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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one of the fastest aging country in the world. As the old population increases, incidence of stroke would rapidly 

increase. We estimated future of the neurologist supply in Korea, and assessed whether the present neurologist supply is 

appropriate to cope with future increase of stroke. We reviewed the resource database of neurologists affiliated to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Age, sex, location of workplace, and work positions were identified. The stroke incidence was 

calculated from age group specific incidence data and projected age group number. Age group specific incidence data was 

adapted from the 2006 report of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Surveillance System for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Disease. Total 1,828 neurologists in practice were identified. Six hundred and fifty-five (30%) worked in training hospitals. 

457 (21%) in other general hospitals, 305 (14%) in private clinics, and 148 (7%) worked in nursing hospitals. Assuming that 

the neurologists are trained 82 people per year as in the present, 2,073 neurologists would be present in 2020, 2,659 in 2030. 

However, stroke incidence would show more rapid increment, and is expected about 170,000 per year in 2020 and 300,000 

per year in 2030. Therefore, there will be a shortage of neurologists needed for stroke care in the future. Because of rapid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current supply of neurologists may not meet the expected need for stroke care. Therefore, 

national health system needs more neurologists to cope with tha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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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국가 중 하

나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8월 말에 14%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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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비율

수련병원 657 30.3%

종합병원 457 21.1%

개인의원 305 14.0%

요양병원 148 6.8%

군복무 125 5.8%

휴직 84 3.9%

휴직: 만 65세 이상 정년은퇴 10 0.5%

휴직: 해외체류 22 1.0%

휴직: 연락두절 4 0.2%

전공의 342 15.8%

기타 17 0.8%

Total 2,171 100.0%

Table 1. Numbers of neurologist and residents

되었다.1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 인구에서 고령 인구로 이동하

는 2020년부터 고령화 추세는 가속화되어,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비중이 2025년에는 약 20.0%, 2030년에는 24.5%를 차지할 것으

로 예측된다.2 그러므로 노인에 호발하는 질환의 발생률 및 유병률

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성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향후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노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뇌혈관질환 및 

퇴행성 신경질환 등을 주로 담당하는 신경과 의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특히, 고령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뇌졸중은 영구적인 장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고령에서 단일

질환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 중 하나이다. 뇌졸중 발생률은 나이

가 들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55세가 넘으면 매 10년마다 발생률이 

2배씩 증가한다.3 미국심장학회 보고에 의하면 35-45세 연령군에

서 뇌졸중 발생률은 매해 10만 명당 30-120명인 것에 비하여, 

65-74세 연령군에서는 670-970명으로 증가한다.4 미래에는 고령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뇌졸중은 유병률이 예전보다 높아

질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는 신경과 

의사가 미래에 부족하여질 것을 예측한 바 있는데,5-7 아직 우리나

라에서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신경과 의사 공급으로 앞으로 늘어

날 뇌졸중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

은 없다.

그래서 저자들은 현재 신경과 의사의 공급 상황이 지속될 때 향

후 신경과 의사의 공급 상태가 어떠할 지를 추정하고, 신경과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질환인 뇌졸중의 발생률을 조사하여 향후 신경과 

의사 공급이 충분할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향

후 신경과 의사 공급 정책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

였다.

방 법

1. 현재 신경과 전문의 및 전공의 현황과 향후 전문의 수 

예상

2017년 5월에 실시한 대한신경과학회 회원실태조사 자료를 분

석하였다(Table 1). 회원실태조사는 대한신경과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를 자발적으로 갱신하도록 요청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전화연락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현재 실태가 파악된 신경과 의사 

회원을 현재 근무지 및 전문의 취득 여부에 따라 비임상 전문의, 

임상 전문의 그리고 전공의로 구분하였다. 임상 진료 이외의 업무

에 종사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는 비임상 전문의로 구분하였고, 

현재 임상 진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상 전문의의 경우 근무 

기관에 따라 전공의 수련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병원, 전공

의 수련 및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개인의원, 

군복무 혹은 공보의 근무, 기타, 휴직으로 분류하였다.

