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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work difficulties of newly graduated health care providers. We
investigated the first job turnover rates of new healthcare professionals according to majors and examined the predicting
factors related to the employee turnover. Using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10 (2010GOMS) database, the
first workplace turnover rate was analyzed. Including 215 newly graduated, we conducted a survival analysis for majoring
in pharmacy, nursing, medicine, dentistry, and Korean medicine. Also, applying Kaplan-Meier analysis and the log-rank
test, investigated the entire first turnover rate and compared it among the five majors. To select the predictors influencing
the job turnover, we utilized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During 43 months of investigation period, 45.1% of
newly graduated health care providers were in their first workplace. The proportion of working in their first workplace in
first, second, and third years was 71.6, 62.3, and 51.5%, respectively. Log-Rank test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ach majoring graduates survival curves (p<0.001). Among the five professionals, the turnover rate of pharmacists
was the highest (85.4%). Moreover, earlier than other professionals, half of the new pharmacist leaves their first workplace
at 20 months. Multivariate Cox regression results demonstrated the size of the workplace (HR=2.0, p=0.003) and satisfaction
with job security (HR=0.7, p<0.001) were factors affecting the turnover. (-2LL=1134.6, Δχ2=57.6, p<0.001). We suggest
that long-term workforce management strategies should be implemented to minimize the personal, social and economic
losses due to high turnover rates of new pharmacists.
Keywords survival analysis, health care providers, pharmacist, turnover rate, first job turnover

서 론(Introduction)

와 약사(61.1%)의 이직 의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 직군 또한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감과 업무의 긴급성 및 업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전문적

무와 관련한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큰 것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지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으로 드러났다.3-6)

임상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1) 보

또한 사회초년생들은 업무 적응초기단계에서 ‘역할전환충격

건의료인의 전문성은 졸업 후 각 영역에서의 수련(training)을 통

(role transition shock)’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계열 졸

해 발전하며 성장한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들의 이직률은 대졸

업생들에게도 적용되어 신규 보건의료인들의 높은 이직률로 이

청년층의 평균 이직률인 22.4%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어 질 수 있다.7) 역할전환충격이란 첫 직장에서 업무수행에 대

는 보건의료인에게는 환자 만족을 위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한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전문지식과 기술들이 요구되며, 동

가 요구됨에 따라 직무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

료 및 선임들을 포함한 여러 전문 인력들 간의 관계들이 생기

인다.2) 전국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분석조사에 의하면 노동 강도

게 됨에 따라 두려움, 불안함과 불안정함 등을 경험하는 것을

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병원 내 종사자들 중 간호사(76%)

말한다.8) 또한, 직장 적응 초기단계에서는 실제 직장에 대해 품

#

족과 적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생기는 현상이다. 이러

고 있던 기대와 가치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겪기 쉽고, 기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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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업 불만족감 (job dissatisfaction)’은 사회초년생들로 하여
금 직장의 이직까지도 고려하게끔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났다.9)
실제로 병원조직의 인력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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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가 높은 직업인 간호사는 1년 미만이직률이 34%에 이르

장 사이의 진입과 이동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인력

렀고, 신규간호사의 첫 직장 이직률은 31.2%에 달한다.

수급의 불일치 완화를 도모하고자 수행되었다.16)

4)

보건의료인의 높은 첫 직장 이직률은 개인적, 조직적,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추적관찰이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환자 치료에도 공백이 생기게 하는 등

위해 2010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GOMS 데이터베이스(2010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교적 이른

GOMS)를 사용하였다. 2010GOMS는 단기패널조사로, 1차조사는

이직은 개인의 전문성 개발을 방해하며, 신입보다는 경력직이

2011년 9월에 2009년 8월과 2010년 2월 대학졸업자의 약 4%에

선호되는 최근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기간은 불안정한

해당하는 18,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추적 조사는

고용형태, 실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조직적 차원에서

2년 뒤인 2013년 9월에 실시하였다. 2010GOMS의 추적 완료 대

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간호사의 이직은

상자 수는 15,604명으로 패널 유지율은 86.3%이다.16) 학과단위

5)

