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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간호 인력은 안정적 의료체계 구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

금까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시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 인력과 관련

한 연구에서는 간호 인력을 비중 있게 다룬 연구가 거의 없었다. 또한 간호

체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간호사가 아닌 의료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간

호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함께 재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북한의 간호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현황

을 조사하여 간호교육체계 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이론 및 우리나라 대북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분석하여

간호교육체계 통합의 기본방향을 도출하였다. 공개된 문헌자료 분석과 재북

간호사 및 남한의 간호교육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

시하여 분석의 틀에 따라 북한의 간호교육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통일단계별 간호교육체계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조사는 공개된 통계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의 간호교육

체계 현황 및 통합사례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면담에 사용할 조사지를

구성하였다. 면담대상자는 하나원 등의 기관에 접촉하여 자격요건에 부합되

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8인을 선정하였다. 면담은 2∼3회 실시하였으며, 면

담 내용은 녹취 후 필사하여 주요내용을 정리하였다. 3차면담에서 실시한

간호인력 직무조사는 면담을 병행하였으며 통계적 접근을 배제하고 남북한

간호행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북한 간호교육기관의 학제는 0.5∼2년으로 다양하며, 주체사상을 바탕으

로 간호사를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간호 관련 전공

과목 보다 정치사상과목 편성에 큰 비중을 두며, 고려의학의 필수적 편성,

라틴어 기반의 용어 사용, 선택과목의 부재, 의학 분류체계에 기초한 교과

목명, 강제노동력 동원기간 편성 등이 특징이다. 이론교육과 임상교육이 함

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남한과 유사하지만 학사일정이 매우 유동적이며,

간호학을 학문이라기보다는 직업교육의 한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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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한과 차이가 있다. 교과서 등 학습 자료가 획일적이며 교사(학교의 건

물) 및 교육시설이 남한에 비하여 열악하였다. 간호학 전공자가 아닌 의료

인이 간호학 전공과목의 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북한 간호교육행정체계는

노동당 중심의 중앙집권체제이며, 지방교육행정제도에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통합되어 있다. 북한의 학교풍토는 권위주의적인 교원과 교원 중심

의 주입식 학습방법이 특징이다. 간호 관련 제도에서 북한의 간호사는 보건

성으로부터 면허가 아닌 자격을 발급받는다. 직무에서는 간호과정(nursing

process)과 같은 간호사의 독자적 사고체계 부재, 윤리적 인식 부족, 환자교

육에 참여하지 않는 것, 급성기 병원 간호사의 왕진업무 등이 남한과의 차

이점이었으며, 남한의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일치하는 항목이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상호이해와 지원, 교류와 협력을 간호교육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선린관계 모델(Good-neighborly relations model)’을 제

시하였다. 이는 남한과 북한이 존경과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를 돕는 ‘좋은

이웃’이 되어 통일을 넘어 지정한 통합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간호교육체

계의 통합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철

저한 배제를 기본으로 하되 문화적 측면에서는 수용적일 필요가 있으며, 간

호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남한의 주도적 역할 가운데 서로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이 바탕 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3단계 통합방식에 따라 단계별 통합방안을 제시하였

다. ‘화해와 협력단계’에서 남북한 간호학계의 교류의 장 형성과 현황분석,

간호교육 인재양성, 예산 및 인프라 확보와 물질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 동

시에 간호교육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간호교육 제도, 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연합단계’는 부분적 연합시기와 전면

적 연합시기로 구분하여 점진적 통합을 추구한다. 이 시기에는 과도기적 간

호교육 및 보건의료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제도의 수정보완을 통

해 남한교육체제 적용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개발

된 프로그램 및 제도는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점진

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인적·물질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인프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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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에 힘써야 한다.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통합된 간호교육 및 보건의료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통합된 간호교육체계를 유지하며, 나아가 지속적인 남

북한 협력을 통해 간호학의 학문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남북한 간호교육체계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격차의 정도를 정확

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향후,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북한의 간호교육제

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합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북한, 간호교육체계, 통일, 통합방안

학 번 : 2010-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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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의 대북 통일 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통일을 넘어서 통합으로’이다(전성훈, 2013). 그러나 70년 동안 지속된 남

한과 북한의 분단 상황과 상호간의 대립은 통일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통일을 넘어 진정한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분

야의 문제를 최소화 하고 통일 한국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실제적인 방향

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2월 통일원에서 4년 여간 진행되었던 통일대계 연구 남북

한의 통일 마스터플랜을 종합하였다. 법 제도를 비롯하여 정치와 행정, 경

제, 사회 등 분야별 통일대비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및 인력

양성 분야에 대한 국내 과제도 논하였다. 그 중 인력양성 분야의 목표는

통일대비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으로 추진 방향으로 단계별 인력양성,

전문적, 다각적, 실용적 인력양성, 통일대비전문가 양성 및 활용, 인력수요

예측 및 기본 방향 설정,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본계획수립, 육성 기관 및

예산 확보, 육성프로그램 작성, 육성 시스템 구축, 평가 및 재교육 등에 대

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통합방안을

구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박형중과 이승열, 2013).

이와 함께 2013년 6월에 개최된 제1회 남북한 전문가 포럼에서는 통일

후 첫 과제는 보건의료 인력 통합이라고 피력하였다. 더불어 남북한의 격

차가 존재하므로 보건의료인력 선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재교육 방안

등을 포함한 점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청년의사신문, 2013). 남북한이 분단이 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남북한의 통합에 대한 연구의 흐름이 통합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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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통합의 방안을 제시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는 인간의 기본권인 건강권의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국가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보건의료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되

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건의료 인력

이다(박보현, 2012).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가운데 간호 인력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4시간 입원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간호인력 확보는 안정적인 의료체계 구축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보건복

지통계연보, 2010). 남북한의 통일을 넘어 보건의료 분야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간호 인력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호교육체계와

남북한 간호교육체계의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지금까지의 연구와 같이 통합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 파악 및 보건의료분야

의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북한의 보건

의료제도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 연구(문옥륜, 1989; 문옥륜 등, 1989; 문

옥륜, 1992a; 문옥륜, 2001; 이성봉, 2009)와 남북한의 보건의료제도를 비교

한 연구(변종화 등, 1989; 변종화 등, 1998; 임경순, 2001)와 같이 보건의료

제도 전체를 조망하는 연구를 비롯하여 북한의 의학교육제도와 같이 보건

의료 인력의 양성 제도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북한의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나아가 남북한의 보건의료제

도의 통합방안 및 전략에 대한 연구(문옥륜, 1998; 이만우, 2004; 황나미

등, 2007; 이상영 등, 2008)가 진행되면서 통일과정에서 보건의료 분야 통

합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통합의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

구들은 보건의료제도와 의학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

대부분이며, 시대별 간호교육기관의 변천과정을 반영하지 않고 재인용을

반복하면서 간호교육기관의 명칭 및 학제 등과 관련하여 간호교육체계의

현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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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 제도를 포함하여 간호제도와 관련하여 박윤재 등(1998), 신경

림(2001), 이꽃메(2001), 최명애 등(2008)의 연구가 있었는데 의학교육 및

보건의료제도의 연구들과 같이 공개된 문헌자료와 북한이탈주민의 면담을

통해 북한의 간호제도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들

에서 선정한 면담 대상자는 ‘재북 조산사’ 또는 ‘준의’였으며 간호교육기관

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간호사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었다. 북한의 의료인 양성체계는 남한과 상당한 차

이가 있는데 특히 조산사의 경우 남한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련

의 과정을 이수한 후 조산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양

성기관에 입학하는 단계에서부터 간호사와 조산사가 다른 직군으로 구별

되어 교육과정과 학제가 다르게 운영된다. 그러므로 북한의 간호교육 현황

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의 간호교육제도와 임상경험을 가

진 ‘재북 간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북통일정책과 통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남

북한 간호교육체계 통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문헌조사와 재북 간호사

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북한의 간호교육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간

호교육체계의 통일단계별 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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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에 걸친 연구의 틀에 기초하여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합이론 및 우리나라 대북통일정책의 기본방향 즉, 보건의

료분야 및 인력양성에 대한 통일대비 목표 및 정책의 방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교육체계 통합의 기본방향을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문헌탐색을 기초로 북한의 교육체계, 보건의료체계 및 간호

인력 교육현황을 분석하고 독일의 통합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면담조사를 통

해 북한의 간호인력 교육체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3단계에서는 통합이론, 우리나라 대북 통일 정책의 방향, 선행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한국의 간호인력 통합 방향을 설정하고 통일단계별 간호교육

체계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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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5년 7월 6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에 대

한 승인을 통보받았으며, 면담조사를 통한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8월 14

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조사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공개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서술적 접근법

(descriptive)을 사용하였다. 통합이론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고찰하여

남한과 북한의 간호교육 통합의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통일부,

국정원, WHO, 보건복지부, 통일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등으로부터 북한과 관련한 통계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수집하여 북한

의 일반적인 교육체계, 간호교육체계 및 보건의료체계의 현황을 조사하고

남한과 북한의 교육체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면담에

사용할 질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의 백서와 정부부처에서 발

간된 공식 보고서 및 관련 논문을 바탕으로 독일의 교육체계 및 보건의료

체계 통합사례를 분석하여 남북한 간호교육 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2. 북한 이탈주민 면담 조사

문헌연구의 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의 간호교육체계 현황과 관련

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구성한 질문을 바탕으로 실시하여 면담과정

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다. 면담은 면담대상자

중 남한의 간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만 가진 북한이탈주민의 경

우는 2회, 남한의 간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과 동시에 재북 간호

사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는 3회에 걸쳐 실시하였

다. 면담 대상자의 모집 및 면담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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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방법

① 면담대상자의 모집

면담 대상자의 모집을 위해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NK지식연대, 통일연

구원, 북한대학교대학원, 하나센터 등의 기관에 전화 및 직접 방문 등을 통

해 협조를 요청한 후 연구내용을 확인받아 기관의 동의를 얻고 모집문건

을 기관에 게시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모집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눈덩이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추가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가

소속된 단체의 구성원 중 참여의사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자로 모집

하였다.

위의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를 포함하여 지원자는 총 21인으로

이들 중 모집요건을 만족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북한이탈주민 8인을 최

종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모집 요건은 재북시 간호사로 근무

하였거나 남한에서 간호교육기관을 통해 간호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북

한이탈주민으로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거나 두 요건 중 하나를 만

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이다.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총 8인 중 두 가

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대상자(무자격 간호사 1인 포함)는 5인, 남한에

서 간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인이었다(표 1).

② 1차면담

1차면담에서는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8인의 북한이탈주민 모두를 대상

으로 남한에서의 간호교육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재북 간호사였던 대상자 5인은 남한에서의 간호교육기관에서의 경

험과 함께 북한의 간호교육기관에서의 경험에 대하여 면담하였다. 남한의

간호교육기관에서의 경험은 진학 전 준비과정,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장벽

에 관한 것이었으며, 북한에서의 간호교육기관에서의 경험은 학제, 교육과

정, 교원제도, 교육행정, 교육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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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차면담

2차면담에서는 8인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과 북한의 교육체

계의 차이점, 통일 과정에서 간호교육체계 통합에 장벽으로 작용할 요소와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1차면담 결과

에서 면담자 간에 상이한 증언을 재확인하였다. 재북 간호사였던 대상자 5

인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북한에서의 임상경험 및 남한과 북한의 임상환경

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④ 3차면담

3차면담은 재북 간호사였던 이탈주민 중 재북시 근무지가 병원 또는 진

료소였던 4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된 면담내용은 북한 간호사의 직

무였으며, 간호사의 직무는 결과 정리 및 남한과 북한 간호사의 역할차이

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남한의 간호사 직무명세서와 간호조무사 직무명세

서를 일부 수정하여 수행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비고란을 두어 남한과 북

한의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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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

별

재북시 최종 학력

(출신학교)
재학기간 재북시 근무시 근무기간

남한간호교육기관경험

(남한 학력인정)

1 F
OO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
1990년대

OO광산병원/

OO군단병원
1990년대

간호조무학원

(간호대학졸업인정)

2 F
OO군

간호원 학교
2000년대 OO군병원 2010년대

간호대학 2학년재학

(전문대졸업인정)

3 F OO의사재교육대학 1990년대
OO동

종합진료소

1990년대∼

2000년대

간호조무학원

(전문대졸업인정)

4 F
OO 간호원학교

OO군 분교
2000년대

OO리

인민병원
2000년대

간호대학 1학년재학

(전문대졸업인정)

5 F OO중등학원 2000년대

OO중등학원내

진료소

(무자격 간호사)

2000년대
간호대학 4학년재학

(고졸인정)

6 F OO고등중학교
1990∼

2000년대
광산 2000년대

간호대학 4학년재학

(고졸인정)

7 F OO 고등기계전문학교 2000년대 공장
2000∼

2010년대

간호대학 4학년재학

(전문대졸인정)

8 F OO고등중학교 2010년대 학생 -
간호대학 2학년재학

(중졸인정)

표 1. 면담대상자 명단

주) 1∼5번 면담대상자는 재북 간호사 였음(5번은 무자격 간호사)

2) 분석방법

① 1차면담 조사결과 분석

1차면담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면담할 내용을 대상자에게도 제공하였

다. 면담 과정에서 조사된 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취를 병행하였

으며, 녹취된 내용을 연구자가 반복하여 들으며 필사하여 주요내용을 정리

하였다. 면담대상자 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2차면담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정리하여 2차면담에 사용할 면담 질

문을 구성하였다. 2차면담에서의 면담 질문은【부록1】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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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면담 조사결과 분석

2차면담은 1차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상세하게 북한의 간호교육 및

남한의 간호교육체계 적응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1차면담 내용 중

북한의 간호교육제도와 관련하여 면담 대상자 간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면담내용은 1차면담과 동일하게 녹취를 병행하였으며, 연구

자가 필사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필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

간호사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남한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명세서를 바탕으로 3차 면담

조사에 사용할 별도의 조사지를 구성하였으며 IRB의 승인을 받았다.

③ 3차면담 조사결과 분석

3차면담은 2차면담에서 북한의 간호사의 역할이 남한의 간호사보다 남

한의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유사하다는 재북 간호사의 증언을 검증하고 남

한과 북한 간호사의 업무상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남한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직무명세서를 일부 수정하여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수행 빈

도를 조사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조사된 수행 빈도의 의미를

통계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남한의 간호 인력의 직

무명세서에 명시된 간호업무가 남한의 의료기관에서 수행된다는 가정 하

에 북한에서는 해당 간호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하는지 수행하지 않는지를

단순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산출된 점수는【부록2】와 【부록3】에 수

록하였다. 평균점수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2점인 경우는

남한에서는 간호사가 수행하지만 북한에서는 전혀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

주체가 다른 것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5점인 경우는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북한에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인 것으로 분석하

였다.

또한 남한의 간호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직무명세서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하여 면담을 병행하여 행위의 주체가 다른 것 등 남한의 상황과 비교

했을 때 차이점이 있는 경우와 직무명세서가 포함하지 않는 북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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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3차면담

의 대상자는 재북시 근무지가 진료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이었던 4인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녹취를 병행하여 조사지에 응답한 내용과 함께 분석하였

다.