2. 향후 신경과 전문의의 수 예상

현재 신경과 전문의 및 전공의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신경과 

전문의 수를 예측하였다. 신경과 전문의의 공급은 현재 인력공급, 

장래인력 증가, 장래인력 손실의 세 가지 공급 요소를 고려하여 추

산하였다.8 현재 인력공급은 현재 진료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신경

과 전문의의 수를 바탕으로 산정하였다. 외국에서 신경과 전문의

를 취득한 의사가 국내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생각

하여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국가정책에 의하여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없거나 매우 적어서, 향후 예측에 반영하

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내 총 70개의 신경과 수련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가 배출되는 수만 산정하였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미래 특정 시점에 

활동하는 신경과 전문의의 수를 예측하였는데, 우선 2018년 현재 

신경과 전공의 전체 정원 82명을 1년에 유입되는 장래인력 유입량

으로 산정하였다(시나리오 1). 두 번째로는, 2019년 이후 신경과 

전공의가 110명씩 추가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향후 신경과 전문의 

인력 변화를 예측하였다(시나리오 2). 장래인력 손실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신경과 전문의가 사망, 해외이주, 은퇴 등으로 진료 활동

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산정하였다. 사망자는 연령대별 평

균 사망률을 적용하였고,9 은퇴는 교수 정년퇴임 기준 연령인 만 

65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해외로 이주하는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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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전체
활동 중인 

임상 전문의
비임상 
전문의

군복무 휴직

25-29 5 0 5

30-34 314 148 2 115 49

35-39 477 441 3 9 24

40-44 337 324 1 12

45-49 322 312 2 8

50-54 214 203 4 7

55-59 85 83 2

60-64 38 35 3

65-69 13 12 1

70 이상 23 14 9

Total 1,828 1,572 11 125 120

Table 2. Age distribution of neurologists

A  B

Figure 1. Projected numbers of neurologist in Korea. (A) If annual numbers of neurology residents are 82. (B) If annual numbers of neurology 
residents are 110.

전문의의 수 역시,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적

어서 계산에 넣지 않았다. 단, 급성기 뇌졸중 등 급성 신경계 질환

을 다룰 수 있는, 활발한 진료 활동을 펼칠 수 있는 55세 이하의 

신경과 임상 전문의의 수가 실질적으로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해당 연령대 이하의 신경과 전문의의 총 수 및 활동하는 임상 전문

의의 수를 예측하였다. 임상 전문의의 수는 현재 신경과 전문의의 

총 수에서, 현재 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 신경과 임상 전문의의 비

율을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3. 미래 뇌졸중 환자발생 수의 예측

2006년에 발표된 전국 뇌졸중 발생 자료를 이용하였다.10 이 자

료는 2004년 기준으로 당시 발생한 급성 뇌졸중 환자를 확인하여 

0-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84세, 84세 이상의 10만 

명당 뇌졸중 발생률을 확인한 것이다. 향후 성별, 연령대별 뇌졸중

의 발생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2016년 인구데이

터를 이용하여 향후 뇌졸중 발생률을 예측하였다.11

결 과

1. 현재 신경과 전문의 및 전공의 현황

2017년 현재 신경과 의사의 총 수는 2,171명이었으며, 전문의는 

총 1,828명(84.2%), 전공의는 총 343명(15.8%)이었다. 신경과 전

문의 1,828명 중 비임상 전문의는 11명이었으며, 나머지 1,817명

은 임상 전문의로 분류되었다. 1,817명의 임상 전문의 중 휴직 중

인 120명, 군복무 중인 125명을 제외한 1,572명(85.9%)의 임상 전

문의가 진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현재 진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임상 전문의 1,572명 중 658명

(41.2%)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458명(29.1%)은 종합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149명(9.5%)은 요양병원 그리고 307명

(19.5%)은 개인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보건소 등)에서 일하고 있

었다. 휴직자는 2004년도 이후 약 2-5% 정도인데 개인사정이나 질병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나, 명확한 휴직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경과 전문의 1,828명의 나이는 평균 42.7±8.7세로 28세부터 

91세까지 분포하였다. 이 중 향후 10년 후에 은퇴 연령을 맞이하는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경과 전문의는 모두 123명이었다. 현재 

활발한 진료 활동을 펼칠 것으로 생각되는 55세 이하 임상 전문의

의 수는 해당 연령대 총 전문의 1,669명 중 85.6%인 1,428명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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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jected annual incidence of stroke in Korea.

