터링과 보고체계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진시켰습니다. 각국에 NHWA에 제시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선정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는 NHWA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력하거나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유럽지역의 자료수집을 위한 질문지(Europe data collection questionnaire)에 관한 주제로 모인 OECD, 

유로스탓(Eurostat), WHO의 지역관계자 협의회에서 나온 OECD 국가와 관련된 자료항목은 미리 채워서 국제기관에 

이중으로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협의회에 자료의 검증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각 

국가의 인구 규모와 연도는 UN 경제사회부에서 발간하는 세계 인구 전망 2019년 개정판(World population prospects 

of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을 근거로 하였습니다14. 몇몇 국가의 자료를 

완성하기 위해서 행정 및 정책환경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에 관한 자료는 시그마학회와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국 

데이터베이스(NCBSN databases)15에서 추가로 수집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간호교육과 임상실습관련 제도와 과정, 

기간에 대한 존재 여부를 알기 위해 이분형(예 혹은 아니오)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료수집을 원활히 하고자 WHO는 6개 지역별로 NHWA 워크샵을 개최하여 여러 언어로 구성된 양식과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80개국에서 250여명의 대표자가 이 워크샵에 참석하여 NHWA 활용능력을 높였습니다.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2019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데이터 정제과정(data cleaning)과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9년 12월 17일 기준으로 NHWA 온라인 플랫폼에 수록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NHWA 

중요사항으로 간호관련 책임자와 그 외 다른 관련기관이 참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WHO 국가별 지역 사무소는 

자료수집, 자료의 관련성 검증과 보고과정을 포함하여, NHWA 실행과 자료입력과정을 지원했습니다. 

 

데이터 보고 

WHO회원국 194개 참여국 중 193개국은 NHWA를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WHO 지역 사무소를 통해 보고하거나, 

지역사무소와 다른 국제기관 (예를 들어 OECD, 유로스탓(Eurostat), WHO 유럽지역 사무소)을 통해 비금전적 보건의료 

통계에 대해 공동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였습니다. Figure A2.1은 80%의 국가가 적어도 36개 지표중 15개이상에 

응답하였으며, 23%의 참여국이 적어도 25개 지표 자료를 제공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임금수준, 간호교육 비용, 그 외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관련된 지표에서는 각 국가에서 제공한 자료간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기관, 임상실습, 임금, 그 외 역량 지표 차이에 관해 NHWA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지표에 한해 대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간호협의회, 시그마학회는 국제 간호교육 상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어, 

50여 개국의 관련 자료 예를 들어 신규 간호사의 임금수준, 교육과정 기간과 같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호 실무와 

간호교육에 관련한 정책과 규제 관련 지표에 관해,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국 협의회(NCSBN)에서 발행한 세계간호면허관련 

규정지도 (Regulatory Atlas)를 사용하여 면허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 관련 규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13 National Health Workforce Accounts: implementation guid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14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and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online edition, revision 1.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Nations; 2019. 

15 Sigma data extracted from: https://www.sigmanursing.org/advance-elevate/research/research-resources. NCSBN data extracted 

from: https:// www.ncsbn.org/national-nursing-database.htm. 

http://www.sigmanursing.org/advance-elevate/research/research-resources
http://www.ncsbn.org/national-nursing-databas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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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2.1 List of 36 indicators used for the State of the world’s nursing 2020 report 

 

Thirty indicators were derived from the NHWA handbook and six were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present report. 

Indicator name (NHWA abbreviated) NHWA number 

Response rate as of 

17 December 2019 

NURSE WORKFORCE STOCK 

AND DISTRIBUTION 
Nurse density by type/level of nurse 1-01 98% 

Nurse density at subnational level 1-02 31% 

Nurse distribution by age group 1-03 55% 

Female nurse workforce 1-04 68% 

Nurse distribution by facility ownership 1-05 47% 

Nurse distribution by facility type 1-06 34% 

Share of foreign-born nurses 1-07 35% 

Share of foreign-trained nurses 1-08 46% 

EDUCATION AND TRAINING Master list of accredited education institutions 2-01 88% 

Du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2-02 56% 

Number of applications for education and training 2-03 12% 

Ratio of nursing students to qualified educators 2-05 10% 

EDUCATION AND TRAINING 

REGULATION AND ACCREDITATION 
Standards for duration and content of education 3-01 87% 

Accreditation mechanisms for education institutions 3-02 84% 

Standards for interprofessional education 3-06 80%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3-08 82% 