3차면담에서 조사된 북한 간호사의 업무빈도는 통계적 제약을 가진다

는 것과 함께 조사 대상자의 근무지의 규모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

에서 간호사의 업무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간호 행위 주체의

차이, 남한 간호 인력의 업무명세서에 없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 등 남

북한 간호 인력의 업무 내용 및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

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3. 윤리적 고려

1)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내

용에 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

지 중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3) 자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녹취 및 필사된 자료는 문서 및

CD의 형태로 연구자 개인 연구실에 보관하여 연구자만 열람 가능하

도록 하였으며, 연구자 단독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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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통합이론

1. 통합의 기본개념

통합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통합의 의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합은 한 공동체 내부에서 갈등상태에 있는 각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일관성 있는 통일체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각기 상이한 행위자들이

상호의존적이고 협력적인 소통을 증대하여 보편적 질서와 새로운 통일체

를 형성하므로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다(박종철 등, 2013). 즉, 통합은 개

별적인 요소들이 보편적인 질서 아래 상호 연계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단일체를 구성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과 원리를 다양

한 시각으로 설명한 것이 통합이론이다.

2. 체제통합의 이론

통합이론이 유럽의 통합과정에 적용되면서 한반도 통일방안에서도 이론

적 근거로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통합이론이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그대

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럽은 공통의 문화와 지리적인 근접성이라

는 특성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국가별 주권을 인정하는 개별

적 국민국가(Nation-state)간 통합을 추구한다. 그러나 한반도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일 국민국가 내 합법적 정부와 실질적 정부 간의 결합이며, 통합

의 조건에 있어서도 남한과 북한은 오랜 기간의 역사적·이념적 대립으로

공동체 형성이 전제되지 못하므로 유럽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국가의 상호의존이 전제되는 데에 반하여 남북한은 각 국가의

대표성과 정통성 계승을 중요시하므로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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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비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기간 정치 및 제도적 단일 대표

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통합이론을 그대로 남북한의 통일과정

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김규륜 등, 2012).

그러나 통합이론은 통일방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로

서 다루어져왔으며 또한 본 연구가 정치적 접근을 배제하고 간호교육체계

의 통합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럽의 통합에 적용되었던 통합이론에서 다

루고 있는 변수 및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통합이론은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연방주의가

대표적이다.

1) 기능주의(Functionalism)

기능주의는 비정치적 영역, 즉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분야에서 국제적

활동을 통해 평화체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유럽의 통합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 기능주의 대표학자 데이비드 미트라니(David Mitrany)

는 ‘기술적·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지역적·국제적 협력과 통합이 점

차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 간 공통이익의 존재가 전제된다고 하였

다. 비정치적 행위자가 중심이 되어 공통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 간

의 기능적 결합에서 나아가 국가의 소멸을 통한 세계평화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국제기구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갈등을 야기하는 민족국가 또는

연방주의의 지역성을 극복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질

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체제를 형성해야하며 그 방법

이 바로 공동의 이익을 전제로 한 기능적 통합인 것이다(Mitrany, 1966).

즉, 갈등이 필연적인 정치통합에 우선하여 국민의 복지 등의 필요를 충족하

기 위하여 기술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술영역에서의 교류 확대, 국제기

구의 설치 등을 통해 국가 간의 협력을 이룬다면 이러한 협력이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1972년 김용식 외무장관이 주장한 ‘통일을 위한 3단계 접근방법’, 1978

년 박정희 대통령의 ‘남북한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결성’(이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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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992; 허문영 등, 2010 재인용) 그리고 역대 정부가 주창하고 현 정부

가 계승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점진

론적 통합방안에 입각하여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허문영 등, 2010; 통

일부 2015). 그러나 기능주의는 국가지도자와 정부의 역할을 무시한다는

점, 정치, 경제, 기술 분야의 분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동질적인 문화를

가진 유럽국가 외 이질적 문화를 가지는 타 국가에 적용이 어렵다는 점 등

의 한계를 가진다(한만길 등, 2012; 허문영 등, 2010).

기능주의는 탈국가중심적 통합이론으로 통합의 전제가 ‘평화’이다. 남한

과 북한도 평화를 추구하지만, 기능주의가 남한과 북한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는 이유는 남한과 북한이 매우 이질적인 정치

및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70년간의 분단 상황 가운데 쌓아온 서로에

대한 불신이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의 통합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평화체제

가 구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비정치적 영역의 협력을 통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시도가 필요하다.

2)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신기능주의를 기능주의와 구별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 두 가지 개념이란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와 ‘자동적 정치화(automatic politicalization)’로서 파급효과는 어느

한 분야에서 협력은 다른 분야에서 협력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며, 자동적

정치화는 경제적 협력이 정치라는 질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의 협력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스트 하아스(Ernst B. Haas)는 통합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현상

이라고 정의하였다(Haas, 1997). 신기능주의는 행위자와 과정에 초점을 맞

추고 의도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능적 영역을 선택하여 통

합을 시도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주의와 명맥을 같이하

지만 기능주의에서는 파급효과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는 반면 신기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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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파급효과는 정치적인 의지(political will)를 전제로 한다는 점 즉,

경제·기능적 협력과정이 정치와 분리될 수 없으며 통합은 이익단체, 정당,

정부, 국제기구에서 국가지도자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

이 차이점이다.

신기능주의는 기술 분야 등의 비정치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을 분리할

수 없으며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과 의도적인 국제기구의 창설을 통합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이론으로, 경제적 통합이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

을 가능성을 배제한 점, 동질적인 문화를 가진 유럽국가의 특수성을 고려

하지 않은 점, 국제기구가 국가와 같은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상 비현실적인 주장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김학노,

1999; 허문영 등 2010).

3) 연방주의(Federalism)

연방주의는 전통적인 정치적 접근에 의한 통합을 강조한 통합이론으로

서 국제정치체제에서 국가 간 권력투쟁을 통제할 수 있는 초국가적 중앙

정부를 설립하여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방주의

는 언어, 문화나 지리적 인접성 등과 같은 공동의 특성을 가지지만 정치적

으로 별개의 단위체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합방식

이다. 국가별 주권 포기 즉, 국가정부제도가 해체되면서 공동의 군사, 경찰

및 사법제도 등을 포함하는 연방기구와 같은 초국가적 제도를 수립하여

나가므로 통합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지방정부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배분 등에 관

련한 제도적 복잡성 및 고도의 운영기술이 요구되는 통합방식으로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종속되지 않은 채 동등해야 하며, 상호 독립적인 권

력 분배와 두 정부의 국민에 대한 직접적 지배 등 ‘권력분립’이 전제되어야

한다(정지웅,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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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방주의는 급격한 정치적 타결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영역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점진적 통합을 강조하는 기능주의나 신기능주의와 구별되는 통합이론으로

북한 통일정책의 주요 이론적 기초가 되어왔다(공용득, 2006). 연방제가 다

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통일성을 유지하는 제도이며 미국 등과 같은 국

가에서 효율성을 입증하기도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남북한은 동일한 체제

에서 통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보완이 필요하다(황병덕, 1994). 다시 말해

연방주의 통합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능주의적 상호보완 및 공동의

통일이념 공유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허문영, 2010).

국가중심적 통합이론인 연방주의 이론은 통합을 위해서 ‘수요요인’ 즉,

이익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요요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남과 북이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유효하지 못하다. 즉, 연방주의적 이

론을 바탕으로 볼 때 통합은 정치적 산물로서 서로의 신뢰관계 회복을 통

한 평화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조민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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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우리나라 대북 통일정책

1. 기본방향

우리나라의 통일 기본방향은 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의 통일철학은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자주, 평화, 민주적 통일을 원칙으로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민주국가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시기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처음 제시되어,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

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보완하여 발전되었다(통일부 홈페이지, 2015). 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

하여 자주, 평화, 민주의 통일원칙 아래 자유와 복지·인간존엄이 구현되는

선진민주국가 건설을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정하고 점진적, 평화적 통일

방식을 추구한다.

통일의 과정은 3단계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그림 2).

출처 : 통일부(2015) 박근혜 정부의 통일 구상

그림 2. 대한민국 통일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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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2015)에서 제시하는 통일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해협력

단계’는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신회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남북

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화해협력단계’는 현시점을

포함하며 이해와 지원의 원칙을 바탕으로 통합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관계 형성의 채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서로

의 이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원을 통한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분야별 통합을 위한 제반사항의 준비를 위하여 현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남북 연합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남북연합단계’는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복원하고 남북공동기구에서

정치통합방법 등을 논의하는 단계이다.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

안하여 경제 및 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

정하여 2체제, 2정부체제를 수립한다. 최고결정기구로서 남북정상회의, 집

행기구로서 남북각료회의, 대의기구로서 남북평의회, 지원기구로 공동사무

처 등이 남한과 북한의 공동기구로서 출범하여 하나의 정부를 이루기 위

한 초석을 다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분야별 통합을 위한 방안을 실천하

는 단계로 양측의 체계가 양립하면서 서서히 통합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작하여 전면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단계 즉, 부분적 연합단계와 전면적

연합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한만길 등, 2012).

‘통일국가완성단계’는 통일헌법에 기초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일국회

와 통일정부를 구성하여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수립하는 단계이다.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하여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

일헌법을 확정공포하고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여 우리가 목표하는 1체제 1정부체제를 수립하

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 분야별 통합과정에서 수정 보완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확대 적용하면서 전면적인 통합으로 진입하는 단계를 거쳐

각 분야별 전 영역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통일국가 완성단계’로 진입하

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이 연합하여 새로운 분야별 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통일된 체계가 수립·운영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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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이며 점진적인 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

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한반도 프로세스확립하고 이를 기초로

남한과 북한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남북한의 신뢰 형성을

위한 정책으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며, 균형 있는 접근, 진화하는 대북정책,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원칙으로

세우고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정책추진, 합의 이행을 통한 신뢰형성, 북한

의 올바른 선택 여건 조성, 국민적 신뢰와 국제사회와의 신뢰에 기반 한

통일을 이루고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통일부, 2015).

2. 대북 통일정책과 과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통일정책 및 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 중 통일과 관련한 제반 연

구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비한 대

북 정책과 함께 간호교육체계의 통합방안과 관련이 있는 사회, 교육 및 인

력양성 분야의 과제 및 대북 통일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형중 등(2012)은 통일대계연구에서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 통일 정책의

목표를 평화관리, 신뢰구축, 개혁개방과 변화 욕구를 통한 북한변화 촉진,

대남의존 및 통일열망을 기반으로 한 통일여건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하였다. 평화관리를 위해서는 대북억제

력 강화와 확고한 북한도발불용원칙의 고수, 남북 간 소통채널의 복원과

우발상황관리, 상호체제인정과 비방 및 위협의 중단, 북핵 동결과 단계적

비핵화 진전,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뢰구축

을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다양화, 제도화 하여야 하며, 불신과 반목의 해소

방안을 협의하고 방북인원의 안전보장, 형사협력, 관광재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여건조성 및 지원과 교

류협력, 북한 인권문제의 지속적 제기와 북한사회 내에 외부소식을 전파하

여 변화욕구를 확산시킴으로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야하며, 통일여건 조

성을 위해서 북한경제의 대남의존도가 높아지도록 유도하고 북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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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사회문화적 교류와 접촉을 확대하며 대남 우호심리의 확산 등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하였다.

박종철 등(2011)과 박종철 등(2013)은 통일여건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

제로 통일 이전부터 남북한 간 사회통합이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재정적으로 능력을 상실한 북한을 대신하여 남한이 주도적으로 환경

을 조성해나갈 수밖에 없으며, 북한에서 남한 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변

화가 폭넓게 진행될 것이 예상되므로 통일 이전에 북한주민의 직업에서의

자격조건을 높여 실업율을 줄이고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나

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통합 이후 더 높은 임금노동시장을 찾아 남한으

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북한 주민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시되므로 이에 대

비하여 북한주민에게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학습기회를, 남한주민에게

는 북한의 생산문화 및 조직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늘여야 하며 나아가 국

민의 사회권과 평등을 위한 계층 간 갈등해소와 북한의 성공적인 개혁개

방을 통해 남북한 사회제도의 동질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사회교육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마련을 강조하였다. 인력양성분야에서는 통일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관련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개선, 통일대비 인

력양성 교육의 확산, 통일연구 환경의 개선,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북한 변화단계와 통일 추진단계로 구분하여 전문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인프라 구축을

꼽았으며 또한 각 영역의 특성에 따른 기본방향 설정과 육성기관의 건립,

재원마련과 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축, 양성 인력의 재교육, 평가방법의 마

련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박형중 등(2013)은 인력양성분야 및 사회분야에서의 통합과제를

‘북한변화단계’와 ‘통일추진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인력양성분야의 목

표는 통일대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으로 있어서 공공부문이나 민간

부문공통으로 인력 수요 예측 및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인력 육성 및

활용기본계획 수립(일정, 대상, 내용 등), 육성 기관 및 예산 확보, 육성 프

로그램 작성, 육성 시스템 구축, 평가 및 재교육(보수교육훈련) 등에 대한



- 20 -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단계별로 전문적, 다각적, 실용적 인력을

양성하고, 일반전문가와 고도전문가를 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북한변화단계에서는 공공부문이 우선하여야

하며 행정 관료나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 제도, 정치, 행정 등의 분야에

관하여 관련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북한체제 변화 전략 및 관련 지식을

교육하고 활용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통

일대비 통합인력교육원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의 인

력양성사례를 참조하여 관련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고 수요인력 및 예산관

련 연구와 인프라 구축하여야 함을 통합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분야

통합의 목표는 사회보험 및 복지 분야의 통일대비재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사회통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며 추진방향은 남한 사회복지제도 위주의

통합방안을 지향하며,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복지 재원의 한계를 감

안하여 ‘보편성’과 ‘효율성’의 원칙하에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함을 강조하

였다. 통합을 위한 과제로 북한 변화단계에서는 남한의 재원확충이 우선되

어야 하며 북한의 사회복지 실태를 파악하여 과도기적 사회복지통합모델

을 시험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북한 노동력의 남한 노동시장으로의 단계

적 편입을 지원하고 북한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제고하여야

함을 피력하였다. 통합 추진단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다층화 및 재원확

충을 위한 제도개선 등과 차등적 동질화전략에 따른 노동시장 및 노동조

직의 통합, 북한 노동력 재교육과 특정지역의 노동력 집중화현상 억제, 관

용적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등을 과제로 제안하였다.

