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학연구소

1. 사업 배경
□ 개요
o 사업명: 북한 간호인력 양성체계 심층분석 및 북한 이탈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증진

o 기관명: 간호과학연구소
o 사업비: 30백만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o 추진배경
세부과제 1: 북한 간호인력 양성체계의 심층분석과 통일후 간호인력 교육체계
의 기본방향 구상
- 현재 남북한 건강수준의 격차는 평균 기대수명 10년, 영유아 사망률 7배,
모성사망비 8배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를 고려하면,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
의료 제공이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
- 통일 후 일차의료 제공의 가장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은 북한에서 자체
수급하는 간호인력이 될 것이지만 현재 북한의 간호교육 수준은 남한과
상당한 격차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분석과 해결방안 필요
- 북한의 간호인력 교육체계에 대한 자료는 주로 탈북자의 증언에 의존하여
북한에서 경험과 근무시기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 일관성이 부족하며, 간호
인력 교육에 대한 조사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바 있으나, 교과내용
과 직무수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 교육기간, 직무범위, 필요도 등을 고려 시 통일 후 조산원과 준의를 간호인
력으로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간호원, 조산원, 준의의
교육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남한의 간호교육체계와 비교하여 이를 기
반으로 북한 간호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체계의 기본 방향에 대
한 포괄적인 설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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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간호교육수준 향상은 곧 북한주민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
며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 비용의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임.
세부과제 2: 북한이탈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증진
- 학령기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 성공을 위해 대학진학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
러나 증가하는 진학률과 함께 북한이탈 대학생의 중도탈락률이 높고 졸업
률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중도탈락의 주된 이유는 남북한 학습방
법과 문화 차이, 기초학력 부족, 전공학과에 대한 정보부족 등 학업상의
이유, 우울, 불안, 열등감, 무력감 등의 정서적 이유, 그리고 경제적인 어
려움이었음.
- 북한이탈 대학생들 중에서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과 전문직으로서의 사
회적·경제적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간호학 전공 지원자의 숫자가 특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위한 특화된 지원체계와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전
무함.
- 의료 인력의 적정 공급은 통일 이후 보건의료체계의 안정과 사회통합의
필수 요소이며, 한국에서 성장한 북한이탈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의료 인력임. 북한이탈 간호 대학생이 통일 후
핵심 의료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강화
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

o 목적
- 세부과제1: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체계를 포괄적ㆍ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통일 후 북한 간호교육수준과 나아가 간호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간호교육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세부과제2: 북한이탈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역량을 강화
시키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의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이탈 대학생의 중도탈락의 주요 원인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
구도를 파악하고, 북한이탈 예비대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멘토-멘티 프
로그램과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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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o 통일 대비 북한 간호인력 활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제시
- 선행연구에서 북한의 간호원 교육체계 분석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 북한
의 간호원은 남한의 간호사와 상응하지 않음.
- 현재 기능이나 직무의 측면에서 볼 때 통일 초기 실질적인 간호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준의와 조산원의 교육체계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통
일 후 북한 간호교육체계 개발의 효과성 증진
- 북한의 간호인력 범위를 기존의 간호원에서 준의, 조산원으로 확장함으로
써 통일 후 간호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보다 현실적ㆍ합리적 방안 도출 가
능
- 다기관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북한 간호인력 양성체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향후의 연구기반 구축에 기여

o 통일 후 북한 간호교육수준 향상의 기틀 제공
- 그동안 남북한 간호교육통합에 대한 소수의 연구가 있었으나 통합이전에
북한의 간호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는 부재함.
- 특히, 본 연구는 북한 간호인력의 자체 수급을 전제로 한 최초의 북한 간
호연구로서 통일 후 남북한 간호교육체계 통합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효과적인 북한 간호수준 향상 방안이 될 것임.

o 통일 후 핵심 의료 인력 양성의 발판 마련
-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이 남북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간호 전문인
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적응이 우선되어야 함.
- 남한에서 간호인력으로 성장한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은 통일 이후 핵심 의
료인력으로서 의료발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을 위한 역량증진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는 한국
간호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감수
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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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내용 및 결과
□ 주요 사업 내용
세부과제 1: 북한 간호인력 양성체계의 심층분석과 통일후 간호인력 교육체계
의 기본방향 구상

o 문헌조사
- 정부기관, 국내외 연구기관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자료 등 문헌조사
-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에 확인ㆍ분석된 북한 간호원, 조산원, 준의 양성
체계에 대한 자료 수집하여 재구성

o 북한 거주시 의료인 또는 북한 이탈 후 남한 간호교육 경험자 면담
- 간호원, 조산원, 준의 교육체계의 재구성과 분석
- 북한 간호원, 조산원, 준의 교육체계와 남한 간호교육체계 비교분석
- 북한 간호교육체계에 적용 가능한 남한 간호교육내용 도출