다른 간호사의 정신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고 직업 만족도를 낮

를 기준으로 비례배분, 제곱근 비례배분, 2009년대 대졸자 자료

추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직으로 인해 다른 간호사가 신

의 취업률에 대한 상대표본오차를 이용한 배분을 활용하여 학

입 인력을 교육시키는 프리셉터(preceptor)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과별 표본 수를 결정하였다.17) 2010GOMS 1차조사를 통해 졸업

전체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는 등 조직적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

후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그리고 경험한 일자리를 포함한

서울시내 상급종합병원의 이직 간호사 1명당 이직 비

졸업 후 일자리 경로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추적조사를 통해 1

용은 2013년 기준으로 4,576만원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전체

차조사 후 직장이직여부, 현 직장 및 경험한 일자리를 포함한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이직 비용은 1,991억 55만원으로

직장 이동 정보를 수집하였다.18) 이는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무엇보다 보건의료인의 잦은 이직은 환자 치료에

가 삭제된 상태로 공개되므로 연구대상자의 익명성과 기밀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의 이직으로 인

보장되며,14) 연구대상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2차 자료 가공 및

한 인력부족은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높이고, 치료의 질을 낮

분석 연구로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면제허

추며, 투약 오류, 낙상, 부작용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

가를 받았다(SMWU-1903-HR-002).

게 된다.

10)

나타났다.

10)

다.11) 또한 간호사와 환자의 비율 그리고 간호사의 경험은 환
자의 유병률 및 사망률과 연관성이 있고, 간호사의 이직 의향
(turnover intention)이 낮을 때 환자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12)
간호사들의 첫 직장 이직률을 밝힌 연구와 이직영향요인(factors

연구대상자(Study participant) 및 이직영향요인(Factors affecting turnover)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해 2010GOMS 데이터베이스에서 5개의
전공코드(의학, U060101; 치의학, U060102; 한의학, U060103; 간

affecting turnover)으로 결혼여부, 직장의 위치와 크기, 직업만족

호학, U060201; 약학, U060301)를 활용해 보건의료계열 졸업자

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

를 추출하였다(N=320명). 간호학과는 4년제 이상의 간호학과 졸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였다.6,8,13,14) 이에 본 연구는 5개

업생만을 포함하였고, 1차 설문조사 당시 첫 직장에 근무 중인

직종(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신규 보건의료인

졸업자만 최종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모든 분석대상자들은

들 대상으로 졸업 후 첫 직장에서의 이직 상황을 확인하고, 이

2010년 2월 졸업생이었기에 2013년 9월 추적조사까지 최대 43

직률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들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

개월(3년 7개월) 동안 관측이 가능하였다. 추적관찰기간 동안 이

는 요인들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직여부 및 이직자의 첫 직장 근무기간을 월(months) 단위로 산
출하였다.

실험 방법(Experimental Methods)
분석자료(Data Source)

보건의료인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졸업나이, 성별,
결혼여부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직장의 크기 및 위치 그
리고 직업만족도 같은 직장 관련된 요인을 고려하였다. 직장의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조사분석사이트(http://survey.

크기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조사에 기반하여 사업체

keis.or.kr)에 공개된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Graduates

종사자 수에 따라 소집단(1~99명), 중집단(100~499명), 큰집단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자료를 가공해 분석하였다. GOMS

(500명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직장의 위치 또한 선행연구조사

는 2~3년제, 4년제, 교육대학교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명

에 기반하여 서울, 수도권(인천/경기지역), 비수도권(서울 및 수

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1회 조사를 실시하는 횡단면조사연구 데

도권 이외) 종사자로 나누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GOMS 설문

이터이다. 2006년 조사 시작 당시에는 매년 실시하는 패널 조사

은 직업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을 10개 요인으로 구성해 조사하

로 설계되었으나 2010년 졸업자까지 추적조사가 실시되었고,

고 있다. 세부적으로, 임금 또는 소득, 고용의 안정성, 근무환경

2012년 이후로는 횡단면조사만 실시되고 있다. 조사 내용은 대

(시설, 안전, 위상상태 등), 일하는 시간(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졸자의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개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인간관계, 복리후생제도(사회보험 및 부가