박종철 등(2013)은 이러한 통합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갈등과 관련하여

독일, 홍콩, 남아공, 북아일랜드의 사례의 갈등양상을 분석하고 갈등해소

의 기본방향을 제안하였다. 독일은 동서독 주민간의 오씨-베씨 갈등, 민주

주의와 시장경제로 편입된 동독 주민의 정체성 갈등이 주된 양상으로 이

를 극복하기 위하여 20년간 지속적 정체교육을 실시하여 동서독 주민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서독의 교육계와 시민사회에서도 동독의 문화를 인정

하는 공존화 전략을 추구함으로 극복하였다. 홍콩은 인적교류와 이주급증

으로 홍콩인과 중국인의 사회적 갈등이 가시화되고, 홍콩원정출산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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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입으로 인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국양제

로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고유의 제도와 관습을 인정하는 제도적 자

치를 인정하므로 갈등을 해소하였다. 남아공은 빈곤, 실업, 부패 등으로 인

한 사회적 갈등 확산, 빈체제 저항세력의 조직적 범죄단체로의 전환, 공교

육에 대한 접근성 차이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종, 종족적 정

체성과 국가정체성형성의 균형을 이루고 언어와 문화의 선택권을 보장하

며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을 개방하여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발전에 기여하

였다. 마지막으로 북아일랜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회 간의 차별인

식, 정체성 갈등의 폭력적 표출 등이 갈등의 원인으로 사회집단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사회적 차별을 철폐

하고 통합교육을 지원하며 종교적 접근에서 벗어나 객관적 문제이해를 위

해 여론조사, 자료 및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줄여

나갔다. 여러 국가의 갈등 상황과 그 해결방안을 살펴볼 때 갈등의 원인은

다르지만 서로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양상을 통해서 남북통합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양상을 예상해볼 수 있다. 경제적 수준 및 이

데올로기적 차이로 인한 갈등 가운데 동질성 회복 및 서로간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기구의 설립 등은 간호교육체계

통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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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북한의 교육체계

1. 북한의 교육체계

1) 북한의 교육정책

① 북한의 교육관련 법령

북한의 교육 정책 시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령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이다. 사회주의 교육

에 관한 태제는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원리를 포함한 전반에 대한 내용(교

육내용, 제도,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을 포함한 5장으로 구성되어 있

다. 교육법은 6장 5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교육법은 6장 53조로 구성

되어 교육정책 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을 포함한 대학교육의 교육정책 시행에 관한 법령은 고등교육

법으로서 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0367호에 의

해 채택되었다. 고등교육법은 인재양성을 위한 특별 수재 교육을 강조(9

장)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고등교육법의 기본, 고등교육의 실시, 고등교육

기관의 조직, 고등교육일군과 학생,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의 조직, 고

등교육사업의 조건 보장,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등 총 7장 68조

로 구성되어 있다(통일부, 2014).

② 교육목표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헌법(1972) 제43조에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

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명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통일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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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북한의 교육정책은 개인의 자아성취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사회주

의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를 양성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이재근, 2002).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북한의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루

는 내용은 정치사상, 과학기술, 체육 등인데 그 가운데 김정일과 김정일의

혁명역사(최근에는 김정숙의 혁명역사를 포함)라는 과목을 통해 그들의

혁명 활동을 학습시키는 정치사상 교육이 모든 교육에 우선한다(통일부,

2014).

③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표방하는 보건의료제도와 맥락을 같이하여 전반

적 무료의무교육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반적 의무교육은 유치원

1년을 포함하여 소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으로 11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학습에 필요한 교재

는 학생 개인소장이 아닌 학교에 비치된 교재로 공부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마저도 없이 교수의 판서에 의존해 공부하는 것이 현실임을 북한이탈주

민의 증언이었다. 이로서 북한의 무상의무교육은 유명무실하며 총체적 위

기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통일부, 2014).

북한의 간호교육기관의 경우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등록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뇌물 등 다른 방법으로 교원에게 인사를 하

는 등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무료로 교육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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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교육행정

① 북한의 교육행정체계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는 당, 내각, 학교로 구성되는 3원 구조에 기초하

고 있다(그림 3). 당은 감독과 지시를 하고, 내각은 당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교육정책을 구체화해 관장하며, 학교는 교육을 실시한다(통일부,

2014).

출처) 통일부(2014). 북한이해, p.235.

그림 3. 북한의 교육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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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북한의 고등교육체계와 운영

북한에서의 고등 교육은 1946년 9월 1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김

일성종합대학 설립결정을 필두로 6·25 전쟁 후 3개년 복구 건설기(1954∼

1956)에 정치·경제 분야 대학 신설, 1957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기간에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의 확장, 1960년에 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자 확보

를 위한 공장대학과 야간대학설립과 제1차 7개년 계획(1961∼1970) 기간

에 공장대학 증설,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 기간에 소규모 공장대학,

통신대학, 전문학교 증설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통

일부, 2014).

현재 북한에서 운영되는 고등교육의 학제는 기술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고등전문학교(2∼3년), 단과대학(3∼4년), 대학(4∼6년), 대학 졸업 후 박사

원(2∼3년)의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학교나 학부의 성격에 따라 다

양한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기술인력을 조기 배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축소와 학과의 축소 등 교육과정의 재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간호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정책이 반영되고 있다.

북한의 대학 진학은 대학 추천을 위한 예비시험(남한의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해당)과 도별 각 대학의 본시험(대학별 본고사)를 거쳐 이루어진

다. 대학의 모집인원은 내각 교육위원회가 도 별로 각 대학에 할당해주고,

시·군 인민위원회의 대학 모집과는 도에서 할당한 인원수를 바탕으로 학

생에게 시험자격을 준다(통일부, 2014).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예비시험을 통해 추천을 받아 대학의 본시험을

합격한 학생을 ‘직통생’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학생은 성적 우수생일 뿐

만 아니라 출신성분이 좋은 학생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통일부,

2014).

또한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현

직생’이라고 하며, ‘군복무자’ 중에도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고등교육

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즉 고등교육기관의 입학 자격은 고

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시험에 응시하여 입학하는 ‘직통생’,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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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현장경험을 가지고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여 입학하는

‘현직생’, 군복무중 추천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는 ‘군복무자’의 세 가지 전

형으로 나뉘다고 할 수 있다(북한이탈주민증언).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위한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예비시험 성적이 우

선하기는 하나 학교를 다니기 위해 감당해야 할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

야 하기 때문에 당 간부 등 권력층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사례

가 많다(통일부, 2014).

출처) 통일부(2014). 2014 북한이해, p.239.

그림 4. 북한의 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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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직업교육

① 북한의 직업훈련 정책

북한은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특히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즉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근거

하여 주체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육에 있어

개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보다는 당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러

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북한의 교육체계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노동과 병

행하는 교육체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노동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는 공

장 부설의 공장대학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모든 직업분야

에 대하여 통신교육과 야간교육을 설치하여 기술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통신교육은 북한의 통신장비나 전력

관련 현황(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등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이해하는 통

신장비를 통한 교육으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상교육이며, 기술교육은 정치사상교육을 통한 혁

명화의 수단임을 강조한다.

② 성인 직업훈련기관

북한 교육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라고

부르는 생산교육으로 이는 노동자와 농민이 생산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형태로 교육제도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북한의 직업훈련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시작되며 행정적으로

는 교육성 고등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

의 종류는 독립된 교육기관의 형태, 직장 내 직업교육기관(공장고등전문학

교,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 통신교육기관(각 대학의 통신학부, TV

대학 등)이 있다. 북한의 직업교육의 특징은 별도의 실습장을 마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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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것, 노동자의 생산현장 이탈 방지, 지역에서 필요

한 생산인력을 그 지역에서 충원하는 것, 교육기회의 대도시 집중 방지로

요약할 수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2. 교육체계 통합에 관한 선행연구

한만길, 김형찬, 최영표 등(2001)은 평화공존체제 하에서의 남북 교육통

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제도의 통합은 남북한 교육제도의 상이성으로

인해 비정치적인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교류 협력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직업교육부문이 우선하여 기능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강조

하였다. 교육과정의 통합은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며 갈등이나 충돌의 요소가 적은 비이념지향적 교과(컴퓨터, 수학,

과학, 예술, 체육, 국어)에서 민감한 가치영역을 다루는 이념지향적 교과

(도덕, 사회, 역사 등)의 통합을 시도해야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행정의 통합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실정 파악 등을

위하여 남한이 주도하는 교육행정체제라고 해서 행정기구 구성원을 남한

의 교육행정요원으로 충원해서는 안 됨을 주장하였다.

한만길, 윤종혁, 이정규 (2001)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하여 북한 교

육의 현실적인 여건과 변화 동향을 파악하였다.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

혁명 인재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학생은 사회주의 이념에 투철한 인간

으로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북한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교육

여건은 매우 열악하여 학교의 교육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에 어려운 상황

이며 이러한 가운데 획일적 교육방법, 열악한 교육여건 그리고 교육기회의

제한 등으로 남한의 교육상황과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밝혔다.

이향규(2003)는 남북한의 교육제도를 통합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남북

한의 교육제도의 문제점 즉, 남한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북한의 경제

난으로 인한 교육의 황페화와 정보통신 인프라의 부족 등을 해결해야함을

지적하였으며, 교육제도 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경제적 수준 격차

해소, 정치적 외부의 압력에 대한 유연한 대처능력 함양 그리고 각 사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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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의 공존 능력 함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만길 등(2012)은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방안 연구에서 교육통합에

관한 이론적 탐색과 함께 민주주의에 기초한 보편적 가치 추구, 점진적 통

합, 남북한 교육체제의 장점 수용과 문제점 극복, 남북한의 ‘사회통합’, ‘주

민통합’강조,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배제와 사회 고유의 가치 인정, 과정으

로서의 교육통합의 중요성이라는 교육통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또

한 남북한 교육통합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통하여 학교제도, 교육과

정 및 내용, 교원제도, 교육행정체계, 교육문화의 5개 영역으로 교육통합방

안 및 통합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3. 독일의 교육 통합

1989년 11월 9일 동독공산당 대변인의 “역사적인 말실수”에 의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동독이 서독에 스스로 편입하는 방식의 독일 대

통합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상황을 우리의 분단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는 없으나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통합방안을 구성하는데 큰 영

감을 줄 수 있다(김영희, 2009)

독일의 교육제도의 특성은 직업계와 인문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복선

형 학제로 조기에 학생의 진로가 결정된다는 것과 일관성 있는 직업훈련,

계속교육으로 설명할 수 있다(Dybowski, 2014; 강구섭, 2012). 독일 통일

과정에서 교육제도통합의 특징은 구서독의 제도가 그대로 이식되어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등이 서독으로부터 전적으로 동독에 보급되었다는 것이다.

강구섭(2012)은 학제, 교육과정, 교사 재임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독일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 연구를 통해 교육체제 통합은 학제, 교육과정 동

독교사 재임용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서독 교육체제가

급박하게 이식되는 방식으로 교육통합이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례하였으며 이는 교육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체제 통합을

위한 논의 구조 및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실제적 환경을 확보하는데 실패

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즉, 남북 교육체제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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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통합과정에서 남한의 주도적 역할을 피할 수

없다하더라도 남한의 일방적 주도가 아니라 북한이 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체제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김동훈(2011)은 독일의 교육통합과정이 단기간 내에 서독체제의 일방적

인 이식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구동독지역에서 있었던 새로운 민주적 학교

를 건설하려던 시도들이 대부분 좌절되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

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의 장벽’ 즉 지역주민의 의사를 고

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독의 제도를 이식하는 방식의 교육통합과정에 대

한 불만과 실망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사회문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와 주민들의 의사와 필요를 고려한 교육통합과정을 설

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병준(1999)은 독일의 급진적 통일방식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문

제점을 제기하였다. 독일은 급진적인 통합방안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대량

실업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독일 정부는 실업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직업교육훈련에

큰 역할을 했던 동독의 기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서독식의 이원체계(dual

system)을 운영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실습 제공처가 급감하였다. 이러

한 상황에서 동독에서 급증하는 사설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인해 동서독

의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격차가 더욱 커졌다. 직업교육훈련 분야가 공업-

기술부문으로 편중되어 서비스업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

고 있으며 교원연수교육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단기간에

일방적인 서독식 직업교육훈련모델 도입으로 인해 서독식 교육훈련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직업교육훈련교사로 인한 교육의 질적 문제가 제기되었음

을 지적하였다.

김영길 등(1997)은 독일 통일 이후 각 분야의 언어통합의 중요성에 대하

여 강조하였다. 통일 이후 서독사회를 모델로 삼아 사회가 변화하면서 동

독 주민들은 많은 어휘를 습득하였으나 내적 통합과정 가운데 서독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의사소통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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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인의 잘못된 태도와 동서독 상호간의 부정적 평가 그리고 의사소통규칙

의 차이임이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어느 한 쪽의 언어코드가 유일한 답이라는 접근방식

을 버려야 하며 서로간의 언어적 차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내적통합에 기

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상민(2012)은 보건의료 통합과정 가운데 의료인 양성체계의 통합과 관

련하여 독일 사례를 분석하였다. 의료인 양성과정에서 격차가 존재하는 우

리의 상황과 달리 독일 대학의 의학교육 전문의 수련과정이 유사하였기

때문에 의사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통일 후 동독의 의료 인력을 서독

식으로 바뀐 의료기관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적었다. 그러나 동독 의사를

폄하하는 문화, 동독의사의 보험 등 새로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낮은 이

해도, 공산주의 체제에 익숙했던 독일 의사의 낮은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의지, 환자에 대한 권위의식 등으로 인해 통일 독일 내에서 여러 가지 갈

등을 야기하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료인 재교육 프로그램

안에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서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남북한 의료인에게 공동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박상민, 2012).