o 중국 간호대학의 조선족 간호교육 경험 분석 및 공동 워크숍 개회
- 중국 간호대학의 조선족 학생 대상 간호교육의 경험 분석과 결과 공유
- 통일 후 적용 가능한 북한 간호인력 교육체계 논의
- 통일 후 교수자로서 북한 간호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개발 구상

o 한국통일평화간호학회 창립 및 학술세미나 개최
- 간호분야 통일준비의 기반을 제공하고 통일간호연구 네트워크 구축
- 주기적인 학술세미나와 통일간호교육 개최를 통해 통일간호에 대한 인
식 제고

o 「북한 의료현장 의사소통 및 기본간호」책자 발간
- 북한 간호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남북한 간호교육, 실무 통합을
위한 기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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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2: 북한이탈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증진

o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 문헌조사: 북한이탈 대학생의 현황과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정부기관, 국내
외 연구기관 보고서, 통계자료, 논문 조사
- 북한이탈 학생 교육 관련 전문가 자문
- 북한이탈 간호 대학생/졸업생 면담 조사

o 진로탐색 멘토-멘티 프로그램(학과 박람회) 개발 및 시행
o 예비대학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o 북한이탈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 탐색을 위한 사례연구

□ 사업별 구체적 추진 내용 및 결과
세부과제 1: 북한 간호인력 양성체계의 심층분석과 통일후 간호인력 교육체계
의 기본방향 구상

o 포괄적 문헌조사 및 북한이탈주민(재북의료인, 남한간호교육 경험자) 면담
- 재북 당시 간호원 2인, 준의 1인, 조산원 1인, 북한 간호교육 경험자 1인
면담을 시행함(‘19.7.~‘19.10.).
-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후 한국 유학생 15인 면담
- 문헌조사,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북한간호인력 양성체계 분석, 통일 대비
남북한 간호교육체계 통합의 기본 방향 도출(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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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한간호인력 양성체계 분석 및 통일대비 남북한 간호교육체계
통합의 기본방향(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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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지역 간호인력 수급 실태와 통일 이후 수급 정책 관련 논문 작성
§

논문 1: 김진현, 정유미, 최희승, 채선미, & 정재원. (2019). 통일 이
후 북한 지역 적정 일차간호인력 수급 추계. 간호행정학회지, 25(4),
353-361.(그림 2)

그림 2. 논문 1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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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2: 정유미, 김진현, 이순영, & 유정아. (2019). 통일초기 육군
간호장교 역할과 인력수요 추계. 군진간호연구, 37(2), 25-38.(그림
3)

그림 3. 논문 2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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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문헌조사 및 북한이탈주민 면담에 대한 성과
§

북한 간호인력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통일 이후 북한지
역 간호인력 활용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

남북한 간호교육체계 통합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통일 이후 북한
지역 간호인력 수급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간호 중심의 담론 기반 마련

o 제3회 통일군간호포럼 지정토론 참석(사진 1)
- 일시/장소: ‘19.08.26.(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포럼주제/토론자: 새로운 남북관계와 군간호 패러다임의 전환/ 정유미 교
수

사진 1. 제3회 통일군간호포럼 지정토론 참석(정유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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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발표
- 일시/장소: ‘19.11.26.(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주제/발표자:
1) 세부과제1: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체계 심층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정유
미 교수(그림 4)
2) 세부과제2: 북한이탈 학생 지원프로그램/ 최희승 교수(그림 5)

그림 4.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체계 심층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정유미 교수)

그림 5. 북한이탈 학생 지원프로그램(최희승 교수)

- 11 -

o 중국 연변대학과의 공동 워크숍 개회(사진 2)
- 일시/장소: ‘20.12.02.(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 414호
- 참석자: XIANGSHU CUI(연변대학교 학장), WENXIANG CUI(연변대학교
부학장), YINJI JIN(연변대학교 실무담당교수)/ 김진현 교수, 최희승 교수,
채선미 교수, 박미화 연구부교수, 이우진, 정나리, Tangjiming 외 2명의
대학원생 참석
- 주제/발표자:
1) 연변대학 조선족과 한족 대학생 두 그룹 간 학업성취도 차이, 중국의
간호대학 교육과정과 한국의 간호대학 교육과정의 비교/ XIANGSHU
CUI(그림 6)
2)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체계 심층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김진현 교수(그
림 7)
- 토의주제: 조선족 대상 간호교육 경험과 통일 후 간호인력 정책 시사점

그림 6. 연변대학 조선족과 한족 대학생 두 그룹 간 학업성취도 차이
(XIANGSHU C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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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체계 심층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김진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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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한·중 간호교육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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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샤인센터 견학