2. 향후 신경과 전문의의 수 예상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경과 전문의 

인력이 없이, 국내에서 수련을 받은 신경과 전공의만으로 신경과 

전문의가 충원된다고 가정하였다. 첫 번째로 현재 기준대로 매년 

82명의 전공의 정원을 모두 채워서 전문의가 되는 경우를 가정하

였다(시나리오 1). 그 결과 2030년까지 총 2,659명의 신경과 전문

의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되며(Fig. 1-A), 현재 현직에 종사하는 

임상 전문의의 비율 85.9%를 곱하여 약 2,284명의 신경과 전문의

가 임상 진료 활동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은퇴 연령인 65세 

이하 전문의의 경우, 총 2,497명(임상 전문의는 2,145명)으로, 활

발한 진료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55세 이하 전문의의 경우 

1,810명의 전문의(임상 전문의는 1,555명)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두 번째로, 2020년 이후 신경과 전공의를 매년 110명씩 충원하

게 되는 경우(시나리오 2), 2030년엔 총 2,939명 중 2,524명의 신

경과 전문의가 진료 활동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65세 이하

의 신경과 전문의는 총 2,777명(임상 전문의는 2,385명), 55세 이

하의 신경과 전문의는 2,090명(임상 전문의는 1,795명)이 예상된

다. 시나리오 1에 비하여, 시나리오 2의 경우 활발한 진료 활동이 

가능한 55세 이하 신경과 의사가 약 240명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

다(Fig. 1-B).

3. 뇌졸중 환자의 증가추세

인구 추계 예측 자료에서 추출한 연도에 따른 성별, 연령별 인구

수에 우리나라의 성별, 연령대별 뇌졸중 발생(남성: 0-44세 

26/100,000명, 45-54세 214/100,000명, 55-64세 577/100,000명, 

65-74세 1,447/100,000명, 75-84세 2,777/100,000명, 85세 이상 

3,845/100,000명, 여성: 0-44세 13/100,000명, 45-54세 135/100,000명, 

55-64세 376/100,000명, 65-74세 1,053/100,000명, 75-84세 

2,314/100,000명, 85세 이상 3,118/100,000명)을 곱하여 향후 뇌졸

중 환자의 발생 수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연간 뇌졸중 환자의 발생 

수는 2020년 약 21만 명, 2025년 약 25만 명, 2030년 약 30만 명으로 

예측되었다(Fig. 2).

고 찰

미래의 신경과 전문의 공급은 여러 가지 외부 변수(국가 정책의 

변화, 군 의료진의 수급, 국내 의료 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를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치는 외부 변수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미래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이며, 향후에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

하겠다.

매년 신경과 전문의가 배출됨에 따라 절대적인 신경과 전문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나, 은퇴하는 전문의의 수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급성기 뇌졸중에 대한 치료 등 활발한 진료 

활동이 가능한 55세 이하 임상 전문의의 수만 고려하였을 때, 현행

대로 1년에 82명 수준의 전공의 수급이 이루어질 경우, 2030년의 

경우 1,555명으로 현재의 1,428명에 비하여 약 127명 정도의 증가

밖에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뇌졸중은 현재에 비하여 

2030년에 2배인 약 30만 명이 발생하고 2040년에는 약 40만 명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뇌졸중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급성 뇌졸중 진료에 필수적인 신경과 

의사의 숫자가 미래에는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

은 미국이나 뉴질랜드에서도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신경

과 의사 부족에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7,12 2010년에 진행

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는데,8 해당 연구에서는 

2015년에는 신경과 전문의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향후 의료 환경의 변화 및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예측한 

2030년의 신경과 전문의 공급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급성 뇌졸중의 경우 일정 시간 내에 치료가 시작되어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 타임이 있으며, 이 골든 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지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혈관재개통술로 대표되는 급성 뇌졸중 치료는,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부터 수시간 이내에 모든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며, 

진단과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신경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지식

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혈관재개



 신경과 의사 공급의 현재와 미래: 우리에겐 신경과 의사가 충분히 있는가?