또 하나의 문제로 서독의 학자들은 동서독의 어휘영역 특히 일상 언어보

다는 공적 언어사용에서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였는데(김영길 등,

1997), 남한에서 근무하는 북한출신 의사들도 동일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박상민, 2012). 특히 북한의 의학용어는 러시아어와 라틴어를 기반으

로 하고 있으나 남한은 영어기반의 의학용어 및 약어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언어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독일의 교육통합의 특징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제(제도적) 측면에서 독일 교육통합의 가장 큰 특징은 단

선형 학제를 운영하던 동독에 서독의 복선형 학제를 이식한 것이다. 이는

독일 학생의 학력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서독체제의 대규모 이

식이 반드시 최선을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결과를 초례하므로 양측의 장

단점을 살린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하여야 함과 동시에 학제 차이를 고려

한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교육과정(내용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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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교수법, 교과서, 학교문화 등 동독의 교육과정의 전면적 개편을 시도

하므로 부적용 및 비용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례하였다. 이는 중장기적 계

획 속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념적 내용이 강한 교과는 배제하고

민주주의 가치와 이해를 제고하는 형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과정에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용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함께 북

한 교육이 갖고 있는 내용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개

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교사 재임용과 관련하여서

구 동독교사의 수동적 태도와 자신감 결여,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이전 체제에 대한 높은 충성도 등에 의한 구동독 교사의 부적응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에 대한 적절한 재임요이 요구되며 동시에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재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구동독의 교육제도를 백지화하고 서독의 교육제도와 거의 동일

한 제도를 도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독일의 교육통합방식의 부작용에 대

해 살펴본 연구들이 상당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부작용의 원인이 교육

의 통합과정에서 한 체제의 일방적 이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

므로 남북 간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나 필요를

반영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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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의 틀

교육제도라 함은 교육활동(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

학생, 교원, 교육기관, 교과용 도서, 조직 및 기구 등에 관한 표준은 물론

기준을 총칭하는 개념이다(노종희 등, 1996).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제

도에 대한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한만길 등(2012)은 학제, 교육과정과 내용,

교원제도, 교육행정체계, 교육문화였으며, 강구섭(2012)은 동서독 교육통합

에 대하여 교육체제의 하위요소 가운데 학제, 교육과정, 교사 재임용을 중

심으로 교육체계를 분석하였다. 한만길, 윤종혁, 이정규(2001)는 교육목표,

학교생활, 교육여건(학교규모, 교실환경, 교육경비와 교육물자), 교원의 생

활실태를 교육제도의 하위요소로 정의하였고, 한만길, 김창환, 정영순, 손

계림, 윤종혁(2001)은 교육이념, 학교교육(교육제도,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방법), 고등교육, 성인교육, 교육행정체계를 하위요소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교육제도의 하위요소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제도, 교육과정 및 내용, 교원제도, 교육행정체계, 교육문화와 함께 간

호교육체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면허제도등을 포함하는 간호교육과

련제도의 총 6개 분야를 하위요소로 채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각 하위 요소별 현황분석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학교제도는 간호교육기관의 종류와 교육연한, 학사일정, 입학 및 졸업에

관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목표, 교과편제 및 비중,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내용(이론교육과정, 실습교육과정), 학습자료, 교

사(校舍) 및 교육장비, 평가 대하여 북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교원제도는

교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현황, 교육행정에서는 교육행정기관과 교육행

정의 권한구조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교육문화의 경우는 교육방법(수

업주체, 교수법, 교육용어), 학교풍토(학생참여도, 학생의 자율성, 교수의

권위, 과외활동)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간호교육체계의 특성을 반

영하기 위하여 간호교육과 관련한 제도로서 간호사의 자격(면허)제도, 간

호사 계속교육제도와 급수제도, 자격취득 후 취업분야, 의료기관의 간호인

력 선발기준, 간호인력의 직무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표

2는 분석의 틀과 함께 현황분석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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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현황분석내용

학교제도

· 간호교육기관의 명칭과 학제의 변천과정

· 간호교육기관의 종류

· 학사일정(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 학교)

· 입학요건 및 시험

· 졸업요건 및 시험

교육과정

· 교육목적

· 교과목의 편성 및 비중

· 교육과정의 운영

- 이론교육과정

- 실습교육과정(교내실습, 임상실습)

· 교육내용(이론/실습)

· 학습자료

· 교사(校舍) 및 교육장비

교원제도

· 교원의 자격

· 교원의 역할

· 교원의 양성과 배치

교육행정
· 교육행정기관

· 교육행정의 권한 구조

교육문화

· 교육방법(수업의 주체, 교수법, 교육용어)

· 학교풍토(학생참여도, 학생의 자율성, 교수의 권위,

과외활동)

간호교육 관련 제도

· 간호사의 자격(면허)제도

· 간호사 계속교육제도와 급수제도

· 자격취득 후 취업분야

·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선발기준

· 북한 간호사의 직무

표 2. 간호교육체계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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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북한 간호교육체계 분석

제 1 절 학교제도

1. 간호교육기관 명칭 및 학제의 변천과정

1) 문헌에 나타난 간호교육기관의 명칭 및 학제

간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재북 간호사의 증언에 앞서 지금까지 문헌

에 나타난 간호교육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전

서(1974)에 언급된 간호교육기관의 명칭과 학제 등에 관한 내용에서 시작

하여 이후 출간된 문헌들에서 간호교육기관의 명칭과 학제의 변화과정을

정리하였다.

조사 대상 문헌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문헌은 문옥륜(1989; 1992,

2001)와 변종화(1989; 1993)의 연구였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간호사는 ‘보

건간부학교(2년제)’와 ‘간호학교(1년제)’와 ‘간호원 양성소(1년제)’에서 양

성이 된다고 하였다. 단, 박윤재 등(1998)은 ‘간호학교’와 ‘간호원 양성소’가

2년제라고 하였는데 이는 문옥륜(1989; 1992)의 연구와 강정구(1990)의 저

서와 함께 재구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변종화(1989, 1993)의 연구에서는 일관되게 ‘보건간부학교(2년제)’와

‘간호학교(1년제)’ 및 ‘간호원 양성소(1년제)’에서 간호인력이 양성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문옥륜(1989, 1992)은 ‘간호원 양성소(1년제)’는

‘도 보건간부학교에 별도로 설치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후 문옥륜(2001)

의 연구에서는 1989년 ‘귀순한 재북 간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간호사의

교육연한이 2년으로 통일된 것으로 보이며, 통일경제(2000. 8)을 근거로 2

년제 보건간부학고, 1년제 간호학교, 6개월제 간호원 양성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김이돌(1999)을 근거로 의학전문학교 간호과가

1992년부터 3년제로 운영되었다고 하였다. 문옥륜(2001)의 연구 내용만으



- 36 -

로 김이돌(1999)이 재북 간호사인지 알 수 없으며, 동일 연구 내 언급된 귀

순한 재북간호사의 증언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아 증언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문헌에 언급된 간호교육기관의 명칭과 학제에 관한 내용을 살

펴볼 때 간호교육기관의 명칭과 학제가 계속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헌 및 재북 간호사의 증언을 통하여 검증이 더 필요한 부분

은 ‘보건간부학교’에 설치된 ‘3년제 간호원반(또는 간호과)’에 관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3년제 간호교육기관이 처음 등장한 것은 문옥륜(2001)의 연

구로서 김이돌(1999)을 근거로 1992년도부터 ‘의학전문학교’에 ‘3년제 간호

과’가 설치되었다고 한 것이었다. 다음은 신경림 등(2001)이 재북시 조산원

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건간부학교’에 1992년부터 ‘3년제 간호과’가 설치되

었다고 하였으며, 이꽃메(2001)가 2000년도에 재북시 조산원과의 면담자료

를 근거로 1992년도부터 ‘의학전문학교’에 설치된 ‘간호과가 3년제’로 운영

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상 ‘3년제 간호과’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면 김이돌

(1999)은 신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알 수 없으며, 다른 두 연구는 간호사가

아닌 ‘조산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을 명시

하지는 않았으나 최명애 등(2008)의 연구에서는 ‘고등의학전문학교’ 내에

‘3년제 간호원반’과 ‘3년제 조산반’이 설치되었는데 이를 ‘준의사’로 분류하

여 놓아 북한의 간호교육기관의 명칭 및 학제를 이해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다. 이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질문지를 구성하여 간호

교육기관의 학제에 대하여 재북 간호사의 증언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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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간호교육기관

출처
간호인력구분 명칭 학제

변종화 등

(1993)

간호사 ○보건간부학교 2
북한전서(1974)

변종화 외(1989)

문옥륜(1989, 1992)간호조무사

○간호학교

○간호원양성소

(도 보건간부학교에 별도 설치)

1

박윤재 등

(1998)
간호원

○보건간부학교

(보건간부양성소의 개편 후 명칭)

○보건간부학교의 분교

(시, 군에 설치)

2 조선중앙년감(1974)

○간호학교

○간호원 양성소
2

문옥륜.

북한의보건의료. 강정구.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1990. 223

강병우

(2000)
간호원

○보건간부학교 2
표시 없음.

○간호양성소 1

문옥륜

(2001)
간호원

○병원부설

간호학교, 간호원양성소

(1980년대에 폐지)

1

김이돌(1999)

○의학전문학교 간호과

(1992년부터)
3

○4년제 의학전문학교에

간호학과 신설

(1980년대/1년제 간호학교, 간호원

양성소 폐지

2
1989년 귀순 재북

간호사의 증언

○보건간부학교 2
통일경제(2000, 8)

김만철(1987)의 증언,

북한연구소자료,

탈북의사 증언

○간호학교 1

○간호원 양성소
0.5 /

1

신경림 등

(2001)

간호원
○보건간부학교

(1992년부터)
3

재북시 조산사와 의사

증언(2000)

간호조무사
○병원 자체양성

(도/군병원급)

0.5/

1

변종화 등(1993)

Kim, H.J. et al(1999)

임경순 등

(2001)
간호사

○보건간부학교 2

변종화 등(1993)
○간호학교

○간호원양성소

(보건간부 학교에 별도 설치)

1

표 3. 문헌에 나타난 간호교육기관의 명칭 및 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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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헌에 나타난 간호교육기관의 명칭 및 학제(continued)

문헌
간호교육기관

출처
간호인력구분 명칭 학제

이꽃메

(2001)

병원, 방역소,

요양소 간부
○의학전문학교 1년 Jeong(1995)

간호원
○의학전문학교 간호과

2

(1991

까지) 면담자료(2000) - 재북시

조산원3

(1992

부터)

○병원 간호원 양성소 0.5 면담자료(2001)

조재국

(2005)
간호원

○보건간부학교 2

변종화 등(1993)○간호학교

○간호원 양성소
1

황나미 등

(2007)

간호원 ○시·도의 보건간부학교 간호과 3

표시 없음.
간호보조원

○간호학교

○간호원 양성소
1

이상영 등

(2008)

간호원 ○시·도 보건간부학교 간호과 3
황나미 등(2007)

간호보조원 ○간호원 양성소 1

최명애 등

(2008)

준의사

○고등의학전문학교 내에 간호반,

조산반으로 구성
3 표시 없음.

○도 보건간부학교

(1992년 폐지)
2

강병우(2000)

승창호 등(1989)

간호원

○병원부설

간호학교 간호원 양성반

(1980년대 폐지)

1 표시 없음.

○간호원 양성소

(도 대학병원)
0.5 표시 없음.

이세정 등

(2011)
간호원

○보건간부학교 2
문옥륜(2001)

조재국 등(2005)
○간호학교

○간호원 양성소
1

보건복지부

(2013)
간호사

○보건간부학교 2
조재국(2005)

○간호사양성소 1

○간호학교 1
탈북의사 인터뷰(2010)

○양성소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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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 외 중등보건일꾼 양성제도(준의 및 조산사)

남한에서 조산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제 또는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

하고 산부인과 병동 등 관련 병동에서 일정 기간의 임상경험을 가진 자가

조산사 과정(1년제)을 수료하여야 조산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

진다. 그러므로 남한의 조산사는 간호사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조산사는 입학과정부터 간호사의 양성과정과 구분된

다. ‘고등의학전문학교’에는 준의반을 포함하여 보건일군 양성반이 설치되

어 있는데 조산원반, 보철반, 간호원반 등이 그것이다. 간호원반은 모집과

정에서부터 조산원반과 별도의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졸업 후 임상에

서 역할도 구분되어 있다.

준의반은 내과의를 양성하여 진료소 등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주로 파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3년제이다(재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90년대에 잠시 4년제로 운영되었던 적이 있다).

그 외 중등보건일군으로 분류되는 조산원반, 보철반 등은 2년제 학제로 운

영되다가 이후 학제에 변화가 있어 준의반와 동일하게 3년제로 운영된 것

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재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학제가 동일하다고 하여 준의가

내과의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같이 조산원이나 보철원 등이 산부인과

의사나 치과 의사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증언하였다.

물론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준의는

명칭 그대로 의사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의학대학을 나온 내과의사와 동일

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산원을 포함하는 중등보건일군의

역할 및 권한에서 차이가 있다.

재북 간호사 4인의 증언에 따르면 앞서 다루었던 조산사과정이 2년제

에서 3년제로 학제변화가 있을 때 간호원반은 2년제로 학제의 변화가 없

었다고 증언하였다. 재북시 1990년대에 간호교육을 받았던 대상자와 2000

년대에 간호교육을 받았던 대상자 모두 3년제 간호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경험한 바도 들어본 바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므로 간호원반은 조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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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과 고등의학전문학교 내에 설치된 것은 동일하나 조산원반과는 별도의

과정이며 학제 변화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간호교육기관의 명칭 및 학제의 변천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행된 북한 보건의료 백서에서는 보건간

부학교, 의학전문학교, 고등의학전문학교가 다른 기관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앞의 문헌들을 볼 때도 보건간부학교와 고등의학전문학교 그리고 의

학전문학교라는 명칭이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재북 의료인의 증언에 의해 1992년도에는 간호

인력 양성기관을 포함한 중등보건인력의 양성기관의 명칭과 학제에 큰 변

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산사가 아닌 간호사의 증언을 통해 ‘간호

교육기관의 명칭 및 학제의 변화’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사실을 검증할 필

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간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과 함께 학제와 관련하여

보다 확실하고 믿을만한 증거를 찾기 위하여 ‘3년제 간호원반’의 운영 여

부와 ‘보건간부학교 내에 설치된 1년제 간호원 양성소’ 등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재북시 간호사였던 간호사들의 증언을 통해 간호교

육기관의 명칭과 학제에 대해 검증하였다.

북한에서는 간호사 자격증(남한의 면허증에 해당하는 증명서)에 졸업

한 학교의 명칭이 기록되는데, 면담 대상 재북 간호사들의 졸업장에 명시

되었던 간호교육기관의 명칭을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재북 간호사의 증

언에 따르면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 보건간부학교, 의학전문학교, 의

사재교육대학 간호원반(또는 전문반)은 모두 동일한 학교를 지칭하는 것

으로 제도의 변화에 따라 그 명칭이 변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재북 간호사

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명칭의 변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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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간부학교(1970년대)

선행 연구에 언급된 보건간부학교는 70년대에 설치된 준의료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명칭으로 이 때 간호원반과 조산원반은 모두 2년

제였으며 준의는 3년제였다(이꽃메, 2001). 본 연구에서 최근 귀순한 재북

간호사들은 기존의 문헌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보건간부학교’가 70년대

에 사용하였던 간호교육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후 ‘고등의학전문학교’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② 고등의학전문학교/의학전문학교(1980년대)

재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고등의학전문학교는 ‘고등’을 제하고 ‘의

학전문학교’라고도 불리기도 하나 정식 명칭은 ‘고등의학전문학교’라고 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재북 의료인들(조산사와 의사)에 의해서 1992년도에

학제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변화는 학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학교의 명칭에도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의 재북 의료인의 증언과 본

연구에서의 재북 간호사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고등의학전문학교’는 1992

년 경 ‘의사재교육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이후 다시 원래 명칭으

로 환원된 것으로 여겨진다.

“학교 명칭은 바뀌었는데요. 교문에 붙어 있는 명패는 그대로예요.

