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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인력 현황

□ 보건의료인력 현황 Ⅰ

(’18.12월말 기준, 단위: 명)

면허종류 면허등록자* 활동자수** 활동률

계 1,706,194 702,176 41.2%

의 사 123,106 102,471 83.2%

치과의사 30,910 25,792 83.4%

한의사 24,861 20,759 83.5%

간호사 394,662 195,314 49.5%

간호조무사 729,264 178,287 24.4%

조산사 8,266 75 0.9%

임상병리사 58,665 22,877 39.0%

방사선사 44,654 29,940 67.0%

물리치료사 66,999 38,015 56.7%

작업치료사 16,650 6,807 40.9%

치과기공사 34,953 2,582 7.4%

치과위생사 79,230 36,402 45.9%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4,608 5,018 20.4%

약사 69,366 37,837 54.5%

* 보건복지부 면허발급시스템(사망자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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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력 현황 Ⅱ

(’18.12월말 기준, 단위: 명, 개소)

면허종류 면허등록자*(A) 안경업소 현황**(B) 활동률(B/A)

안경사 43,376 10,234 23.6%
* 보건복지부 면허발급시스템(사망자 제외)
** 전국 시도 취합 자료

(’18.12월말 기준, 단위: 명)

면허종류 면허등록자*(A) 활동자수**(B) 활동률(B/A)

한약사 2,549 - -
* 보건복지부 면허발급시스템(사망자 제외)
** 활동자수 현황 파악 중

(’18.12월말 기준, 단위: 명)

자격종류 자격등록자*(A) 활동자수**(B) 활동률(B/A)

1급 응급구조사 18,258 11,278 61.8

2급 응급구조사 17,843 12,091 67.8
*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8.12월말 기준, 단위: 명)

면허종류 면허등록자*(A) 활동자수**(B) 활동률(B/A)

영양사 153,890 43,516 28%
* 보건복지부 면허발급시스템(사망 및 말소 제외)
** ‘16년~18년 영양사 실태신고(대한영양사협회), 3년주기로 실태신고 함.

(’18.12월말 기준, 단위: 명)

면허종류 면허등록자*(A) 활동자수**(B) 활동률(B/A)

위생사 87,116 - -

* 보건복지부 면허발급시스템(사망자 제외)
** 현행「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사 면허발급(등록) 후 실제 활동을 하기위한 별도 협회등록이나 보수교육
등 절차가 없어 파악 곤란((사)대한위생사협회는 사실상 활동정지 상태로 집계 곤란)

(’18.12월말 기준, 단위: 명)

자격종류 자격등록자*(A) 활동자수**(B) 활동률(B/A)
보건교육사 9,554 2,271 23.8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시스템
** 활동자 수의 경우 별도 관리하고 있지는 않음(다만, 자격등록자 중 경력심사*** 신청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기재)

*** 경력심사: 보건교육사3급자격을취득하고보건교육업무에3년이상종사할경우심사를거쳐2급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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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인력지원법률 주요 내용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제5조, 제6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실태조사(제7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제8조)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등 참여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급관리 등 심의·의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양성 및 자질 향상, 확보(제9조, 제10조, 제11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 및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사업 지원

○ 국가와 지자체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 지원

 보건의료인력등의인권보호, 상담 및 지원, 근무환경 개선(제12조, 제13조, 제14조)

○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향상을 위한 규정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제17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실태조사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등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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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인력지원법률 위임사항 개요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력 
정의(제2조)

보건의료인력 범위(제2조)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제4조)

-

실태조사(제7조) -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제2조)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제5조, 제6조)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제9조)

취업상황 등 신고(제7조) -

보건의료인력의 
확보(제11조)

-
(보건의료인력 확보 등 

사업시행,
우수보건의료기관의 발굴)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제13조)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제8조)

-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제17조)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제9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제20조)

위탁 대상 업무,
기관 등(제1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