인신상정보 및 가계 배경 등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영향을

급부), 인사체계(승진제도),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그리고

줄 수 있는 항목들이다.15)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교육 및 노동시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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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설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업만족도 모든 세부정보를 분
석에 포함하였다. 각 세부문항은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

신규 보건의료인의 이직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이, 전공, 직장의 크기 그리고 고용

족(5점) 사이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

의 안정성(Job Security)이 보건의료인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업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2). 나이(HR=1.089, p=0.037)가 많
을수록 첫 직장 이직 위험이 높았다. 또한, 직원 수 100명 이하

생존 분석(Survival Analysis) 및 Cox 회귀모형분석(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의 작은 직장(HR=2.139, p=0.003)에 종사하는 경우, 큰 규모 종
사자보다 첫 직장 이직 위험이 높았다. 한편, 약사에 비해 의사

첫째, 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달)에 따른 전체 보

(HR=0.348, p=0.001)와 한의사(HR=0.464 p=0.036)는 이직의 위

건의료인의 첫 직장 생존 곡선과 이직률을 측정하였다. 둘째,

험도가 적었으며, 고용의 안정성(HR=0.718 p=0.002) 부분에서의

Log-Rank Test 결과로 얻어지는 누적생존함수와 누적위험함수로

만족도 또한 첫 직장의 이직을 낮추는 요인이었다.

가지고 5개 전공(약사,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따른

다변량 Cox 회귀분석(Multivariate Cox proportional hazards

생존율 차이 여부를 확인 및 비교하였다. 셋째, Cox 회귀모형분

regression)으로 보건의료인들의 전공, 직장의 크기 그리고 고용

석(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을 수행해 이직영향요인

의 안정성이 최종적인 이직영향요인임을 알아내었다(-2LL=1134.61,

을 파악하고, 이를 위험비(HR; Hazard ratio)와 95% 신뢰구간(CI;

Δχ2=57.57, p<0.001). 이직 위험률이 가장 큰 약사와 비교했을

Confidence Interval)으로 제시하였다. Cox 회귀모형분석은 단변

때,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0.378배(p=0.001), 0.422배(p=0.011) 이

수(Univariate regression) 및 다변수(Multivariate regression) 회귀

직할 위험이 낮았다. 소규모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이직에 대한

분석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단변수 회귀분석은 이직영향요

가장 큰 위험비율(HR=2.004, p=0.003)을 나타냈다. 즉, 졸업 후

인으로 예측되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분

첫 직장의 규모가 작으면 큰 규모의 직장에 종사하는 졸업생보

석법으로 위험비의 p-value값이 0.05 미만(p<0.05)을 만족하는 요

다 이직할 위험이 약 2배정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

인을 다변수 회귀분석의 변수로 선정하였다. 앞서 선정한 변수

용의 안정성(HR=0.695, p<0.001)에 대한 만족도도 이직위험을

들을 포함하여 다변수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각 독립변수들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첫 직장의 이직영향요인을 검증하였
다. 한편, 각 위험인자의 LML plot (Log Minus Log survival
plot)이 수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Cox 회귀모형의 가정인 비례위
험 가정에 위배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고 찰(Discussion)
본 연구를 통해 신규 보건의료인 첫 직장 고용유지율은 45.1%
로 5개의 직종 중 약사의 이직률(85.4%)이 가장 높았으며, 신규
약사 절반이 첫 직장을 이직하는 시기(20개월)도 가장 이른 것

결 과(Results)
신규 보건의료인의 첫 직장 생존률
3년 7개월(43개월)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신규 보건의료인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신규 보건의료인의 이직률은 2년
차(9.3%), 3년차(10.8%) 보다 첫 1년차(28.4%)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의 크기와 고용의 안정성에서의 만족도가 이직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N=215)의 54.9%가 첫 직장에서 이직하였다(Table 1). 또한, 신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신규 보건의료인 첫 일자리 고용유지율