제가 졸업한 92년도에 고등의학전문학교가 의사재교육대학으로 바뀌었

는데 명패는 그대로 고등의학전문학교라고 붙어 있었어요.”(면담자 1)

고등의학전문학교에 설치된 과정은 준의반, 간호원반, 조산원반, 보철

반, 조제반 등이 있는데, 준의반은 3년제, 간호원반을 포함한 기타 중등보

건일군 양성반은 2년제였다. 그런데 1992년에 ‘의사재교육대학’으로 명칭

이 변경되면서 준의반은 3년제에서 4년제로, 간호원반을 제외한 조산원반,

보철반 등은 2년제에서 3년제로 학제가 개편되었다. 간호원반은 다른 보건

인력의 학제가 3년 과정으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2년제로 운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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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의학전문학교(또는 의학전문학교, 보건간부학교)에 3년제 간호사

양성과정이 설치되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는 문옥륜(2001), 이꽃메(2001),

황나미 등(2007), 이상영(2008), 최명애 등(2008)의 연구였다. 이상영(2008)

의 연구는 황나미 등(2007)의 연구자료를 인용하였으며, 황나미 등(2007)

과 최명애(2008)은 참고문헌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존의 문헌을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모두

3년제 간호원반이 운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옥륜의 연구(2001)에서 김이돌(1999)에 의해 3년제 간호사 교육과정

이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증언자의 배경을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

꽃메(2001)와 신경림(2001)의 연구에서는 모두 재북 조산원의 증언(2000)

에 근거하여 고등의학전문학교에 설치된 간호원반이 3년제로 학제가 변경

되었다고 증언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증언자가 조산원으로 당시 조산원

의 학제는 2년제에서 3년제로 학제가 변경된 사실을 감안할 때 간호원반

의 학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학제가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1992년에 졸업한 간호사의 명확한 증언에 의하여 고등의학전문학

교에 설치된 간호원반은 의사재교육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2년

제로 계속 유지되어 운영되었음을 증언하였으며 재북 간호사 4인 모두 3

년제 간호원반에 대하여 들어본 경험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므로 3년제가

아닌 2년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진다.

그림 5. 재북 간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리한 ‘OO고등의학전문학교’의 명칭

및 학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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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고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간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건간부학

교의 시대별 명칭과 학제의 변화를 정리하면 그림 5와 같다. 여기에 OO의

사재교육대학을 졸업한 재북 간호사의 증언을 더하여 70년대부터 현재까

지의 보건간부학교의 명칭변화를 정리하면 70년대에 11개의 도에 설치된

보건간부학교 간호원반이 80년대 초 고등의학전문학교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등의학전문학교에 설치된 간호원반은 조산원반을 비

롯한 보건의료일군 양성반과 동일한 2년제였으며, 준의반은 3년제였다. 80

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의사재교육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간호원반

은 기존의 2년제를 유지하였지만, 조산원반을 비롯한 보건의료일군 양성

반은 3년제, 준의반은 4년제로 개편되었다. 또한 의사재교욱대학 분교가

설치되었고 본교와 동일한 2년제 간호원반이 설치 운영되었는데 학제는

동일하나 교육의 내용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의사재교육대학은 90년대 초중반에 다시 고등의학전문학교로 명칭이 환원

되면서 간호원반 2년제, 준의반 3년제의 기존 학제로 운영되었으나 조산원

반, 보철반 등은 3년제로 운영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분교에 설치된 간호원

반은 간호원 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2년제로 운영되었다고 증언하였다.

③ 의사재교육대학(1980년대 말∼90년대 초)

의사재교육대학의 설치 목적은 기관의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재교육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더하기 위한 것이

었다. 최초의 의사재교육대학은 1948년에 평양에 의사 재교육대학을 창립

한 것으로 평양의사재교육대학이라고 하였다. 평양의사재교육대학은 행정

형식상으로만 존재한 교육기관이었으며, 실제로는 평양의학대학의 해당강

좌 안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문옥륜, 2001).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1989년에 각 도에 의사재교육대학이 창설되었

다고 하였다(조선중앙년감, 1990; 박윤재 등 재인용, 1998). 재북시 OO의사

재교육대학 간호원반을 졸업한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1989년 당시 의료

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등의학전문학교를 의사재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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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3년제 준의반을 4년제 준의사로, 조산원을 비롯한

중등보건인력들은 2년제에서 3년제로 학제를 변경하였는데, 간호원반의

경우는 2년제로 동일한 학제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사재교

육대학이 되면서 분교가 설치되었는데 학제는 2년제로 동일하였으나 교육

의 질적인 부분에서 본교와 차이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OO고등의학전

문학교를 졸업한 재북 간호사는 OO고등의학전문학교는 1992년에 OO의사

재교육대학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의사재교육대학으로 학교의 명칭과 학제가 변경된 후 간호 인력을 양

성하기 위한 학제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입학자격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

다. 이전의 고등의학전문학교에서는 직통생(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시험성적에 따라 입학시험자격을 부여 받아 입학시험을 보고 입학한 학

생)이 대부분이었으나 의사재교육대학으로 명칭 변경 후 직통생 뿐만 아

니라 기존 고등의학전문학교였을 때는 입학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던

현직생(사회에서 다른 직업을 3년 이상 가진 사람이 당의 배치를 받아 입

학시험을 거쳐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사재교육대학은 90년대 초중반에 다시 고등의학전문학교로

명칭이 환원되었다고 하였으며, OO의사재교육대학은 1998년 8월 3기 졸

업생이 졸업한 후 폐지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후 의사재교육대학의 분교

에 설치된 간호원반의 경우는 그 명칭이 간호원 학교로 바뀌었으나 학제

는 동일하게 2년제로 운영되었으며, 고등의학전문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교재의 내용 및 학사운영 등에 있어서 축약된 부분이 많아 질적으로는 본

교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꽃메(2001)의 연구에서는 1945-50년대에 의학전문기술학교에서는 준

의를 비롯한 조산사 등의 중등보건일군을 양성하였으며, 간호사의 경우는

2년제 정규과정으로 병원 부속의 간호원 학교와 1년제 비정규과정 간호원

학교 졸업 후 도별 검정고시를 통한 자격 제도 그리고 병원 자체적으로 양

성한 간호사이 있었다고 하였다. 재북 간호사의 증언과 함께 이꽃메(2001)

의 연구결과에 따라 간호교육기관의 명칭 및 학제를 정리하면 그림6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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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재북간호사의증언과문헌(이꽃메, 2001)을 바탕으로정리한간호교육기관

명칭 및 학제 변화

2. 간호교육기관의 종류

1) 고등의학전문학교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등의학전문학교는 의학전문학교, 의사재교육대학

내에 설치된 간호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학

제로 운영되었으며 교육의 내용 등에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의학전문학교로 통일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고등의학전문학교는 도마다 설치되어 총 11개(나선특별시가 생긴 이후 12

개, 보건복지부, 2012)이며 간호원반 뿐만 아니라 조산원반, 보철반 등이

설치되어 있어 중등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간호원반은 2년제

로 운영된다.

2) 간호원 학교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원 학교는 시, 군, 구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였는

데 간호원 학교를 졸업한 재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모든 시, 군, 구에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고등의학전문학교와 2년제로 학제는 동일

하나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재

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고등의학전문학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교

재가 다른 것을 언급하였는데, 간호원 학교의 교재는 고등의학전문학교의

교재를 축약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재마저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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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들어와서는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못하였으며, 교수가 하는 판서에

의지하여 공부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고등의학전문학교와의 또 다른

차이점은 학사운영, 교수의 수, 실습의 내용, 졸업생의 배치된 병원 등에서

알 수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교육과정은 운영에서 자세히 살펴보

기로 한다.

3) 간호원 양성소

선행연구와 재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간호원 양성소는 일반적으로

6개월이며, 대부분 이론과정이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실습과정을 통

해 간호 인력이 양성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과정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졸업 후 의료기관에 배치될 때 급수가 다르게 부여된다고 증언하였는데,

200병상 규모의 내과병동에 근무한 재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교육 내

용이나 교육연한의 차이, 급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년제 고등의학전문

학교나 간호원 학교를 졸업한 간호사들과 1년 또는 6개월 과정의 간호교

육기관을 졸업한 간호사의 역할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물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환자의 중등도에 차이가 나므로 달라질 수 있으

나 간호 인력의 교육이나 수준에 대한 질적 관리가 남한과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군대 내 설치된 간호원 양성반

문옥륜(2001)의 연구에 따르면 군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 인력은 별도의

간호사관학교를 통하여 육성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군대병원

(000부대 조선인민군 제0000군부대 0군단병원)에 근무하였던 재북 간호사

의 증언에 따르면 군복을 입은 군인 신분의 간호사들이 군대병원1)에서 민

간인 출신의 간호사와 함께 근무를 하였으며, 이들은 별도의 군대 내 설치

된 간호사 양성과정을 통해 교육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1) 행정구역 단위인 ‘군(郡)’에 설치된 군병원과 구별하기 위하여 군대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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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한의 간호교육기관과의 학제 비교

남한의 간호교육기관은 간호사의 경우 종합대학에 설치된 간호대학 또

는 의과대학내 설치된 간호학과(4년제)와 전문대학 간호과(3년제 또는 4년

제)가 있다. 전문간호사는 간호학사를 취득한 후 대학의 석사과정을 졸업

해야 하며, 조산사는 간호대학을 졸업하여 간호사 면허를 딴 간호사가 별

도 1년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조무사의 경우는 사설

학원,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북한의 간호교육

기관과 각 학제를 남한의 양성기관과 비교하여 표 4에 정리하였다.

간호인력의
유형

남한 북한

간호인력 교육기관
학제
(년)

간호인력 교육기관
학제
(년)

간호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전문대학 간호과

3
또는
4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

2

간호원 학교 2

간호원 양성소 0.5 또는 1

군대 내 설치된
의료인 양성학과

?

무자격자 -

전문간호사 대학원(석사) 2 - -

조산사 조산사 양성기관 1
고등의학전문학교
조산원반

3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학원

1 - -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표 4. 남북한 간호교육기관의 유형과 학제

간호교육기관 중 간호대학의 학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한은 3

년 또는 4년제 학제로서 현재 4년제 학제로 일원화를 추진해나가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의 경우는 2년제와 의료기관 별 수요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학제, 2년제 학제 등 학제가 필요에 따라 유동적인 것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학제의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통일 이후 운영될 간호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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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학제를 통합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변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편적인

간호교육의 학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학제의 차이가 있는

가운데 배출된 남북한의 간호사들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교육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간호 인력의 자격인정 기준을 수립할 때 졸업한

교육기관의 학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부족한 연한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제도마련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학사일정

고등의학전문학교와 간호원 학교를 중심으로 북한 간호교육기관의 학사

일정을 살펴보았다<표 5>. 두 교육기관 모두 수업연한 2년제이나 학사일

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990년대에 수학한 재북 간호사의 경우 학사

일정의 시작이 9월이며, 2000년대에 수학한 재북 간호사의 경우 5월에 학

사 일정이 시작된다고 증언하였다. 학사일정의 시작 시기는 다르지만 1년

2학기제인 것은 동일하였다. 하지만 간호원 학교의 경우 학기별 수학기간

이 균등하지 못하여 학사일정이 매우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학교 간의 학사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실습운영에 있다. 고등의

학전문학교의 경우 이론수업과 함께 과목이 마칠 때 즈음하여 3일에서 1

주일 가량 병원에 나가 실습을 하며, 해부학 같은 경우에도 병원 지하실에

있는 실험실에서 실습을 한다고 증언하였다. 간호원 학교의 경우에는 학기

중 병원에서 하는 임상실습은 실시하지 않으며, ‘여름실습’이라고 불리는

실습이 한 달간 운영된다. 고등의학전문학교가 간호원 학교에 비하여 실습

기회가 더 풍부하며 이론과 실습을 학기 중에 병행하므로 더욱 체계적인

학습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남한의 간호교육체계와 비교하였을 때 고등의학전문학교와 간호원 학교

의 학사일정에서 공통적인 차이점은 방학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학 중에 6월 또는 7월 경 ‘약초방학’이라고 하여 산에서 약제를 캐러 가

기 위해 일제 동원되는 ‘강제노동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간호원 학교의 경

우에는 겨울에 ‘화목방학’이라고 하여 땔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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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있음을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 시기를 제외하면 실제 방

학은 보름에서 한 달 가량이다. 또한 모든 교육과정을 마무리 하는 마지막

석 달 간 임상실습을 하는 것이 두 학교에서의 공통적인 사항이다. 방학이

짧고 학기 중 강제노동기간이 배치되어 있는 것, 그리고 학사일정이 매우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점 등으로 인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이 적어

학생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존재한다.

월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

(OO고등의학전문학교)

1990년대

간호원 학교

(OO군 간호원 학교)

2000년대

월

5 입학 / 이론수업 5

6 방학 / 약초방학 6

7 개강 / 이론수업 7

8

이론수업

8

9 입학 / 이론수업 9

10
이론수업

10

11 11

12 이론수업 + 과목별 실습 방학 / 화목방학 12

1 방학 / 1월 중순 방학 1

2 개강 / 2월 중순 개강 / 이론수업 2

3

이론수업 + 과목별 실습
이론수업

3

4 4

5 5

6 약초방학 6

7 방학 / 약초방학 개강 / 이론수업 7

8 방학 여름실습 8

9 개강 / 이론수업

이론수업

9

10

이론수업 + 과목별 실습

10

11 11

12 12

1 방학 / 1월 중순

겨울실습

1

2 개강 / 2월 중순 이론수업 + 실습 2

3
이론수업 + 과목별 실습

3

4 시험공부 / 졸업시험 4

5

졸업실습

5

6 6

7 7

8 시험공부 / 졸업시험 8

표 5. 북한의 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과 간호원 학교의 학사일정 비교



- 50 -

4. 입학요건 및 시험

남한의 4년제 간호대학과 비교하여 북한은 앞서 정리한 간호인력 양성

기관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2년제), 간호원 학교(2년제), 간호원 양성

소(6개월)을 중심으로 각 간호교육기관별 입학요건 및 시험제도에 관하여

정리하였다(표 6).

남한의 간호대학(4년제)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 중 대학수학능력 시험 응시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입학시 고려되는 사항은 수학능력시험의 성

적, 내신성적,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개별 시험과 면접을 통하여 학생을 선

발한다. 그 외 특별전형 등을 설치하여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도 대

학입학의 기회가 주어진다.

북한의 경우는 고등중학교 졸업자로서 졸업고사에 응시한 자에게 고등

교육기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고등교육기관 입학 때 자격요건에 따

라 사용하는 북한의 독특한 용어가 있는데 ‘직통생’, ‘현직생’, ‘군사복무자’

이다. ‘직통생’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현직생’은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

다가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자를 의

미한다. 이 외에도 군사복무 중에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때 필요한 요건은 남한의 수학능력시험에 해당

하는 고등중학교 졸업시험의 성적이다. 입학시험은 김일성혁명역사, 김정

일혁명역사, 김정숙 혁명역사, 영어, 수학, 물리, 생물, 화학 등의 과목과 체

력장(달리기 여자 800m, 남자 1500m)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이 점수

가 우수한 학생의 경우 입학이 보다 유리하나 뇌물작전 등 다른 경로로 입

학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우에는 간호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을 수학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 보다 혁명역사 등 주체사상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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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짐을 알 수 있는데 통일이후 통합된 교육기

관의 운영에서는 보다 보편타당하며 탈 이데올로기적 선발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험성적 외에도 다른 조건에 의해 교육기관의 입학이

가능하므로 배출된 인력의 교육 수준 등에서 남한과 격차가 클 것으로 예

상된다. 통합이후 북한의 간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남한의 간호교

육기관으로의 편입제도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때 남북한 간호학생의 수

학능력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한 북한

4년제 간호대학 고등의학전문학교 / 간호원 학교

입학

요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고등중학교 졸업자로서 졸업고사

응시자

입학

시험

내신성적

수학능력시험

면접

논술 등

고등중학교 졸업시험

혁명역사 구술시험

체력장

표 6. 남북한 간호인력 교육기관의 입학요건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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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졸업요건 및 시험

북한의 간호교육기관을 졸업할 때 치르는 졸업시험은 남한의 면허시험

에 해당하는 간호사 자격시험을 대신한다. 2년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실시하며 시험형식은 구술 및 필기시험이다. 필기시험은 논술형이며 객관

식은 없다고 하였다. 구술평가의 내용은 주로 임상술기에 대한 것이며, 예

를 들어 응급상황에서 활력증후 측정의 우선순위와 같은 문제를 내고 이

에 대해 학생이 답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필기시험은 면담자 마다 약간의

상이한 점은 있었으나 주로 해부학, 생리학, 산부인과간호학, 외과간호학,

내과간호학, 소아과간호학과 같은 전공과목과 김일성 혁명역사, 김정일 혁

명역사와 같은 주체사상 관련 과목이었다. 시험을 주관기관은 졸업하는 학

교이며, 자격증은 보건성에서 발급하되 학교의 명칭을 명시한다고 하였다.