EDUCATION FINANCES Expenditure per graduate on nursing education 4-05 7% 

HEALTH LABOUR MARKET FLOWS Graduates starting practice within one year 5-01 14% 

Replenishment rate from domestic efforts 5-02 45% 

Entry rate of foreign nurses 5-03 11% 

Voluntary exit rate from health labour market 5-04 9% 

Unemployment rate 5-06 8% 

EMPLOYMENT CHARACTERISTICS, 

WORKING CONDITIONS 
Health workers with a part-time contract 6-02 6% 

Regulation on working hours and conditions 6-03 86% 

Regulation on minimum wage 6-04 86% 

Regulation on social protection 6-05 86% 

Measures to prevent attacks on health workers 6-09 80% 

NURSING WORKFORCE SPENDING 

AND REMUNERATION 
Entry-level wages and salaries 7-05 42% 

Gender wage gap 7-07 3% 

SKILL MIX COMPOSITION 

FOR MODELS OF CARE 

 

Existence of advanced nursing roles 
 

8-06 
 

79% 

ADDITIONAL STATE OF THE WORLD’S 
NURSING 2020 SPECIFIC INDICATORS 

National chief nurse (or equivalent) role – 84% 

National leadership development opportunities – 76% 

National association for pre-licensure students – 76% 

Authority that regulates nursing – 98% 

Standards for faculty qualifications – 68% 

Fitness for practice or licensure examination – 92% 

 

Note: For further information on NHWA indicators, detailed information with metadata is available in the NHWA 
handbook: https://www.who.int/hrh/documents/brief_nhwa_handbook/en/. 

Metadata for the additional six non-NHWA indicators are available on request to SOWN2020@who.int. 

http://www.who.int/hrh/documents/brief_nhwa_handbook/en/
mailto:SOWN2020@wh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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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개국 중 83%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간호인력 수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 외 국가가 제공한 간호인력 수에 

대한 자료는 더 오래된 것입니다(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그런 경우, 2018년 수치는 가장 최근의 수급률에 2018년 인구 수를 

적용하여 추정했습니다. 간호인력 수치를 제공하지 않은 4개국의 간호인력 추정치는 그 지역 간호사 수급률에 2018년 인구 

수를 적용하여 계산했습니다. 많은 국가, 주로 서부 및 중앙 아프리카와 중앙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몇몇 지표자료를 제공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들 지역의 보건의료정보체계를 운영하는 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중요한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수집한 모든 자료가 본 보고서에 수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통계자료가 있는 지표만 분석하고 

제시되었습니다. 추가 자료는 NHWA를 통해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간호교육관련 규정과 간호사 근무조건에 대한 점수표(5.4항과 5.6항) 

대부분의 분석은 서술적이며 주로 비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구성점수는 간호교육 관련 규정과 간호사 근무조건에 관한 

지표를 요약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비율 산출과 점수표 계산을 위해 각각의 지표에 ‘예’라고 응답한 국가는 1점을, 

‘부분적’이라고 응답한 국가는 0.5점, ‘아니오’는 0점으로 처리하여 합산하였습니다. 가능한 최대점수는 9점, 최소점수는 0점이 

됩니다.  누락한 지표에 대해서는 ‘아니오’로 간주하여 0점 처리하였습니다. 

 

 

Figure A2. 1 Number of indicators reported globally for the State of the world’s nursing 2020 report

 

Note: includes 30 NHWA indicators and six capacity questions. 

Source: NHW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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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항과 5.6항의 교육관련 규정과 근무조건에 관한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간호교육관련 규정에 관한 지표와 간호실무에 관한 규정에 관한 지표는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가지 

지표에 ‘예’라고 대답했다면, 다른 지표에 대해서도 ‘예’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보다 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대응분석을 사용하여 단일 2차원 그래프에 있는 많은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단순화시켰습니다(Figure A2.2). 분석을 

통하여 2차원을 구성했습니다(X축과 Y축). ‘1차원’ 즉 X축의 오른쪽에 가까운 인자(factors)는 간호교육 관련 규정의 

부재쪽이며, 왼편으로 갈수록 규정의 존재쪽에 가까워집니다. 1차원은 변수 간(지표 간) 79.7%의 변동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수들이 2차원 즉 Y축의 위로 향할수록 인증제도의 부재를 나타내고 반대로 Y축의 아래쪽으로 향할수록 간호교육 

관련 규정의 부재를 나타냅니다. 2차원은 변수 간 2.1%의 변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지표들이 서로 매우 

밀접해있는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지역, 지중해 동부지역, 태평양 서부지역이 그래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간호교육 관련 규정 마련이 미비한 상태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중대응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근무조건과 관련된 지표들은 매우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Figure A2.3). 의료진 폭행 방지 

규정과 전문간호사제도는 매우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아마도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자율권을 부여함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환자를 케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지역은 다른 지역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의료진 폭행 방지 규정과 전문간호사제도 모두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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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인력 예상치 

2030년까지 간호사의 예상치를 산출하기 위해, 다음의 세가지 시나리오를 개발했습니다. 