한중 간호교육정책세미나 개최 및 학술 교류

- 중국 연변대학과의 공동 워크숍에 대한 성과
§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유사한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접경 지역으로서 활발한 교류가 있는 중국 연변지역의 간호대학 교
수들과의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통일 대비 간호연구 협
력 기반 조성
- 15 -

§

통일 대비 북한지역 간호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접근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o 2019년도 한국간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사진 3)
- 일시/장소: ‘19.12.13.(금)/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대강당
- 주제/발표자: 북한 간호교육체계 분석과 통일후 남북 간호교육체계 통합방
안/ 정유미 교수(그림 8)
그림 8. 북한 간호교육체계 분석과 통일후 남북 간호교육체계
통합방안(정유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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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2019년도 한국간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o 북한이탈의료인 워크숍 개최
- 일시/장소: ‘19.12.28.(토)~‘19.12.29(일)/ 경주 호텔 내 회의실
- 참석자: 김혜성, 류설희(북한이탈의료인),/김진현 교수, 정유미 교수, 박미화 연구
부교수
- 성과: 북한과 남한에서의 간호교육 경험을 공유를 통해 통일 이후 남
북 간호인력 양성체계 통합 기본방향 구상에 필요한 고려사항과 시사
점 도출

o 한국통일평화간호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사진 4)
- 일시/장소: ’20.02.06.(목)/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2연구동 217호
- 주제: 통일시대 한국 간호의 비전
- 참석: 교수, 대학원생, 외부인사 포함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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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세미나 프로그램 구성

시간
13:00-13:30

내용
등록
사회 채선미

13:30-13:50

개

회

환 영 사
축

사

특
13:50-14:50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진현
윤성숙

학회 창립준비위원장

前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강
노동당 전원회의 평가와 2020년 북한정세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발표
북한이탈학생 지원 프로그램
15:10-15:50

최희승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통일초기 북한지역 적정 일차간호인력 수급추계
정유미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

토론발표
좌장 김진현
15:50-16:40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이현주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강사

이혜경

사단법인 새 삶 대표

전정희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간호사무관

최경일

함께하는 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장

17:00-18:00

창립총회

18:00-18:1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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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 프로그램

§

회원모집, 회칙의결

§

회장(김진현 교수), 수석부회장(최희승 교수), 감사 2인 선출

시간

내용
진행 정유미 창립준비위원회 총무

17:00-17:30

개회선언.....................................창립준비위원장
회원점명.....................................창립준비위원회 총무
회장선출.....................................창립준비위원장
회장인사........................................회장

17:30-18:00

회칙의결........................................회장
‘20년 사업계획보고.......................회장

18:00-18:10

폐회..............................................회장

- 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에 대한 성과

§

통일간호를 준비하는 학술단체 창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 기
반 조성하고 간호교육자, 연구자, 학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증진함으로서 통일 준비의 동력 제공

§

회원 54명 모집 완료하였으며 전국구 기반의 임원 구성으로 학회 활
성화와 더불어 전국 간호대학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연구
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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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한국통일평화간호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통일평화간호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환영사(김진현 교수,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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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윤성숙 교수,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특강: 노동당 전원회의 평가와 2020년 북한정세(조한범 박사,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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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표1: 북한이탈학생 지원 프로그램(최희승 교수, 서울대학교)

연구발표2: 통일초기 북한지역 적정 일차간호인력 수급추계(정유미 교수, 국군간호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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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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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 의료현장 의사소통 및 기본간호」발간 예정(‘20.3.)
- 내용: 북한 병원에서의 간호원과 환자 대화 및 기본간호 수록
- 진행상황: 현재 약 60쪼 분량으로 작성하였으며 편집 진행 중임.
- 계획: 한·중 협업으로 진행하여 보다 현실감 있는 내용 구성 가능
- 구성
목차
4. 관장법
1) 배변관장
2) 보류관장

I. 북한 의료현장 의사소통
1. 진료 및 병문안
2. 입원
3. 간호과정
4. 병동순회
5. 수술전·후 간호
6. 심리간호
7. 환자의 영양과 식이 간호
8. 약물치료
9. 모성간호
10. 건강교육

5. 여러가지 실험검사를 위한 준비
1)
검사 항목 시행시 주의점
2)
소변검사
3)
대변검사
4)
가래채취
5)
위장 방사선검사
6)
간기능검사
7)
초음파검사
8)
담낭, 신장, 기관조영술
9) 흉부, 요추, 복부천자

II. 북한 기본간호
1. 활력징후
1) 체온
2) 맥박
3) 호흡
4) 혈압
2. 약물투여
1) 피내주사
2) 피하주사
3) 근육주사
4) 정맥주사
5) 정맥 수액주입

6. 여러가지 의료기계의 소독법
1) 고압증기소독법
2) 건열소독법
3) 끓임소독법
7. 증상별 간호
1) 호흡기계통
2) 소화기계통
3) 순환기계통
4) 비뇨기계통
5) 주요질병에
운동요법