시험의 합격률은 거의 100%이며, 시험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뇌물 작전 등

의 방법으로 졸업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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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교육과정

1. 교육목적

남한의 간호교육은 교육법 제1조에 의거하여 ‘홍익인간’ 사상이 바탕이

되어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 제1조,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1972) 제43조에 의거하여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간호사들을 자

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최명애 등, 2008).

2. 교과목의 편성 및 비중

남한의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설과목을 크게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

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다시 선택과목과 필수과목

으로 세분한다. 최근 남한의 간호교육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2011년에 한

국간호교육평가원의 설립되고 인증평가가 시작되면서 교과목 편성기준이

재정립되고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학에도 적용하였다. 교육과정 편

성의 기준은 교과목을 교양의 경우 학생이 최소 25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

도록 개설되어야 하며, 전공기초는 자연과학과목과 인문사회과학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인문사회과학과목의 경우 최소 8학점 이상 개설해야 한

다. 전공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합산하여 70학점 이상 90학점 이하

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4).

북한의 고등교육과정은 학교와 전공별로 다르나 대체로 정치사상 교과,

일반 교과, 일반기초, 전공기초, 전공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

으며 정치사상교과와 외국어, 체육 등 일반 교과는 전공과 무관하게 모두

이수해야 한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북한의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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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치사상과목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남한의 경우는 문화와

예술, 정치와 경제, 윤리 등 다양한 과목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주체적인 공산주의적 인간 형

성이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박윤재 등, 1998). 또한 김일성, 김정일 등 로

동당 제1비서의 우상화 전략의 일환으로 매우 폐쇄적인 교육체계를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과목의 중요도에 있

어서도 정치사상 과목이 우선되며 대학 입학이나 졸업에서도 정치사상과

목의 점수가 우수한 사람이 전공과목의 점수가 우수한 사람보다 입학 또

는 입사에 유리하다고 하였다. 이데올로기적 영역의 교과목은 통합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한이 충분한 합의를 통하여 정치사상과목을

배제하고 왜곡된 역사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사과목, 자본주의체제를

소개하는 과목 등을 편성은 방안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둘째, 고려의학(동의학)을 필수적으로 편성하였다. 남한의 경우에는 한

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한방간호’ 등의 과목이 개설된 경우

가 있지만 모든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보편적으로 개설된 과목은 아니

다. 그러나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고려의학(동의

학)을 개설하고 있다. 이는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고려의학이 차

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데 고려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4차 의료기관인 ‘고

려병원’이 설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차 의료기관(진료소 등)에도 필수

적으로 ‘고려과’가 설치되어 있다(문옥륜, 2001). 이러한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을 반영하여 간호인력 양성과정에서도 고려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약초방학’이

라고 하는 특별활동 기간을 두어 약용식물의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재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고려의학(동의학)의 경우 의사

나 준의, 조산사 과정에서는 이론과 함께 임상현장에서 실습도 병행하지

만, 간호사는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실습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리고 이론 수업 중 침, 뜸, 부항, 탕재에 대해서 배우지만 고려의학의 영역

은 의사의 영역임을 강조하며,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정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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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다고 하였다. 고려의학(동의학)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교

과이기도 하며, 통합 이후 일차보건의료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

한 과목으로 남북한의 간호교육과정에 공통으로 수용가능한 과목이라 여

겨진다.

셋째, 간호학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남한의 경우 간호학

은 학문의 한 영역으로서 간호교육과정에 기초적인 연구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구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남한은 2011년에 3년

제를 4년제로 학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4년제로 학

제의 일원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4년제로 학제가 일원화되면서 가

장 큰 변화는 전문대학에 개설된 간호학과에서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이 연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구관련 과목이 개설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학습 성과에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간호학이 학문의 독자적 영역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간호

학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간호교육의 목적이 유능한

실무가가 되는 것에 더하여 연구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으로 변

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간호교육과정에는 연구능력을 배양

하기 위한 과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의 간호사는 독자적 영역

을 가지는 전문직 이라기보다는 의료 보조를 위한 인력으로 정의되고 있

으며, 간호인력 양성의 목적이 의료현장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인력

배출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간호교육은 학문영

역으로의 접근 보다는 직업교육으로 접근방식이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의 간호교육과정에는 라틴어가 필수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

한은 러시아어와 라틴어 기반의 의학용어를 사용하는데(박상민 등, 2010)

남한은 영어를 기반으로 한 의학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통합에 있어서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의학용어체계와 러시

아어와 라틴어를 기반으로 한 의학용어체계에 익숙한 북한의 의료인력 간

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남한의 요양병원에

서 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재북 간호사는 면담 가운데 영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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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학용어 습득에 어려움을 증언하고 있었으며, 남한으로 귀순한 후 간

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전공교과목에

영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외래어가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학업과 남한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장벽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증언하였다. 통합과정에서 교과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화된 교과용어를 기반으로 한 교과서

개발 등 남북한 간의 언어적 소통을 위한 과도기적인 학습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교육과정 가운데 선택과목이 없다. 북한의 간호교육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개설된 과목 중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없다는 것이

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에 제한이 있는 교육과정은 통합 이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교과목의 편성이나 이수구분은 남한의 간호교육제도를 기준

으로 구성하여 학생의 교과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능력 및 자아성

취를 위한 교과과정으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의학교과목의 분류체계를 근거로 과목을 간호학 교과목을 분류

하였다. 편성된 과목의 제목을 볼 때 남한과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는 간호학이 독자적인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고유의 지식체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교과목명 역시 의학에서 사

용하는 교과목명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목명 또는 의학의 분류영역에 ‘간호

학’이라는 단어를 붙여 과목을 명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재북 간

호사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80∼90년대에는 ‘림상간호학’이 2000년대에

간호원 학교에서 수학하였던 ‘기본간호학’으로 과목명에 변화가 있었던 것

으로 여겨진다.

표 7에 남한의 간호대학 중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개설된 교과목과 북

한의 간호인력 양성기관 중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과 간호원학교에

개설된 교과목을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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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북한

구

분

4년제 간호학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015 현재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

(OO고등의학전문학교)

1990년대

간호원 학교

(OO군 간호원 학교)

2000∼2010년대

구

분

교

양

선

택

학생자율선택 - - -

교

양

필

수

심리학개론

화학, 화학실험

언어와 문화

정치와 경제

생물학, 생물학 실험

글쓰기의 기초

외국어1, 외국어2

문화와 예술

사회학의 이해

생명의료 윤리

김일성 혁명활동

김정일 혁명활동

김일성주의로작

당정책

주체철학

김일성 혁명활동

김정일 혁명활동

김정숙 혁명활동

당정책

정

치

사

상

제1외국어(영어)

제2외국어(러시아어)

라틴어

콤퓨터

제1외국어(영어)

라틴어

콤퓨터

일

반

기

초

조선력사, 한문,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체육
체육

일

반

전

공

기

초

-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해부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전

공

기

초

전

공

선

택

보건의료와 간호정책

여성건강간호학 및 실습

중환자간호 및 실습

학교보건간호 및 실습

- - -

전

공

필

수

간호학개론, 인간과 건강

건강교육과 상담

건강증진 행위 개론

병원미생물학, 병태생리학

약물기전과 효과

영양과 식이,

간호윤리세미나

전

공

표 7. 남북한 교육과정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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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남북한 교육과정의 편성(continued)

남한 북한

구

분

4년제 간호학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015 현재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

(OO고등의학전문학교)

1990년대

간호원 학교

(OO군 간호원 학교)

2000∼2010년대

구

분

전

공

필

수

간호통계학

간호연구개론

간호연구실습

전

공

성인건강간호학Ⅰ, Ⅱ

지역사회간호학Ⅰ, Ⅱ

정신건강간호학Ⅰ,Ⅱ

출산기가족간호학

아동건강간호학

간호관리학

림상간호학

외과간호학

내과간호학

산부인과간호학

소아과간호학

특수간호학

동의학

기본간호학

외과간호학

내과간호학

산부인과간호학

소아과간호학

신경과간호학

특수간호학

고려의학

기본간호학 및 실습Ⅰ,Ⅱ 림상간호학실습 기본간호학실습

성인간호학 실습Ⅰ,Ⅱ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정신건강간호학 실습

출산기가족간호학 실습

아동건강간호학 실습

간호관리학 실습

내과간호학실습

외과간호학실습

산부인과간호학실습

소아과간호학실습

내과간호학실습

외과간호학실습

산부인과간호학실습

소아과간호학실습

의사소통/인간관계 및 실습

인체구조와 기능 및 실습

간호정보학 및 실습

노인건강간호학 및 실습

재활간호학 및 실습

가족건강간호 및 실습

주) 남한의 교과목 구분은 한국간호교육인증평가원이 제공하는 구분을 적용하였으며,

북한의 교과목 구분은 2014 북한이해(통일부)에 기재된 구분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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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의 운영

1) 이론교육과정의 운영

남한 간호대학의 경우는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은 교양과목 최소

25학점 이상, 전공 70∼90학점, 전공기초과목 중 인문사회과학 8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규정하고 있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4). 수업 시수는 수업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며, 시수당

1시간으로 한다. 성적은 일반적으로 A∼F로 표기한다. 수업은 주간의 경

우 9∼18시로 운영되며, 한 학급은 이론수업을 기준으로 80명 이하로 유지

되도록 권장한다(실습의 경우 별도의 규정 적용). 학년 당 학생수 및 학급

수는 대학마다 교육부에서 지정받은 편제에 따라 다양하다.

재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는 학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단지 정해진 시간 내(졸업 전까지) 해당 과목의 진도를

모두 나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성적은 10점 만점, 5

점 만점 등 다양하다. 수업은 일반적으로 8시에 시작하여 하루에 4∼5과목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 또는 3∼4과목(간호원 학교)을 학습한다.

수업의 운영은 남한의 경우 간호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와 기업에

서 주 5일제가 적용되는데 북한의 경우 주 6일제이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형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간호원 학교를 졸업한 재북 간호사의 경우 학

생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

고 3주간 수업을 하고 그달의 마지막 주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는데 그

이유가 학교의 기숙사에서 식량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학

급의 규모는 고등의학전문학교 졸업 간호사의 경우는 한 학년 당 1학급이

있었으며, 학급 당 인원은 50명이었다고 증언하였다. 간호원 학교 졸업 간

호사는 한 학년 당 2학급이 있었으며, 학급 당 인원은 55명(학년당 총 110

명)이었다고 증언하였다. 간호원 학교의 분교를 졸업한 간호사의 경우는

한 학년에 1학급이 있었으며, 학급 당 인원은 60명이었다고 증언하였다.

증언을 종합해보면 매 해 학생의 모집 규모가 간호교육기관에 따라 일정

하게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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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북한

4년제 간호대학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
간호원 학교

총

이수학점

전공 70∼90학점

인문사회과학 8학점이상
- -

수업시수 다양 - -

수업시간 시수 당 1시간 과목 당 1.5시간 과목 당 1.5시간

수업운영
09:00∼18:00 08:00∼16:00 08:00∼13:00

월∼금 월∼토 월∼토(유동적)

학급당

인원수
80명 이하 50∼60

학년당

학급수
편제에 따라 다양 일반적으로 1학급 일반적으로 2학급

입학정원 다양
50

(필요에 따라 유동적)

110

(필요에 따라 유동적)

표 8. 남북한 이론교육과정의 운영

2) 실습교육과정의 운영

북한의 실습교육과정의 운영은 간호교육기관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

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임상실습의 경우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은

전공수업 중간에도 교수와 함께 의료기관에 직접 나가 환자의 질병 및 치

료와 간호에 대하여 실습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간호원 학교의 경우

이론 교육 중에는 의료기관에서의 실습은 없었으며 대신 1학년이 종료되

는 시점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여름실습’을 약 4주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임상실습 의료기관의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의학전문학

교 간호원반의 경우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였으나,

간호원 학교의 경우 학생의 근거지(고향)를 중심으로 실습지를 배정하여

실습지의 규모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였다.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과

간호원 학교의 임상실습의 공통점은 졸업을 앞둔 시점의 겨울방학에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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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의 졸업실습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과 내과간호학, 외과간호학,

산부인과간호학, 소아과간호학의 4과목을 실습하는 것이었다.

남북한을 비교하여 보면 남한은 전공과목(성인간호학 등 6과목과 노인

간호학 등 대학마다 다양하게 설치한 과정)에 대하여 임상현장에서 실습

한다. 실습시간의 경우 북한은 약 576시간으로 남한 1000시간 이상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실습 지도자는 남한의 경우 간호학을 전공한 교수가 현장

에 파견되어 지도하며 더불어 임상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학사이상

의 학위를 가진 현장지도자가 학생을 지도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위

에서 언급하였듯이 내과간호학 등의 4과목만 실습하며 실습지도자는 비간

호전공 의료인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며 현장지도자의 경우 남한과 같이

담당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임상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따라다니며 간호

사 업무를 학습하고 평가는 학생이 배치된 과의 과장(의사)이 한다고 증언

하였다. 또한 실습지의 경우 남한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보건소, 학교, 관련

행정기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북한

의 경우는 의료기관에서만 실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한에서는 다양

한 임상 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독자적인 간호학의 영역을 확보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북한의 경우 병원에서 의사의 보조로서의 역할, 특히 혈관주사 등의 투약

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습지 역시 병원에 국한되어 있어 남한의 간호학

생들이 경험하는 임상현장 보다 제한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

습기간은 북한은 각 과목별로 3∼4주로 균등하게 1회씩 실습하였고 실습

시간은 낮번(9am∼5pm)에만 실시한다고 하였다. 남한의 경우는 과목에

따라 다양한 실습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낮번, 초번, 밤번과 같이 간호사

가 근무하는 모든 시간대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실습이 운영된다.

임상실습 외 교내 실습에서도 간호교육기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는

데,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의 경우 림상간호학, 해부학, 미생물학을

학습하였으며, 간호원 학교의 경우 기본간호학, 해부학, 콤퓨터를 실습한

다고 하였다. 실습 내용에 대하여서는 교육내용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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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북한

4년제 간호대학
고등의학

전문학교
간호원 학교 간호원 양성소

실습과목

전공필수 과목

통합실습

시뮬레이션실습 등 다양함.