규 보건의료인들이 1년차, 2년차 그리고 3년차에도 첫 직장에

(45.1%)은 매우 낮으며, 공학(75.8%), 교육(75.8%) 계열과 비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71.6, 62.3, 51.5%였다. 전체 신규 보

했을 때에도 이직이 매우 잦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19) 이는 높

건의료인 215명 중 절반이 첫 직장을 이직한 시기는 37개월로,

은 이직률을 보이는 신입약사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입약

신규 보건의료인들은 약 3년 정도 첫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나

사는 다른 보건의료인과 비교했을 때 첫 직장 이직률(85.4%)이

타났다. 신규 보건의료인들의 근무기간에 따라 첫 직장에서 종

높고, 절반가량이 매우 빠른 시기(20개월)에 첫 이직을 경험하

사하고 있는 비율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첫 직장에서의 이직률은 각 전공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3-1997년에 조사한 미국 약사의 연 평
균 이직률(11%) 및 생존 중앙값(32개월)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

타났다(Log-Rank test p<0.001; Fig. 2). 전체 관측기간(3년 7개월)

나라 약사들의 첫 직장 이직률은 매우 높으며, 이직 시점 또한

동안 첫 직장에서 이직을 하지 않은 비율은 의사(60.9%), 간호

매우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20) 신입약사의 높은 첫 직장 이직률

사(50.5%), 한의사(47.8%), 치과의사(33.3%), 약사(14.6%) 순서로

은 현재의 약국 구조에서 기인할 것이라 예상된다. 한국 약사의

낮았다. 또한 신규 졸업자 절반이 첫 직장을 이직한 시점은 각

수는 인구 10만 명당 65명으로 OECD 평균 80명보다 적지만 약

각 약사(20개월), 치과의사(36개월), 한의사(37개월), 간호사(39개

국의 수는 41.8개로 OECD 평균(25.1개)보다 많다. 즉, 한국의

월) 이었다. 의사는 전체 관측기간 중 절반 이상 첫 직장을 이

경우 OECD 국가에 비해 약사의 수는 적은 반면 약국의 수는

직하지 않았으며, 평균 생존시간은 약 32개월 이었다.

많아 한국 약국의 규모가 영세함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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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ewly graduated health care providers (N=215)

Majoring

Leaver

Stayer

Pharmacist, N (%)

35 (85.4)

6 (14.6)

41 (19.1)

Nurse, N (%)

49 (49.5)

50 (50.5)

99 (46.0)

Doctor, N (%)

18 (39.1)

28 (60.9)

46 (21.4)

Dentist, N (%)

4 (66.7)

2 (33.3)

6 (2.8)

12 (52.2)

11 (47.8)

23 (10.7)

118 (54.9)

97 (45.1)

Korean MD, N (%)
Total, N (%)
Age in 2011, mean (SD)
General characteristics

215 (100)
26.9 (3.00)

Male

Gender, N (%)
Marital status, N (%)

Job-related characteristics
Location, N (%)

77 (35.8)

Female

138 (64.2)

Single

200 (93.0)

Married

Size, N (%)

15 (7.0)

Small

68 (31.6)

Medium

39 (18.1)

Large

108 (50.2)

Seoul

98 (45.6)

Metropolitan

38 (17.7)

The others

79 (36.7)

Pay or Salary, mean (SD)

Job satisfaction

Total

3.16 (0.07)

Employment security, mean (SD)

3.91 (0.06)

Physical work environment, mean (SD)

3.36 (0.06)

Working hours, mean (SD)

2.90 (0.08)

Personal growth, mean (SD)

3.37 (0.07)

Interpersonal relationship, mean (SD)

3.48 (0.07)

Social insurance and fringe benefits, mean (SD)

3.23 (0.07)

Advancement system, mean (SD)

3.07 (0.06)

Social reputation for the job, mean (SD)

3.70 (0.06)

Work content, mean (SD)

3.33 (0.07)

Average, mean (SD)

3.37 (0.08)

Note: Job satisfaction range, 0-5; Leaver, who left their first workplcae; Stayer, who working in first workplace; Small, 1-99 persons; Medium,100499 persons; Large, more than 500.