3. 수혈방법
1) 직접수혈
2) 보존혈액수혈

대한

식이요법

III. 부록
1. 의약품의 접수, 보관과 관리법
2. 약초의 효능 및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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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 책자 발간에 대한 성과
§

국내 최초로 북한 의료현장 대화와 간호교육내용을 수록한 책자로서
북한 간호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통일 한국시대 남북 간호체계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초 자료 제공

세부과제 2: 북한이탈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증진

o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 북한이탈 학생 교육 관련 전문가 자문
§

대상: 이음과 배움 이창현 대표, 함께하는 재단 탈북민 취업지원센터
(이후 탈북민 취업지원센터) 최경일 센터장

§

자문 결과(표 1)

표 1. 북한이탈 학생 교육 전문가 자문 결과

§
목적

§

진로탐색 멘토-멘티

간호대학생 예비대학

프로그램(학과 박람회)

프로그램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북 §

간호대학에 합격한 예비 간

한이탈 학생들에게 입시

호대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관련 정보와 진로 탐색

증진시키고 대학 생활 적응

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

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함임.

제공하기 위함임.

일반 고등학교와 대안학
교

대상

재학생을

포함하여

대학 시를 준비하는 북

§

예정자(약 6명)
§

한이탈 학생 모두 포함

주요 내용

§

학과별

부스를

활용한 §

학과 및 학과별 진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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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간호대학 입학
2021년 입시를 준비 중인
고교생 약 10여명을 포함할
수도 있음.
간호대학 교과과정
간호대학 졸업 후 진로

개(북한 이탈 학생의 대학

§

로 하는 선행 수업, 특히 간

지원 현황 고려)
§
§

호학 핵심 술기를 경험 해

학과 재학생과의 멘토멘티 만남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볼 수 있는 교육 과정 포함
§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설명회

형식

§

1일 박람회 형식

§

필요시 멘토-멘티 프로

민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
§

대학 강의 맛보기

§

선배와의 만남

§

3~4회기 종일 프로그램으
로 운영

그램 지속 운영
§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북

§

탐색하고

자기

탈북민

는 예비대학 프로그램이 완
료된 후 12~1월 경
§

§

8월경이며,

취업지원 센터에서 운영하

소개서

작성을 시작하는 5월경

고려할 점

간호대학 합격자 1차 발표
시기는

한이탈 학생들이 진로를

시기

기초 학업 능력 증진: 영어,
컴퓨터 활용 능력 등(탈북

초청 토크 콘서트
§

간호학 주요 과목을 중심으

예비 대학 프로그램 참가자

홍보, 멘토 섭외, 학과

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 진

선정

행: 차년도 예비대학 프로그
램 기획에 반영

-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졸업생 면담 조사
§

대상: 간호대학 재학생(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간호대학 졸업생

§

자문 결과 도출 된 내용(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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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간호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면담 결과

학생 A(재학생)
§

학생 B(졸업생)

한국 입국 전 4년간 캐나다
거주

§

§

한국 입국 전 10년간 중국 거

캐나다에서의 거주 경험 때

주: 중, 고, 대학까지 다님(약

문에

학 전공).

간호학을

선택하게

간호대학

됨: 간호학을 선택하는 외 §

한국에서도 유사한 의학 계열

지원동기

국인 친구들의 영향, 간호대

전공을 희망하게 됨.

학졸업자의 다양한 진로와 §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망을 통

해외 취업 특히 국제기구

해 북한의 취약한 의료제도를

취업기회에 대해 알게 됨.

경험함.

§

취업이 용이함.

§

학업에 대한 걱정(남한 학
생과의 경쟁)

입학 전
두려움

§

과정의 차이)

§

레포트 쓰기

§

팀 과제(맡은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해 교우관계

§

신분 노출에 대한 염려

§

학과 동기들과의 나이 차이에
대한 걱정(29세에 1학년 입

에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

학)

움)
§

영어(원어민

자원봉사자의

도움)
입학 전
준비

§

§

EBS 특강(생물 1, 2)

§

대안학교에서 소개한 선생
님과 개인과외(고교과정 과
학 리뷰)

대학생활
어려움

§

책 읽기(문학)

§

학업의 어려움

학업에 대한 걱정(남북한 교육

- 1학년 : 대학 시스템에 대 §

다양한 단체를 통해 영어, 글
쓰기, 생물 교육을 받을 수 있
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은 참
여하지 않음.

학업의 어려움

한 정보 부족, 과제부담

- 1학년 : 해부생리 과목

- 3학년 : 첫 임상실습과 졸

- 3학년 : 수업과 실습의 병행

업 논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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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에

§

도움이
되었던

§

지원
프로그램
입학 후
만족감

§

선/후배 카톡방: 학교 시스 §

학교 지원은 없었음.