J Korean Neurol Assoc Volume 36 No. 3, 2018  163

통술은 신경과 전문의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혈관재개통

술의 치료 비율 또한 뇌졸중 유병률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실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08년 전체 환자의 8.3%가 혈관

재개통술을 받은 데에 비하여 2012년에는 13.6%가 치료를 받았

다.13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만을 의미하며, 실

제 골든 타임 이내에 내원하였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

한다면 더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신경과 전문의의 판단과 치

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응급진료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가동되어야만 하고, 신속한 응급 치료가 뇌졸중의 예후를 결정짓

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인력자

원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문의 인력의 수도권 지역 편중 현

상을 고려할 때 전문의 공급 부족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불균형 

악화가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미 초고령화 지역으로 진행

한 의료 취약 지역 환자들이 적절한 급성기 뇌졸중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의 바탕에는 신경과 의사에 대한 미래의 수요 증가

가 있다. 신경과 의사가 주로 다루게 되는 주요 질환들의 유병률이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본 연구에서 

다룬 뇌졸중 이외에,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 유병률의 증가도 신경과 의사에 대한 수요

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조사된 치매의 유

병률은 9.2%로 확인되었으며,14 파킨슨병의 경우 70세 이상의 유

병률이 1.0%로 확인되었으나 연도별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5

추가적으로, 신경과 의사의 근무 시간 변동도 신경과 의사 수요-

공급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학병원 및 수련

병원의 경우, 최근에 도입된 전공의 특별법으로 전공의 1명의 주당 

근무 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

문의들의 진료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의의 

근무 시간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대학병원 및 수

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채용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신경과 의사에 대한 향후 수요를 늘리는 방

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신경과 전문의의 성별

에 따라 근무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유는 명

확하지 않으나 여자 신경과 의사의 근무 시간이 남자 신경과 의사

에 비하여 약 14%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6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성별에 따른 근무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향

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신경과 의사

는 은퇴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더 오

래 진료에 참가할 수 있고 젊은 신경과 의사들에게 경험을 전달하

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신경과 의사에 대한 수요는 더 많

아질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현행 선발 인원을 유지할 경

우 늘어나는 신경과 의사의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문제점은 신경과 의사의 공급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예측하였지만 신경과 의사에 대한 미래의 수요

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신경과 의사가 다루는 대

표적 질환이 뇌졸중이고, 뇌졸중의 연간 발생 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신경과 의사가 미래에는 더 필요해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신경과 의사가 얼마나 부족할지를 논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신경과 전문의 인력이 모두 전문적인 

급성 뇌졸중 치료를 진행한다는 가정 하에 향후 공급을 예측하였

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경과 내에도 다양한 진료 분야가 있으며, 

급성 뇌졸중 환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 의사가 얼마나 되

는지를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신경과 전문의 수요

를 예측하는 방법의 하나로, 신경과 외래 대기시간을 기초로 수요

를 예측하는 연구가 미국에서 있었으나 이러한 방법은 의료보험 

체계나 의료에의 접근성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

기 어렵다.5 장기적으로 신경과 의사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정량

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노인 인구의 증가 및 그에 따른 신경계 

질환의 증가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추가적인 보

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과 전문의 공급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신경과 의사의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뇌졸중이나 치매,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뿐 아니라 뇌

전증, 근신경계 질환, 두통 등 다양한 신경질환에 대한 수요에 대하

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경계통질환을 진료함에 있어서 다

른 진료과와 신경과의 진료 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환자의 경우 신

경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수면장애 및 치매의 

경우 정신과 의사가 진료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뇌졸중 

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치매, 말초신경질환, 두통 등 다양한 신경질

환에 대하여 치료 결과를 비교한 연구들에서, 신경과 의사에게 전

문적인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나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16-19 따라서, 현재 신경계통

질환의 진료에서 신경과 의사가 담당하는 부분이 커지고 있다고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또한 향후 의료

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수요 부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

요하겠다.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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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이용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향후 신경과 의사에 대한 

수요 변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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