형 약국에 다수의 약사가 고용되어 근로자로 일하는 반면 한국

p<0.001), 환자의 만족도(0.52, p<0.001)와 관계의 헌신도(relation-

은 1인 경영방식의 영세한 약국이 주를 이루는 구조이기 때문

ship commitment: 0.47, p<0.001)가 높아졌다.23) 지역 약국의 약

이와 같은 구조는 약사로 하여금 직장 간에 큰 차이를

사들이 진정한 일차적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약사

이다.

21)

느끼지 못하게 하며, 이는 고용의 안정성. 즉, 쉽게 옮길 수 있

의 지속적인 성장과 환자와의 관계의 질(quality of relationship)

는 다른 직장이나 대안이 있음을 의미하는 이직의 안정성을 높

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제약회사, 병원 등 큰 규

이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여 약사는 쉽게 이직을 결정할 있는

모의 조직에서 의사결정자의 위치까지 이르기 위해서 잦은 이

환경에 노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의 부정적 영향은 부인할 수 없다.24) 따라서 약국장 또는 조

우리나라 신입약사의 큰 이직률은 전문가로서 발전 가능성 저
해와 환자와 약사 간의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요소이기에 이직

직 관리자들이 신규약사의 높은 이직률 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률 관리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한편, 전체 신규 보건의료인들의 첫 1년 이내 이직률은 28.4%

이나 처방의약품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 약사들의 경력이나 교

로 대졸 이상 집단 첫 직장 1년 이내 이직률(29.0%)과 비슷한

육수준 같은 배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2) 환자가 약사

결과를 나타낸다. 보건의료인들의 첫 직장 이직률이 클 것이라

를 전문가로 인식하면 환자와의 관계의 질이 좋아지며(0.78,

는 예상과는 달리 전체 졸업생 집단과 보건의료계열 졸업생 집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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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leaving proportion of newly graduated healthcare
professionals from their first workplace.

단에서 첫 1년 이내 이직률은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보
건의료인들 사이의 첫 1년 동안 이직률은 2~3년차 보다 월등히

Fig. 2. Comparison of the turnover rate in the first workplace
according to five different majoring graduates.

큰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는 첫 6개월 동안 간호사의 생존누적
곡선이 특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을 보아, 신규간호사들의 빠

의 ‘조직헌신도(organizational commitment)’가 큰 약국에서 일하

른 이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Fig. 2). 병원간호사협회의 조

는 약사보다 유의하게 높아, 작은 체인약국에서의 이직률을 낮

사에 의하면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33.9%로 간호사 전체 이직

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조직헌

률(12.4%)보다 높고, 이는 미국 신규간호사의 1년 이내 이직률

신도’인데 이직률은 조직헌신도를 매개해서 낮아질 수 있으며, 다

(27%)보다 높은 수준이었다.25) 이 같은 신규 간호사들이 첫 1년

른 연구들에서도 조직헌신도를 ‘이직 의도(turnover intention)’를

이내 잦은 이직은 소위 ‘태움 문화’라고도 불리는 선임 간호사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하고 있다.27) 결과적으로, 이

들의 괴롭힘에 기인할 것이라 예상된다. ‘태움’은 간호사의 업

번 연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약사는 조직헌신도가 매우 낮은

무의 미숙함이나 실수로 과도하고 부당하게 비난 받는 것을 의

편임을 명확히 밝힐 수 있었다.