템, 과제 정보 공유, 교재 §

개인적으로 선배 통해 정보 받

넘겨주기

기

학교 지원: 전공 튜터링(선 §

징검다리모임: 현직간호사-대학

-후배, 동기 간)

생 모임

취업 스트레스가 적음

선배들의 §

대학병원에서 2년 이상 근 §

대학병원에서 1~2년 근무 후

졸업 후

무 후 2차병원 규모로 이직

지역 중, 소 병원으로 이직

: 나이, 편견 등의 이유

: 적응의 어려움, 태움 문화

상황
§
앞으로의 §
계획

§

국시준비
졸업 후 살아남기
대학병원에서

§

근무하기를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기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 중)

희망함.
북한이탈 §
대학생

§

전공 선행 학습
팀 과제 경험

역량강화 §

전공과목 청강(대학 분위기

프로그램

경험)

을 위한

§

멘토-멘티 프로그램

제언

§

스트레스 해소 방법

§

기초과학(생물 등)

§

영어

§

글쓰기(레포트 등)

§

팀 과제 경험

§

발표자료 만들기(ppt)

o 진로탐색 멘토-멘티 프로그램(학과 박람회) 개발 및 시행
- 일시/장소: ‘19.05.18(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대상: 간호학과를 포함하여 4년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자 하는 북한이탈
학생들과 전공별 학과 소개 도우미와 멘토, 교육 관계자
- 내용 및 일정: 프로그램과 배포할 책자는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구
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표 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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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진로탐색 멘토-멘티 학과박람회 세부 일정표

시

간

일

정

장

등록

소

제 2 연구동

10:00~10:20

강당

-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부. 환영사와 강의
- 환영사(최희승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 2 연구동

10:20~11:10 - 환영사(고봉식 장로/ 내수동 교회)

강당

- 북한이탈 학생들을 위한 진로/ 전공 선택과
대학입시(이창현 대표/ Hana Ministry, 이음과
배움)
2부. 학과/ 전공박람회
- 학과 박람회 소개, 이용안내

제 2 연구동
103호

11:10~12:30 - 진로/ 직업상담 동시진행
- 자유로운

부스

방문,

104호
학과/

전공

상담,

110호

질의응답 (최소 3개 이상의 전공을 방문하도록
권장)
점심식사 및 조별 교제
12:30~13:20

제 2 연구동
103호

- 관심분야 모둠별 식사

110호

3부. 대학생활 체험
13:20~14:20 - 모둠별 학교소개 및 대학생활 안내
- 시간표 작성 실습
14:20~15:00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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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동
104호

- 진로탐색 멘토-멘티 프로그램의 성과:
§

북한이탈 학생, 교육 관계자, 대학 멘토를 포함하는 자원봉사자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함(사진 5).

§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높은 호응도와 만족도를 보였으며, 참석한 학생
들 중 20여명이 간호학 전공 희망자였음. 간호학 전공 희망자를 위해
간호대학 교수 2인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들 10
여명이 참석하여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짐.

§

간호학 전공 희망자를 위하여 “간호 전공 백과사전”을 100부를 제작하
여 당일 행사 참석자 뿐 아니라 대안학교 재학생이나 간호학 관련 자료
집을 원하는 북한이탈 학생들에게 배포함(그림 9).

사진 5. 진로탐색 멘토-멘티 학과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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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간호 전공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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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다문화건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사진 6)
- 일시/장소: ‘19.12.07.(토)/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103관 106호
- 주제/발표자: 북한이탈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 증진 프로그램/ 최희승 교
수(그림 10)

그림 10. 북한이탈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 증진 프로그램
(최희승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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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2019년도 다문화건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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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비대학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일시/장소: ‘20.01.17.(금)~‘20.01.31.(금)까지 3회기에 걸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시행함.
- 대상: 2020년 3월 입학 예정인 예비 간호 대학생 5명
- 프로그램 개발: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북한이탈 예비 간호대
생의 요구도와 이들을 교육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집함.
§

간호학과 교과과정 소개

§

강의 및 실습: 대학 강의 맛보기 경험을 위해 교과목으로 1, 2학년 간
호학 전공교과목 중에 필수 교과목으로 수강하게 될 간호학개론, 인간
과 건강, 기본간호학의 세 교과목을 선정함. 간호학개론은 간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선정함. 인간과 건강은 북한이탈 예비 간
호대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수강하게 될 영어강좌를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영어강좌 진행을 계획함. 기본간호학은 강의와 술기실습으
로 구성하고,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술기들(예, 근육주사, 정
맥주사)과 핵심적인 기본 술기 중심으로 구성함.

§

그룹 활동: 긍정심리 강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자의 강점 찾고 앞
으로 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업효능감과 자존감을 증진하고자
함.