 

• 시나리오 1: 고령화(간호인력의 고령화 단일 조건에 대한 영향력). 국가별 연령분포와 35세이하 연령그룹을 이용하여 

추정치를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이 35세이하 연령층을 간호인력 1/10을 보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려했습니다. 즉 35세 이하 

연령층은 55세이상 간호사 그룹에서 은퇴하는 인력의 1/10 수준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간호대학 졸업생 통계와 

35세미만의 더 젊은 연령그룹의 비율을 미래의 상수(constant)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Figure A2. 2 Correlation of education indicators with a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Type of analysis: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of variables on regulation of nursing education system; regions are displayed as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summarized in the present graph: M2-01: master list of accredited education institutions; M3-01: standards for duration and content of 

education; M3-02: accreditation mechanisms for education institutions; M3-06: standards for interprofessional education; M3-08: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NN2: fitness for practice examination; NN3: standards for faculty qualifications. 

AFR = African Region; AMR = Region of the Americas; SEAR = South-East Asia Region; EUR = European Region; EMR =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WPR = Western Pacific Region. 

Source: NHWA 2019. Latest available data reported by countries between 2013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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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2: 인력의 보충. 시나리오 1과 유사한 고령화율을 이용하였으나, 5.5항에서 언급한 지역별 최근 간호대학 졸업생 

비율을 사용하여, 보정계수 0.6을 적용하였으며, 신규졸업생의 60%가 의료 부문에 고용된다는 전제하에 추정치를 

산출했습니다. 이는 OECD국가에서 졸업생의 비율과 보건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실제 비율을 참고한 수치입니다. 

 

• 시나리오3: 인력보충의 가속화. 시나리오2와 유사하나 간호대학 졸업생 비율의 증가와 보건의료 인력시장의 고용 흡수력 

증가를 고려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졸업생이 더욱 늘어나 2018년부터 2030년까지 각 국가의 졸업생 배출 능력이 50%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매년 졸업생 증가율 3.44%과 동일한 수치). 이 시나리오는 또한 보건의료 인력시장의 

고용흡수력을 60%로 잡고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 유엔 인구전망 (United Nations population prospect estimates for 2030)에서 

산출한 인구규모을 사용하여 2030년까지 간호사 수급률을 산출했습니다. 

 

시나리오 3을 평가하기 위해 졸업생 증가 변동률을 가설에 사용하였습니다: 25%, 50%, 100% 증가(생산량 배가) (Figure 

A2.4). 졸업생 증가율을 다르게 선택해도 2030년까지 추정되는 변화량에는 크게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즉 25%의 경우 

3천800만 명, 50%의 경우 3천970만 명, 100%의 경우 4천280만 명의 인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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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해석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 

위에서 산출한 수치를 분석할 때 계산방식에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자료접근성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가 시나리오1에서 사용되었던 간호사의 연령분포와 시나리오2에서 사용되었던 졸업생 

비율을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 1과 2의 추정치가 일관됨을 보여주므로 신규 졸업생이 보건의료 

인력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일관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2. 55세 이상 연령의 인력 감소율에 대해서 여러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은퇴 

연령이 최대 65세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간호대학 졸업생 증가율에 0.6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OECD 국가의 실제 고용된 간호인력에 대한 졸업생의 비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증가율 변동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정한 3가지의 시나리오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민감성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결과 수치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3. 우리가 추정한 수치 결과는 최근 경향을 반영하고 미래의 간호인력 증가 양상을 예상하는데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수집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본 보고서의 예상안이 

정부차원에서, 보다 넓은 범위의 보건의료 인력을 고려하고 보건의료 인력시장 전반에 관한 또 다른 지표를 근거로, 재정 

유연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제적 통계수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계획안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Figure A2. 3 Correlation of working condition indicators with a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Type of analysis: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of variables on regulation of working conditions; regions are displayed as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 summarized in the present graph: M6-03: existence of regulation on working hours and conditions; M6-04: regulation on minimum wage; M6-09: existence of 

measures to prevent attacks; M8-06: existence of advanced nursing role; NN1: existence of nursing council. 

AFR = African Region; AMR = Region of the Americas; SEAR = South-East Asia Region; EUR = European Region; EMR =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WPR = Western Pacific 
Region. 