미한다.25) 신규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을 개선하여 개인적, 조직

고용안정성 또한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적, 경제적 그리고 환자가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선임간호사들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위험률이 0.7배 감소하는 결

의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분위기 형성, 신규간호사의 직무 스트

과를 얻었다. 설문에서 ‘고용안정성’은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

레스와 어려움의 이해, 그리고 대인관계기술 증진의 교육 등 부

는 직장이나 직무재설계나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이 없는 직장

정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26)

에 고용되었을 때 안정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28) 2010GOMS

보건의료인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장의 규모와

를 이용해 대학 졸업생 16,18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첫

고용의 안정성이 꼽혔으며, 대규모 직장 종사자와 비교했을 때

일자리에 대한 고용안정성 만족도(β=0.32, p<0.001)는 고용유지

소규모 직장에 근무자의 이직 위험이 약 2배 높았고, 고용의 안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규 보건의료

정성에 대한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위험이 약 0.7배 낮아

인들 대상으로 한 우리의 연구결과(β=0.67, p<0.001)도 마찬가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직장에 근무자의 대부분은 약사

로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18) 보건의료인들의 고용

들이었는데, 연구대상자의 19.1%를 구성하는 약사의 61%는 작

안정성에 대한 직업만족도 평균(3.91) 또한 16,182명의 만족도

은 규모의 직장(예; 약국)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편, 연구대상자

평균(3.45)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19) 즉, 신규 보건의료인의

의 많은 부분(67.4%)을 차지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는 대부분

직업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전공 졸업생들보다 높으며,

큰 규모의 직장(예; 병원)에 종사하고 있었다. 즉, 소규모 직장

타 전공 졸업생보다 고용유지의 긍정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

에 종사하는 약사들의 높은 이직률이 상당부분 이직영향요인에

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환경적인 요인이 더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이직을

좋은 직업을 찾기 쉽다고 느낄수록 오히려 직업만족도 및 조직

더 잘하는 것이라는 이번 연구결과는 영국 약사를 대상으로 한

헌신도가 높아지고, 직업 스트레스는 감소해 이직률에도 긍정적

영국 약사를 대상으로 한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이전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이고 작은 체인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

다. 그러나 약사의 경우, 고용의 안정성 부분에서 가장 높은 만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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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affecting newly graduated health care providers’ turnover intention from their first workplace
Uni-variate
HR

95% CLs
Lower

Upper

Multi-variates
p

aHR

95% CLs
Lower

Upper

p

General characteristics
Age in 2011

1.06

1.00

1.13

0.05

1.09

1.01

1.18

0.03

Female (vs. Male)

0.94

0.65

1.36

0.74

1.21

0.75

1.96

0.44

Single (vs. Married)

1.00

0.49

2.05

1.00

1.80

0.77

4.21

0.18

Nurse

0.47

0.30

0.73

0.00

0.65

0.36

1.17

0.15

Doctor

0.33

0.18

0.58

0.00

0.35

0.18

0.67

0.00

Dentist

0.53

0.19

1.49

0.23

0.54

0.18

1.64

0.28

Korean MD

0.47

0.24

0.91

0.02

0.46

0.23

0.94

0.03

Small

2.27

1.53

3.37

0.00

2.19

1.32

3.62

0.00

Medium

1.07

0.62

1.84

0.82

0.98

0.54

1.76

0.93

Seoul

0.77

0.52

1.13

0.19

0.88

0.56

1.38

0.57

Metropolitan

0.57

0.33

1.00

0.05

0.59

0.32

1.09

0.09

Pay or Salary

0.96

0.65

0.80

1.15

1.06

0.84

1.34

0.61

Employment security

0.69

0.56

0.85

0.00

0.72

0.58

0.89

0.00

Physical work environments

0.80

0.66

0.97

0.02

0.81

0.63

1.04

0.10

Working hours

0.99

0.84

1.16

0.87

0.93

0.75

1.13

0.45

Personal growth

0.85

0.72

1.00

0.05

1.00

0.80

1.25

0.99

Interpersonal relationship

0.90

0.74

1.09

0.27

0.91

0.72

1.15

0.41

Social insurance and fringe benefits

0.92

0.78

1.10

0.36

1.04

0.82

1.33

0.73

Majoring (vs. Pharmacist)

Job-related characteristics
Size (vs. Large)

Location (vs. Non-metropolitan)

Job satisfaction

Advancement system

0.89

0.71

1.11

0.31

1.03

0.77

1.38

0.84

Social reputation for the job

0.95

0.78

1.15

0.57

0.99

0.76

1.28

0.92

Work content

0.99

0.83

1.17

0.88

0.99

0.78

1.25

0.93

Abbreviations: HR, (unadjusted) Hazard Ratio; aHR, adjusted Hazard Ratio; CLs, Confidence Limits.