§

멘토-멘티 프로그램: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취업 중인 북한이
탈 선배를 멘토로 초청하여, 간호대학생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관
련된 질문과 대답의 시간을 갖도록 함.

Ÿ

간호대학과 대학병원 투어: 간호대학의 간호역사박물관과 시뮬레이션
센터, 다양한 간호학 실습실 등의 투어를 계획함. 또한 대학병원 시설
도 견학하도록 함.

- 최종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체적 일정: 최종 프로그램은 강의(간호학 교과
과정 및 진로, 대학 강의 맛보기, 입학 전 준비사항 안내 등), 학습 효능
감과 자존감 증진을 위한 그룹 활동, 멘토-멘티 상담, 병원 방문 및 현장
간호사와의 만남 등이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표 4와 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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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예비대학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

제1회 프로그램 (1/17, 금요일)
시간

활동내용

담당자

09:30-10:00

등록

정나리, 이우진

10:00-10:10

환영사
예비대학 프로그램 소개

최희승 교수
디브리핑 룸

10:10-10:50

특강1: 간호학 커리큘럼
소개

최희승 교수

10:50-11:30

특강2: 간호대학 졸업 후
진로

최희승 교수

11:30–13:30

활동장소

점심식사

채선미 교수, 최희승 교수,

(병원 식당 & 대한외래)

정나리, 이우진

서울대학교 병원

시뮬레이션센터
13:30–14:30

간호대학 투어

최희승 교수

간호대 박물관
구관 실습실 OSCE

기본간호학 강의 및 실습 I
14:30–16:30

채선미 교수

기본간호학 실습실

(심폐 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

정나리, 이우진

샤인센터

16:30–17:00

Q & A, 평가

채선미 교수, 최희승 교수,
정나리, 이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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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브리핑 룸

제2회 프로그램 (1/20, 월요일)
시간

활동내용

담당자

활동장소

09:30-10:00

등록

정나리, 이우진

디브리핑룸

10:00–11:30

멘토와의 시간

멘토

디브리핑룸

11:30–12:30

점심식사 (도시락)

12:30–13:50

긍정심리강점 프로그램

13:50–14:00

휴식

14:00–14:50

샘플 강의 I (간호학 개론)

14:50–15:00

휴식

15:00–16:30

16:30–17:00

채선미 교수, 최희승 교수,
정나리, 이우진
이우진

디브리핑룸

정유미 교수

디브리핑룸

기본간호학 강의 및 실습 II 채선미 교수, 최희승 교수,
(활력징후 측정, 경구투약)

정나리, 이우진
채선미 교수, 최희승 교수,

Q & A, 평가

정나리, 이우진

- 36 -

디브리핑룸

기본간호학 실습실

디브리핑 룸

제3회 프로그램 (1/31, 금요일)
시간

활동내용

담당자

활동장소

09:30–10:00

등록

정나리, 이우진

디브리핑 룸

기본간호학 강의 및 실습 III

채선미 교수

기본간호학 실습실

(근육주사)

정나리, 이우진

샤인센터

최희승 교수

디브리핑룸

10:00–12:00
12:00–13:30

점심식사 (장소 미정)

13:30–14:20

샘플 강의 II (인간과 건강)

14:20–14:30

휴식

14:30–16:30

기본간호학 강의 및 실습 IV

채선미 교수,

(정맥주사)

정나리, 이우진

소감발표 및 시상식,

채선미 교수, 최희승 교수,

단체사진촬영

정나리, 이우진

FGI

최희승 교수, 이우진

16:30–17:00

17:00–18:00

기본간호학 실습실,
Skills lab,
샤인센터
디브리핑룸

디브리핑룸

-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성과
§

참석자: 서울과 충청지역 5개 간호대학 합격자 5명, 간호대학 3인, 간
호대학 대학원생 2명, 북한이탈 현직 간호사 1인

§

평가: 프로그램에 참석한 5명의 예비 간호대학생들 모두 3회기 프로
그램에 참석하여 수료증을 수여함(사진 7).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내용
과 구성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실제로 기본간호학 핵
심 술기를 경험하고 술기능력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높은
만족감과 자신감을 표현함.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프로그램 평가와
함께 차년도 예비 대학 프로그램에 관해 제안할 점과 보완할 부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

강의록 및 학생 교육 자료는 그림 1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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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예비대학 프로그램 참여 및 수료증 수여

그림 11. 강의록 및 학생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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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이탈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 탐색을 위한 사례연구
- 목적: 북한이탈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증진을 위해 개발한 예비대학 프로
그램의 참여 경험을 탐색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며 추후 북한이탈 학생
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최종 완성하기 위함.