Source: NHWA 2019. Latest available data reported by countries between 2013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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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부족 예상량 

본 보고서의 간호인력 부족 예상량은 세계 보건의료 인적자원 활용 전략에 제시된 방법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료접근성의 향상으로 인해 과거 자료를 사용했던 세계 보건의료 인적자원 활용 전략에서 추정한 

수치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보건의료 인적자원 활용 전략은 102개국의 이용가능한 자료(2009년부터 2013년까지)를 근거로 추정하였으며,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국가에 관해서는 더 오래된 자료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집한 최신 자료에 의하면, 

174개국이 2013년 혹은 그 5년 이전 자료를 (2013년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130개국을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3년 간호사 수를 2천320만 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018년 간호인력 예상수치는 191개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최신 자료(자료의 89%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의 산출 결과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인력 부족분을 추정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간호인력 수급률을 세계 보건의료 인적자원 활용 전략에서 

사용했던 기준치와 비교했습니다. 활용 전략에서 사용되었던 기준치인 인구 1천 명 당 4.45명의 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간호인력을 위한 기준치로 변환시켰습니다. 

Figure A2. 4 Evolution of global nursing stock (millions) under a “business as usual” scenario and 

three “increased production of graduate nurses” scenarios, 2018 to 2030 

 

 

Note: “Nursing stock” includes nursing professionals and nursing associate professionals. 

Correction factors used, region specific: ageing factor (one tenth of age group aged 55 years and above in 2018 retiring per year), 

the graduation rate from section 5.5 analysis corrected by 0.6 (OECD practising to licensed ratio) to account for activities outside 

nursing practice. 

Nursing stock 
graduation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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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세계 보건의료 인적자원 활용 전략에서 사용했던 간호사와 조산사 인력을 이 기준치에 적용했습니다. 즉 2013년 

기준으로 인구 1만 명 당 20.7명의 간호사와 조산사, 인구 1만 명 당 9.8명의 의사를 기준치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치는 인구 1천 명 당 간호사와 조산사 3.02명으로 교정했습니다(4.45 x (20.7/(9.8+20.7))). 

 

• 그리고 간호사만을 고려한 기준치를 계산하기 위해, 간호사와 조산사를 합친 수치(가장 최근 해 90.7%)에 이 기준치를 

적용하여 새로운 기준치 인구 1천 명 당 간호사 2.74명을 산출했습니다. 

 

• 보건의료 인력 수급률을 인구 1만 명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인구 1만 명 당 간호사 27.4명으로 환산하여 새로운 기준치로 

변환시켰습니다. 

 

• 다음에 이 새로운 기준치는 2018년 간호사 수급률과 비교하였으며, 위의 세 가지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2030년 간호사 

수급 비율을 추정하게 된 것입니다. 

 

2030년까지 추정된 간호인력 부족 예상량은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예측 시나리오에 의해 추정되었으며, 각 시나리오는 

저소득 국가 및 저중소득 국가에서 여전히 부족량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Table A2.2). 

 

간호교육 학비 

간호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저소득 국가 및 저중소득 국가의 간호교육 학비를 파악하였습니다. 간호교육 학비는 마다가스카르 

5,180달러(한화 약 650만원)부터, 세계은행 ECSA가 분석한 5,589달러(한화 약 690만원), 모잠비크 5,656달러(한화 약 

700만원), 가나 19,794달러(한화 약 2,400만원)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학비가 낮은 경우를 가정하여 비용 계산을 하면 1인당 

5,000달러(한화 약 600만원), 중간인 경우 1인당 1만 달러(한화 약1,200만원), 가장 높은 경우 1인당 2만 달러(한화 약 

2,400만원)에 이릅니다. 간호교육 학비는 아프리카 지역 자료로 산출되었으며 고소득국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소득국가의 경우 출판된 연구조사에 의하면 아프리카 지역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able A2. 2 Estimates of shortage of nursing personnel (millions) in countries below the Global Strategy 
threshold by income level: 2018 and 2030 (three scenarios) 

INCOME GROUP 

2018 2030 

Ageing and stable 

young age group 

Ageing and graduation 

as of recent years 

Ageing and graduation 

increasing by 50% by 

2030 

Low-income 1.34 1.80 1.54 1.26 

Lower middle-income 3.91 3.44 2.81 1.54 

Upper middle-income 0.67 0.45 0.25 0.12 

High-income (used as reference, all with 

density above threshold) 
– – – – 

Global 5.91 5.69 4.60 2.92 

Note: “Nursing personnel” includes nursing professionals and nursing associate professionals. Income grouping is from the World Bank classification as o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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