내과간호학, 외과간호학

산부인과간호학, 소아과간호학

배치된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

간호술

실습시간
총 1000시간이상

(1일 8시간 주 5일 기준)

약 576시간(12주)

(1일 8시간, 주 6일 기준)
6개월

실습지도자 담당교과목 교수 담당교과목 교수 -

현장지도자
간호사면허를 가지고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
의사(일반적으로 과장) -

과제물 실습지침서 및 간호과정 -
실습일지

실습보고서
-

평가자 실습지도교수, 현장지도자
실습지도교수

현장지도자

의사(일반적으로

과장)

평가항목
실습지도교수, 현장지도자,

과제물, 출석, 집담회 등
실습지도교수, 현장지도자 -

표 9. 남북한 임상실습교육과정의 운영(북한은 졸업실습 중심)

주) 고등의학 전문학교는 졸업실습 외 모든 전공과목의 이론 수업 마지막에 3∼5일의 임

상실습을 병행함. 간호원 학교의 경우는 이론수업과 병행되는 실습은 없으나 여름실

습(1주)이 운영됨.

4. 교육내용

1) 이론수업

북한의 간호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수업은 정치사상과목과 전공

과목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정치사상 과목은 수학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

가 있었는데 1990년대에 고등의학전문학교를 다닌 재북 간호사의 경우 김

일성 혁명활동, 김정일 혁명활동을 수학하였으며, 2000년대에 간호원 학교

를 다닌 재북 간호사는 추가적으로 김정숙 혁명활동을 수학한다고 하였다.

외국어 과목의 경우 남한에서는 영어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데 북

한에서는 라틴어가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전공과목에

서 사용하는 의학용어가 남한의 경우 영어를 기반으로 하지만, 북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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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라틴어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의 간

호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공통적

인 대답은 의학용어가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라틴어나 러시아어 기반의 의

학용어를 사용하는 북한과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남

한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의학용어뿐 아니라 외국

어 과목에서도 남한에서는 영어를 기본으로 학습하며 여기에 더해 제2외

국어로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를 학습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러시아어 등을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제2외국어로 영어를 배

우는 경우도 있지만 남한만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전공과 관련한 기초 과목은 이수구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에 있

어서 남한과 유사하게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등을 학

습하며, 전공과목도 남한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남한과의

차이점은 과목명이 의학 교과목의 분류와 유사하다는 것이며, 내용에 있어

서도 남한에서는 간호사의 판단이나 책임에 비중을 두고 교육하는 반면

북한의 간호교육에서는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사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교육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남한에서도 투약과 같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위임받아 수행해야

하는 간호업무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간호사에게 그 행위가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하여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간호행위

의 대부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고 교육한다는 점에서 남

한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내실습

교내실습을 하는 과목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림상간호학(기본간호

학), 컴퓨터, 해부학, 미생물학을 실습한다. ‘콤퓨터’라는 과목은 90년대에

수학한 재북 간호사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내에 개설되지 않았던 과목이라

고 증언하였으나, 2000년대에 수학하였던 재북 간호사는 수학을 하였던 것

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북한은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무교육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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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고등교육에서 컴퓨터 활용능력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

다. 그러나 실제 실습을 통해 학습해야 할 컴퓨터 활용능력이 장비의 부족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00년대에 간호원

학교에서 컴퓨터 과목을 학습한 재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PC

본 적이 없으며, 인쇄된 자판을 놓고 교원이 말로 ‘윈도우를 연다’ 라고 설

명하며 실습하였으며, 실제로 본 적이 없는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하였다. 과목이 개설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컴퓨터 활용능력

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부학’의 경우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과 간호원 학교의 실습에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고등의학전문학교의 경우는 의과대

학 건물의 지하에 해부학 실습실이 있으며, 이론수업 중간에 실제로 사람

의 사체로 해부과정을 관찰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태아의 주기 등을 볼 수

있도록 포르말린으로 처리한 표본도 있었다. 그러나 간호원 학교의 경우

교실에 비치된 골격모형만으로 해부학 수업이 진행된다.

‘미생물학’의 경우 간호원 학교에서는 이론과정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의 경우 미생물을 배양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

는 실습을 실제로 수행한다. 또한 도말 검사 등을 실제로 해보면서 병원

미생물학의 기본적인 과정에 대해 학습할 기회가 있었다.

또한 실습실도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은 림상간호학(기본간호학),

해부학 및 미생물학을 실습할 수 있는 실습실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간호

원 학교의 경우 교실 외 학습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두 학교 모두 2년제 학교이기는 하지만 실습 내용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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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목명 림상간호학 해부학 미생물학 콤퓨터

실습내용
활력증후 측정

주사
관찰

미생물 배양

도말검사

개설되지 않음.

실습장소 강의실
의학대학 지하

해부학 실습실

의학대학

미생물학

실습실

장비사용

주사기

생리식염수

스폰지, 무

골격모형 표본

(포르말린에

담근

장기적출물 등)

cadaver

현미경

슬라이드

글라스,

커버글라스 등

실습지도자
해당과목

교수(의사)

해당과목

교수(의사)

해당과목

교수(의사)

평가항목 주사술기 - -

평가자 해당과목 교수 - -

표 10. 북한의 교내실습과정의 운영(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

주) 위 표는 90년대에 수학하였던 재북 간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음. ‘콤퓨터(컴퓨

터의 북한식 표기)’의 경우 면담자가 수학하였던 90년대에는 개설되지 않았다고 증언함.

실습과목명 기본간호학 해부학 미생물학 콤퓨터

실습내용
활력증후 측정

주사
관찰 -

윈도우 등

기본개념

실습장소 강의실 강의실 - 강의실

장비사용

주사기

생리식염수

스폰지, 무

골격모형 - 인쇄된 자판

실습지도자
해당과목

교수(의사)

해당과목

교수(의사)
-

해당과목

교수(약사)

평가항목 주사술기 - - -

평가자 해당과목 교수 - - -

표 11. 북한의 교내실습과정의 운영(간호원 양성소)

주) 미생물학의 경우 이론만 학습하였다고 증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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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실습

북한의 경우는 내과간호학, 외과간호학, 산부인과간호학, 소아과간호학

의 네 과목에 대하여 실습하였으며 실습 내용은 혈관주사 등의 투약과 관

련한 술기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하였다. 간호원

양성소에서 수학한 재북 간호사의 실습경험을 보면 수술실 청소, 린넨 및

기구세척, 약과 검체 운반 등 남한의 간호조무사가 하는 역할이 실습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원 학교(2000년대 수학) 졸업 재북 간호사의 경우 실습시 실습 보

고서가 있었는데, 실습보고서는 학생이 관찰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단명,

내원과정, 초진 및 재진 결과, 질병과정, 치료 및 간호 등을 조사하여 작성

하는 것이며 주당 1∼2개의 보고서를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한과 같이 집담회를 통해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과정은 없

으며 평가는 담당교수가 한다고 하였다.

실습기간은 고등의학전문학교와 간호원 학교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의학전문학교의 경우 이론수업 중간에 짧게는 하루 길게는 3∼4일씩

의료기관에 나가 실제로 환자를 보며 수업을 하였으며, ‘졸업실습’이라는

제목으로 이론과정이 모두 끝난 후 약 석 달 간의 임상실습을 하고 졸업시

험을 치렀다고 하였다. 간호원 학교의 경우는 수업 중간에 실시하는 실습

은 없으나 1학년 말에 해당하는 기간에 4주 간 ‘여름실습’이 있었으며 이론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 12주 간 ‘겨울실습’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졸업실

습’ 또는 ‘겨울실습’ 그리고 ‘여름실습’은 기간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실습

병동에서는 유사하였다.

실습환경에서 남한과의 차이점은 환자의 권리 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학생이 투약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남한 보다 적어 투약이나 기타 기

본적인 간호술기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하였다. 일

례로 남한에서는 학생에게 영아의 혈관주사를 실습과정 중에 허락하는 경

우는 남한에서는 거의 경험할 수 없지만, 북한에서는 소아과학 실습과정에

서 점적실(주사실)에 배치되어 능숙해질 때까지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환경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졸업 후 임상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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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때 남한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학생보다 혈관 주사 등의 기본 술기

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남한에서는 간호사의 역할이 단순히 기

본적인 술기에만 국한되기보다는 대상자에 대한 전인적 접근에서부터 조

직의 운영,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의 변화 등 포괄적인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차원에서 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

에서 기본적인 간호술기에 중점을 둔 북한의 임상간호교육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를 점진적으로 좁혀나갈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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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목

내과간호학 외과간호학 산부인과간호학 소아과간호학

실습기관 OO 광산병원(2차병원, 500병상 규모)

실습기간 각 3∼4주(월∼금)

실습횟수 각 1회

실습시간 낮번 근무만 (9am-5pm)

실습병동
내과병동 입원실,

외래

외과병동,

마취과, 수술실

산부인과병동,

처치실, 분만실,

수술실

소아과병동,

점적실

실습내용

투약(IV 등)

활력증후 측정

체혈

투약

활력증후 측정

소독간호사와

순회간호사 역할

관찰

소독간호사 역할

1회 수행

마취과의사돕기

무균술

손씻기

수술가운입기

장갑착용하기

수술 관찰

투약

활력증후 측정

정상분만

관찰제왕절개 및

임신중절수술 관찰

투약(소아IV),

활력증후측정

실습교재 -

과제물 -

집담회 -

표 12. 북한의 임상실습과정의 운영 - 졸업실습(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 총 14주)

주) 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의 경우 여름실습은 없음. 대신 학기 중 이론수업의 마지막 3∼

5일 간 임상실습을 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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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목

내과간호학 외과간호학 산부인과간호학 소아과간호학

실습기관 OO군병원(2차병원, 200병상 규모)

실습기간 각 1주(월∼토)

실습횟수 각 1회

실습시간 낮번 근무만 (9am-5pm)

실습병동 내과병동 입원실
외과병동,

수술실

산부인과병동,

처치실, 분만실,

수술실

소아과병동,

실습내용

투약(IV, IM등)

활력증후 측정

도뇨

약과 검체운반

투약

활력증후 측정

드레싱

소독간호사와

순회간호사 역할

관찰

무균술

수술복 입기

장갑착용하기

수술 관찰

수술실 청소

린넨 및 기구세척

투약

활력증후 측정

정상분만

관찰제왕절개 및

임신중절수술 관찰

수술실 청소, 린넨

및 기구 세척

투약(소아IV),

활력증후측정,

검체운반

그 외 소아관장

등의 처치는

관찰만 함

실습교재 -

과제물 실습일지, 실습보고서

집담회 -

표 13. 북한의 임상실습과정의 운영 - 여름실습(간호원 학교, 총 4주)

주) 간호원학교 졸업 재북간호사의 경우 졸업실습을 신창군 병원(40병상 규모)에서 12주

가량 하였으나 실습과정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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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자료

남한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학습 자료가 있다. 이론교과목의 학습을 위해

서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참고서, 문제집,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탐색, 다양

한 시청각자료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실습교과목을 학습할 때는 교과목에

맞는 실험도구를 활용하며 간호대상자에게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간호술기

학습을 위한 시뮬레이터 등 풍부한 학습 자료를 활용한 학습이 가능하다.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간호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학

습 자료는 교과서가 유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마저도 학생이 개

인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드물며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교과서를 배급받

는데 학생의 수보다 부족하여 교과서 없이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

다. 그러므로 교과서 내에서만 학습이 가능하며 수업시간에 놓친 내용에

대하여 자가 학습을 통한 보충학습이 불가능하다. 또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의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없어 교원의 수준이나 능력이

교육의 질적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교

과서의 내용은 고등의학전문학교와 간호원 학교에서 사용 것에 차이가 있

으며, 교과서의 제작은 국가에서 일괄 제작하는 국정 교과서만 존재한다고

하였다. 남한에서는 다양한 출판사에서 다양한 저자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

를 사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부족한 교과서를 대신하여 학생이 학습에 이

용할 수 있는 자료는 ‘판서’이며, 강의 시간의 대부분을 판서하는데 소비한

다.

실습 자료와 도구의 경우에도 남한과 큰 차이가 있다. 남한의 경우 교내

실습과 임상실습에서 지침서가 반드시 제공되지만 북한에서는 지침서가

없다. 교내실습의 경우는 기본 술기에 대한 내용을 주로 실습하며 해부학,

미생물학의 경우는 실습을 병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습장비 등이 매

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고등의학전문학교와 간호원 학교의 학습내용 및 학습자료에 상당

한 수준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등의학전문학교의 경우 해부학실

습을 위하여 실제 사체를 이용한 관찰학습을 하며, 장기의 모형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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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장기를 적출하여 포르말린에 보관한 학습도구를 사용하여 학습한다

고 하였다. 간호원 학교의 경우는 골격 모형 정도만 이용하여 해부학실습

을 진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간호술기를 학습하는데 있어서는 고등의학

전문학교와 간호원 학교가 유사하였는데, 주사기나 약물, 실습도구의 부족

으로 스펀지나 채소에 주사를 하거나 친구의 팔에 주사하여 실습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실제 임상에서도 주사기 등의 도구가 부족하여 주사바늘을 물

에 끓여 재사용하는 열악한 현실이므로 학생실습 장비는 매우 열악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습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관찰하고 몇 가지 기본 술기

를 직접 수행하는 것에 그친다.

6. 교사(校舍) 및 교육장비

남한의 경우는 강좌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강의실 및 실습실을 구비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 학교의 특성에 따라 강의실이나 시설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간호교육인증을 통해서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되

어 있어 교육의 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간호교육기관에 따라 교사와 교육시설 여부에

편차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의학전문학교의 경우는 교내에 대학병원

및 의과대학과 함께 위치해 있으므로 대학병원의 임상현장과 의과대학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원 학교나 분교와 같이 의과대학과 거

리상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된 간호교육기관의 경우 강의실에 골격 모형

정도를 구비해놓고 교육하고 있다. 간호원 학교를 졸업한 재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시설의 수준이 남한의 사설 조무사 학원 수준과 유사하다

고 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컴퓨터와 같이 남한에서는 기본적인 학습

장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종이에 인쇄된 자판을 통해 학습하고 있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후 새로운 간호교육체계의

성공적 운영 및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교육장비 마련 등 물질적 지원

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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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교원제도

1. 교원의 자격

북한의 간호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간호학 전공자가 아닌 의사, 준의,

약사를 포함하는 의료종사자 또는 사범대학 졸업자인 것을 조사되었다. 특

히 전공과목의 경우는 의사 또는 의료 종사자가 담당하므로 간호교육이

간호사 중심이 아닌 의사 중심의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학이 학문

적 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간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에 대

한 이론적 지식 및 임상경험과 같은 교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

로 통합이후 적용하게 될 간호교육체계에 간호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간

호학 전공자가 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에서 간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

원을 대체할 간호교육요원의 양성을 위한 제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다.