족감(4.02)을 보이지만 이직률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19) 이를 본

인들을 고려할 수 없었다. 미국 약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의 이직영향요인 결과와 함께 해석해볼 때, 소규모직장 근

연구들에서 조직헌신도, 직장과 가정과의 갈등, 역할 과부하(role

무로 인한 이직 위험도 증가율이 고용 안정성에서 오는 만족감

overload) 등이 이직영향요인으로 밝혀졌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과 감소된 이직 위험도보다 크기에 약사의 이직률이 높은 것으

고려할 수 없었다.29-31) 또한, 이같은 적은 연구대상자 수와 데이

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보건의료계열 졸

터베이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로 보건의료인의 세부
직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이직률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

업생만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가 아니기에 추적 조사를 완료

으며, 각 전공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이직영향요인을 고

한 대상자 15,604명 중 215명(1.4%)이라는 비교적 적은 연구대

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약대생의 경우 자료의 특성상 4년제 약

상자 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 중 타 직종 대비 치

대 졸업생만 연구대상자에 포함하였으며,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과, 한의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로 인해 나이, 성별 그리

따른 6년제 약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 현재 실정을 반영하

고 전공을 보정한 이직영향요인 결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

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직률과 이직영향요인에 관한

다. 둘째, 선행연구 및 설문정보의 부족으로 다양한 이직영향요

결과는 최근 6년제 약대졸업자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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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향후 연구를 위해 6년제 약학대
학 졸업자를 포함한 최근의 졸업생들을 추적관찰하여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해 놓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현재 상황을 반영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적

감사의 말씀(Acknowledgment)
This study is supported by 2016 Bum-Suk Academic Foundation Grant.

관찰이 기간이 긴 자료를 이용하거나, 여러 연차의 데이터를 통
합해 충분한 연구대상자 수를 확보해 결과의 신뢰도 향상, 다양
한 이직영향요인을 고려하는 등 본 연구의 여러 한계점을 보완
한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는 표본
추출 당시 학과 단위로 비례배분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원자료
를 활용하였기에 본 연구대상자들 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열
학과 졸업생에 대한 대표성을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
보다도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국내에서 보건의료인이 졸업 후 고용 현황을 처음으로 검토해
보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들의 인력
추계예측 및 인력관리,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보건의료인
들의 직업안정성에 기여해 개인적, 조직적 시간 및 비용의 낭비
를 줄이고, 환자의 치료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결 론(Conclusion)
본 연구는 보건의료인의 첫 직장 이직률 현황을 파악하고, 전
공에 따라 비교하며, 이직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보
건의료인이 첫 직장에서의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이해
하고자 수행하였다. 보건의료인들의 첫 직장 이직(고용유지율,
45.1%)은 4년제 대졸 취업자(고용유지율, 74.4%19))에 비해 매우
잦은 편으로 밝혀졌다. 특히 약사의 첫 직장 이직률이 가장 높
고(85.4%), 이른 시기(20개월)에 나타났다. 보건의료인들의 이직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직장의 크기와 고용의 안정성으로
, 직장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직 위험이 약 2배 증가하였고, 고용
의 안정성이 커질수록 이직 위험이 0.7배 감소함을 알 수 있었
다. 한국의 영세한 약국 구조와 더불어 약사들의 낮은 조직헌신
도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높은 이직률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낭비들을 최소화 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된
연구대상자 수와 이직영향요인을 가지고 수행하였고, 6년제 약
대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등 여러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위해 6년제 약학대학 졸업자 포함한 최근의 졸업
생들을 추적관찰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대상자 수 확보와 다양한 이직영향요인의
고려 등 한계점을 보완한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건의료인의 졸
업 후 고용 현황을 검토하고, 이직영향요인을 밝힌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들의 인력추계예측 및 수급의 안
정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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