- 대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탈북민 취업지원센터가 협력하여 개발한 예비대학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 중 간호대학에 합격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
의한 5명

- 연구방법:
§

연구 설계: 북한이탈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증진을 위
해 개발한 예비대학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서술적 질적 연구임.

§

연구대상 모집방법: 탈북민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목적적 표본추출방식
이용.

§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시작 전 ‘19. 10월에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IRB No. 1910/003-009) 연구 참
여자의 자발적 참여의사와 익명성을 존중함.

§

자료수집

시기 및 방법: 자료 수집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 짐(예비

대학 프로그램 시작 전, 예비대학 프로그램 종료 후, 대학 입학 후 4
월 경). 자료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개인 인터뷰를 통해 수집할 예
정임.
§

자료수집 절차 : 면담 이전에 연구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연구참
여자 선정요건,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방법에 대하여 설명문 및 동의서
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구함.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탈북민 취업지원센터 회의실과 학교 강의실의 조용한 공간에
서 이루어져 기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면담의 주요 질문은 간
호대학 지원 동기, 간호대학 입학 전 두려움이나 기대감, 예비대학 프
로그램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하는 내용,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
의 네 개 주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짐. 면담 진행은 주연구자가 담당하였
으며, 다른 연구자 1인은 진행 보조자로서 구술내용 녹음과 참여자의
면담내용 중 중요사항을 메모하였고, 면담 종료 후 연구자와 보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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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내용을 디브리핑함.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19. 12월~ ’20. 1월까
지 이루어졌고(2회; 예비대학 프로그램 참여 전, 프로그램 종료 직후),
면담 소요시간은 회당 60분~90분이었음. 추후(대학 1학년 1학기 중간
고사 종료 후) 1회 개인 인터뷰를 진행하여 대학생활 경험 및 적응, 예
비대학 프로그램의 효과 등에 대해 평가할 예정임.
§

자료 분석방법 : 매 면담 종료 후 분석은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자료
분석은 자료포화 후 전사된 내용과 현장 메모를 사용하여 이루어짐. 주
제 분석 방법(thematic analysis)에 따라 분석을 실시함. 분석된 자료
는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간 확인과정을 거침.

- 도출된 결과:
§

간호대학 지원 동기
1)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학력, 인맥, 안정된 직업에 대한 갈망
2) 북한에서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과거의 개인적 경험
3) 한국에 정착하기 전 해외 생활을 통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과
간호사로서 해외에 거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

간호대학 입학 전 두려움 혹은 기대감
1) 학업에 대한 걱정 : 기초 지식의 부족, 영어에 대한 두려움, 팀과제
시 역량 부족, 국가고시에 대한 두려움
2) 대인관계에 대한 걱정 : 신분 노출 후 차별, 나이 차이로 인한 갈등,
대학에서 친구 만드는 방법
3) 소속감에 대한 기대 : 대학생으로써의 혜택, 동아리 활동

§

예비대학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하는 내용
1) 학업 : 영어, 기초과학, 기초간호, 글쓰기, 발표자료 준비
2) 진로 프로그램
3) 멘토-멘티 프로그램
4) 대학생활 경험 : 청강,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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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

예비대학 프로그램 참여 경험
1) 간호 술기를 실습하면서 이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
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됨.
2) 멘토와의 시간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 졸업 후 병원 생활 등에 대해 알
게 됨.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멘토를 만난다면 공부법, 시험준비 방법,
대학생활에 필요한 팁 등 더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3) 간호학 샘플 강의를 통해 대학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영어 강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영어 공부
에 대한 동기부여도 됨.
4) 영어, 기초과학, 기초간호학을 공부하기에는 예비 대학 기간이 너무 짧
다고 생각되며,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함.

- 결론 및 제언:
§

예비대학 참여자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개발한 결
과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았음.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년도 예비
대학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예비대학 프로그램이 예비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능력증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탐색은 입학 후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될 3차 인터뷰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

본 사업은 북한이탈 대학생, 특히 간호대학 지원자들에게 특화된 역량 강
화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증가하는
간호대학 지원률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높은 중도 탈락률과 대학생활 적
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은 지속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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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 인력
o 책임자
성 명

대 학

학 과

직 급

김진현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연구소(원)

구 내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간호과학연구소

740-8818

010-4034-7582

jinhyun@snu.ac.kr

o 세부과제1 주연구자
성 명

대 학

학 과

직 급

김진현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연구소(원)

구 내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간호과학연구소

740-8818

010-4034-7582

jinhyun@snu.ac.kr

- 주요 참여 인력
성 명

소 속

직 급

이 메 일

정유미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

ymjungbest@gmail.com

박미화

서울대학교병원정보화실

연구부교수

parkmihua@gmail.com

최문향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wxcui@ybu.edu.cn

최향숙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xscui@ybu.edu.cn

김은희

중국 연변대학교

강사

jinyinji1113@163.com

김미향

중국 연변과기대

조교수

jingyu0220@hanmail.net

학위과정

이 메 일

학사과정

jayong5428@naver.com

- 주요 참여 연구원(보조원)
성 명
김혜성

소 속
인덕대학교 세무회계학과
(평양시 간호원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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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부과제2 주연구자
성 명

대 학

학 과

직 급

Heeseung Choi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연구소(원)

구 내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간호과학연구소

740-8472

010-9242-0160

hchoi20@snu.ac.kr

- 주요 참여 인력
성 명

소 속

직 급

구내전화

이 메 일

채선미

간호대학

교수

740-8487

schae@snu.ac.kr

- 주요 참여 연구원(보조원)
성 명

소 속

학위과정

이 메 일

정나리

간호대학

박사과정

cnrengly@naver.com

이우진

간호대학

박사과정

bg791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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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
세목

당초예산액 집 행 액

산 출 내 역
◯ 과제별 주연구자:
150,000*2인*11개월 = 3,300,000

인건비

여비

인쇄출판비

11,900,000

4,650,000

600,000

11,900,000

◯ 공동연구원: 100,000*3인*11개월 = 3,300,000
◯ 공동연구원: 100,000*4인*4개월 = 1,600,000
◯ 연구보조원: 200,000*1인*11개월 + 100,000*1
인*11개월 + 50,000*1인*8개월 = 3,700,000

◯ 국내 학회 등록비(2건): 등록비/여비 270,000
◯ 국내 출장여비: 자료수집 및 경주 워크숍
4,650,000
여비 2,382,552
◯ 국외 출장여비: 연변-서울 출장 1,997,448
◯ 문헌조사를 위한 도서 인쇄: 66,000
600,000 ○ 학회 포스터 출력(2건): 41,800
○「북한 의료현장 의사소통 및 기본간호」출판: 492,200

회의비

1,400,000

1,400,000

◯ 연구진행 관련 회의(15회):
20,000*7인*10회 = 1,400,000
◯ 한중 간호교육정책세미나 개최: 251,370

행사비

8,430,000

8,430,000

◯ 학회 창립총회/학술세미나 개최: 1,083,480
◯ 진로탐색 멘토-멘티 프로그램 추진: 2,495,150
◯ 예비대학 프로그램 추진: 4,600,000
◯ 2편의 논문게재료: 620,000
◯ 전문가 자문료: 학술대회 토론자 사례 및
연구관련 자문(7회) 1,100,000 + 「북한 의료현장 의
사소통 및 기본간호」자문 500,000 = 1,600,000
◯ 행사 관련 도우미 사례: 200,000

연구개발비

3,020,000

3,020,000 ◯ 면담 관련: 대상자 면담사례/면담시 필요한

사무용품구매 350,000
◯ 녹취사례비: 13시간(5일)*1인 = 130,000
◯ 국외여비 항공권수수료: 30,000
◯ 책자 개발을 위한 도서 구매: 45,000*2권
= 90,000

계

30,000,000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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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평가
o 사업의 적절성
- 세부과제1: 통일 한국에서 남북한 건강격차 감소를 위한 일차보건의료 제
공의 핵심이 될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 아래 1차
년도(‘18년) 북한지역 일차간호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 연구 사업에 이
어 2차 년도(‘19년)에는 북한 간호인력 양성체계를 분석하여 통일 후 간호
교육체계의 기본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체계성과
적절성이 인정됨.
- 세부과제2: 지금까지 대학생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북한이탈학생들
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러
한 사업의 성과는 통일기반구축 사업의 취지에 매우 적합함.

o 사업의 효율성
- 사업에 투입된 비용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학술적 성과가 높고, 통일 대비
간호정책을 다수 도출하였으며, 학회 창립, 학술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네트
워크 구축, 북한이탈 예비대학생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간호계가 통일을 준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으므로 효율성이 매우 높
음.

o 사업의 영향력
- 통일 이후 북한 간호인력과 남한 간호장교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
언을 최초로 도출하였으며, 북한 간호인력 활용의 효과성을 높이고 향후 남
북한 간호체계 통합을 위한 교육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통일 준비 방안의 구
체성을 한 단계 높임.
- 대학생활 적응과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높은
수요도와 기대를 확인하고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사업의 결과를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학계에 발표함으로써 간호계의 관
심을 촉구하고 통일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함.

o 사업의 발전가능성
- 통일 한국의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인력의 활용 필요성이 매우 높고 이를
위한 준비가 시급함에도 그동안 간호를 중심으로 한 통일 담론은 이루어진
적이 없음.
- 본 사업은 간호인력에 대한 정책연구와 북한이탈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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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간호를 통일준비의 중심으로 이끌어 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지금까지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된 정책 과제 해결 위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그 효과는 매
우 클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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