또한 일시에 모든 교원을 간호학 전공자로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므로 기존

에 간호교육을 담당하던 교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유형
남한

북한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 학교

전임

교수

○ 간호학을 전공한

박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임상경력 2년 이상

○ 의사

-6년제 의학대학 졸업자

-현직 의사

○ 준의

-3년제 의학전문학교 졸업자

○ 교원

-사범대학 졸업자

○ 의사

-6년제 의학대학 졸업자

-현직 의사 아님

○ 준의

-3년제의학전문학교졸업자

○ 약사 등 의료종사자

시간

강사

○ 석사이상

○ 임상경력 2년 이상
- -

임상현장

지도자

○ 간호학 학사이상

○ 임상경력 3년 이상
○ 의사 (일반적으로 실습과의 과장)

표 14. 남북한 교원의 자격(간호학 전공과목 강의 교수)

출처) 남한 - 한국간호교육인증평가원. 북한 - 이탈주민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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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의 역할

북한의 교원은 직업 혁명가로서 정치 사상성을 강조하는 역할이 주를 이

루며(한만길, 2012), 그 다음으로 전공 지식에 관한 교육하는 것이다. 재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전공과목이나 비전공과목을 망라하여 주체사상의

우월성에 대하여 강조하며, 모든 과목에 우선하여 정치사상과목에서 우수

한 성적을 거둘 것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전공과 관련한 교원의 역할은 전공과목을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 이론

적 지식과 함께 술기와 관련한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은 남한과 유사하지

만, 남한은 교원의 역할이 매우 세분화·전문화 되어 있고 학생 상담 등 지

식 전달 외에 학생의 관리가 철저한 남한의 간호교육과 비교했을 때 상당

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공지식을 교육할 때 교원의 역할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남한에서는 담당과목의 교수

가 이론 강의 및 임상현장에서의 집담회, 간호술기 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임상현장지도자를 따로 두어 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지

도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가 임상현장에서 직접적

인 교육을 하지 않고 학생의 근태정도만을 관리한다. 임상현장에서 특별히

학생의 지도를 담당하는 남한과 같은 현장지도자는 없으나 학생이 배치된

병동의 의사(일반적으로 과장)가 학생의 태도 등을 평정을 담당한다고 하

였다. 학생은 교원의 특별한 지도 없이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업무를 관찰하고 기본적인 간호를 직접 제공하면서 간호술기를 익힐 수

있도록 임상 간호사들이 지도를 하며, 그에 대한 평가는 실습병동의 과장

인 의사가 한다고 하였다.

재북 간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고등의학전문학교와 간호원 학교의 교

원의 자격에 따라 담당 과목을 정리하여 보았다. 간호교육기관에서 활동하

는 교원 가운데 비전공과목에서는 사범계 출신 교원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공과목의 경우는 현직 또는 비현직 의료인이 담당하고 있었다.

고등의학전문학교의 경우 총 15인의 교원과 1인의 행정직원이 학생의

교육에 참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전공과목은 대부분 과목마다 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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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랐으며 모두 현직 의사였다고 하였다. 학기 중 이론수업을 하다가 병

원에서 실습을 할 경우는 현직 의사인 담당교수가 학생을 인솔하여 현장

에서 지도를 하였으나 학기 말에 실시하는 졸업실습(14주)의 경우는 행정

직원이 평정서 관리 등 남한의 실습지도교수의 역할을 대신하였다고 한다.

정치사상교과목을 비롯하여 수학, 물리학, 화학 등의 교과목은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원이 담당하였으며, 외국어는 외국어대학을 졸업한 교원이 담당

하였다고 하였다. 해당과목의 전공자가 과목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교원 배치 구조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구분 취득자격 담당교과목

1
교원

(사범대학졸업)
김일성주의로작, 김일성혁명활동, 김정일혁명활동, 주체철학, 조선력사

2
교원

(외국어대학졸업)
제2외국어, 라틴어

3
교원

(외국어대학졸업)
제2외국어

4 교원 한문

5
교원

(사범대학졸업)
수학, 프로그램작성법

6
교원

(사범대학졸업자)
물리학

7
교원

(사범대학졸업자)
화학

8 의사 생물학

9 의사 미생물학

10 의사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11 의사 약리학, 동의학

12 의사 림상간호학, 산부인과간호학, 산부인과간호학(실습학기중 실습)

13 의사 외과간호학, 특수과간호학

14 의사 내과간호학, 소아과간호학

15 교원 체육

16 행정직원 임상실습(내과간호학, 외과간호학, 산부인과간호학, 소아과간호학)

표 15. 북한의 교원별 담당 교과목(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

주) 제1혁명 = 김일성혁명활동, 제2혁명 = 김정일혁명활동, 제3혁명 = 김정숙혁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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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원 학교의 경우는 고등의학전문학교와 교원의 수에서 확연한 차이

가 있었는데 총 5인의 교원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였다고 하였다. 교원의

자격은 의사, 준의 또는 약사였으며 사범대학 출신의 교원은 없었다고 하

였다. 전공과목을 담당하는 의사 및 준의는 현직의사는 아니었으며, 여름

실습(4주) 및 겨울실습(12주)시 전공과목 담당교수가 과제물 확인 등 학생

을 관리하였다고 한다.

구분 취득자격 담당교과목

1 약사 제1혁명, 영어, 라틴어, 약리학, 콤퓨터

2 준의
제2혁명, 미생물학, 외과간호학, 신경과간호학, 특수과간호학,

군사학, 당정책, 외과간호학(실습)

3 준의(교장) 제3혁명, 고려학

4 의사 해부생리학, 산부인과간호학, 산부인과간호학(실습)

5 의사
병리학, 기본간호학, 내과학, 소아과학, 기본간호학(실습),

내과간호학(실습), 소아과간호학(실습)

표 16. 북한의 교원별 담당 교과목(간호원 학교)

3. 교원의 양성과 배치

북한의 일반적인 교원양성제도는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으로 구분되는

데 정규과정은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 교원이 되는 과정이며, 비정

규과정은 통신대학, 교원·사범대학의 야간학부 등을 졸업한 후 교원자격검

정시험을 통해 교원이 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북한개요, 2009). 교원

대학(3년제)에서는 소학교 교원을 양성하고 사범대학(4년제)에서는 중등

교원을 양성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사범계 대학은 정치사상과목이 전체

수업시수의 30∼40% 이상에 달한다(이애시, 2006; 한만길 등, 2012). 교육

기관의 배치는 의무배치이며, 근무지가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교원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재교육을 실시하며 강제

성을 띈다(이애시, 2006:, 한만길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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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교육행정

1. 교육행정기관

간호교육과 관련한 행정체계는 보건의료체계와 교육행정체계이다. 보건

의료 및 교육과 관련한 조직체계는 당 중심의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이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행정기관들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중 간호 인력과 관련한 행정

기관은 보건과(보건성), 대학모집과 등으로서 보건과(보건성)에서는 의료

인력의 자격관리와 의료기관 배치, 급수시험의 관리를 관장하며, 대학 모

집과에서는 당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간호인력 양성기관을 포함하는 각

교육기관에 모집인원을 배분하고 선발 및 시험 관리를 한다.

그림 7. 북한의 교육 및 보건 관련 행정체계

2. 교육행정의 권한 구조

남한의 중앙교육행정제도는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 교육 행정운영

중심에 있고,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들을 심의·조정한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실질적 교육행정을 위한 중심기관으로 교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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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을 총괄한다. 지방교육행정제도는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구분되어 운영되며 16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므로 교육행

정정책은 각 시·도 교육청이 주도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학

교 내의 교육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인

정한다.

북한의 경우는 중앙교육행정제도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교육

정책수립, 지도, 감독, 평가), 정무원 교육위원회(교육행정 집행)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남한의 교육과학기술부와 대등한 기관이라 할

수 있지만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아 중앙집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교육행정제도는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어 운영

되고 있으며 특히 도당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도당이 행정보다 우위

에 위치한다. 간호교육에서 역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지 못

하여 도당의 지시에 따라 학생선발 및 졸업생의 의료기관 배치가 이루어

지고 있다(북한 이탈주민 증언; 통일부, 2014; 박상민 등 2013).

북한의 경우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중앙집권적 운

영을 하고 있으므로 교육행정의 자율성 및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체제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간호교육에서도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분리운영

을 통한 자율성확보가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그림 8. 북한의 교육행정체계와 일반행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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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학교문화

1. 교육방법

남북한 교육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업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남한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습내용에 대하여 탐구하고 그에 대하여 토

론하며 서로 의견을 나눈다. 그러나 북한은 교원 중심의 암기식, 주입식 학

습방법 중심으로 교육한다.

“북에서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죠. 수업시간에는 판서하는데 시간이

다가니까 질문을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특히 전공과목에 들어가면 팔

목이 아프도록 판서를 해도 시간이 모자랐어요.”(면담자 2)

남한에서는 학습방법에 있어서 이론 교과목을 학습할 때 문제 중심 학습

법, 팀 중심 학습법 등을 적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학

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다양한 자료에 접근하여 문제 해

결방안을 모색하고 팀원 간의 토론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과정을 통

해서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습득한다. 또한 실습 교과목에서도 임상현장에

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통해 역할을 수행해보는 시뮬

레이션 학습 등 다양한 교수법의 적용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론 과정에서는 판서에 기초한

주입식 교수법이 주를 이루며 실습에서의 관찰과 술기 수행 등이 대부분

인 것으로 조사되어 간호 교육에 사용하는 교수법에 있어서 남한과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서 내용만으로 공부를 했는데 여기는 인터넷이 잘 되어 있고 광

범위한 자료를 이용하고...북한은 선생님에게만 의존하니까 선생님의 실

력에 많이 좌우가 되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이 해부학 1등인 선

생님이면 해부학은 알아주는 거죠. 여기는 꼭 선생님이 아니라도 다양

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북은 오직 교과서와 선생님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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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의존해요. 수업시간에 설명을 못 알아들으면 선생님한테 찾아가

묻지 않는 이상 답을 알 길이 없어요. 스스로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

죠.”(면담자 5, 6, 7)

“주사 놓을 때 시뮬레이터가 어디 있어요. 스폰지나 무에 찔렀어요.

한 두 번 해보고 바로 친구 팔에다 연습했죠. 주사 바늘도 여기처럼 일

회용을 쓰는게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해서 잘 들어가지도 않는 바늘을 물

에 끓여서 다시 사용했어요.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망가질

때 까지 썼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임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면담

자 1, 2, 3, 4)

또 한 가지 남한과의 차이는 남한의 경우 의무교육과정에서 이미 기초적

인 정보처리능력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습득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대학에 입문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이러한 기초적 능

력을 학습할 기회가 없으며, 대학 교육에서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 이탈주민 가운데 북한에서 실제 PC를 다루어본 경

험을 가진 참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컴퓨터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대학 들어가서 적응할 때 가장 힘

들었던 것이 컴퓨터였어요. 학원을 다녀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면담자

2, 4, 5, 6, 7)

또한 남한의 간호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무엇이었냐

는 질문에 공통적인 대답은 의학용어가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라틴어나 러

시아어 기반의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북한과 영어 기반의 의학용어를 사용

하는 남한의 교과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의학용어뿐 아니라 제2외국어 과목에서도 영어에 큰 비중을 두지 않

는 북한과 비교하였을 때 남한은 영어를 중요시 여기므로 격차를 느낀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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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용어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리고 전공에 들어가면서 많이 힘들

었어요. 영어를 많이 쓰니까요.”(면담자 2, 5, 6, 7, 8)

“북한에서도 영어를 배워요. 하지만 남한이랑은 수준 차이가 있어요.

남한처럼 원어민이 가르치지 않거든요.”(면담자 2, 5, 6,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남한의 다양한 교수법과 풍부한 학습 자

료는 북한과의 교육의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차이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학습 방법에서도 토론이나 발표 등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이것을 공유하는 것에 매우 익숙한 남한의 학생과 달리 학생이 스스로 탐

구하고 공유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의 학생이 남한의 교육환경에

적응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

하는 것은 지식 습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익숙하지 않는 방법을 갑

작스럽게 적용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통합과정에서 학습 방법

적용시 이러한 북한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학교풍토

남한과 북한의 학교풍토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자 어려움으로 느꼈던 부

분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쟁적인 분위기를 꼽았다. 북한은 당에서

직장을 배치한다. 학생의 노력으로 신분상승의 기회를 잡기 어려우므로 경

쟁적이지도 않다. 이러한 환경에 익숙해 있던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의 경

쟁적인 문화 즉 자신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자본주의적 문화가 기회

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장벽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남한은 학생들 모두 성적에 민감해요. 북한에서는 경쟁하지 않아요.

다들 자격증 쥐러 온 거고 성적이 자격을 쥐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

거든요.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웠어요.”(면담자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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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학교풍토 중 수업에 대한 학생의 참여도나 자율성은 낮은 편이

다. 수업시간에 주제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하는 등 수업을 이끌어가는 경

험을 거의 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여기는 발표나 토론이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북은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다 차단하니까 자기 목소리 내는 경험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서로 의견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1학년 때는 아예 목

소리를 못 냈었는데, 3, 4학년이 되어서는 남한 학생들 보다 모자라지

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아진 것 같아요.”(면담자 5, 6, 7, 8)

북한의 학교풍토 중 또 하나의 특징은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수직적이며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질서와 규율을 강조하는 북한의

학습현장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으며 교수의 실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학

습을 해야 하는 환경적인 영향도 있다고 여겨진다. 교권이 무너진 남한의

교육환경 비교했을 때 교권이 확보된 북한의 교육문화는 새로운 교육제도

에 적응하는데 긍정적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교수님은 아무래도 어렵죠. 그리고 남한서 보다는 좀 더 존경받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부드럽고 다가가기 쉽고, 젊은 교수님들은 친구처

럼 대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면담자 5, 6, 7)

또한 북한의 경우는 노동을 매우 중요시 하는데 과외활동 가운데 강제

노동을 위한 동원기간 있다. 간호교육기관에서는 6월 약초동원이 있다. 그

리고 임상실습 중 학생으로서 학습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한다

기 보다는 하나의 인력으로서 심부름이나 또는 간호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학습에 보다 초점을 두는 남한의 교육방법과 차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부 할 만하면 동원됐죠. 감자동원, 화목동원, 약초동원 종류도 많

았어요.”(면담자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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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학교풍토의 특징은 경쟁적이지 않다는 것이며 교수의 권위가 이

명확한 태도를 가지는 반면, 북한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느

낀다는 것, 이러한 차이점은 남한의 교육제도를 북한에 그대로 이식하였을

때 장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남한의 다양한 교육방법이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점진적인 도입으로 학생들의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며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수업의 기회를 점차적으로 늘려

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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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간호교육 관련 제도

1. 간호사의 자격(면허) 제도

1) 자격의 발급 및 관리 기관

북한의 간호사는 면허가 아닌 자격을 발급받는다. 간호사의 자격은 보

건성에서 관리하는데 발급은 졸업학교에서 한다.

2) 간호사 자격시험

남한의 경우와 같이 국가시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에서 시

행하는 졸업시험이 자격시험을 대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북 간호사

의 증언에 따르면 자격시험은 혁명역사를 포함한 6∼8과목으로 구성되는

데 혁명역사는 필답과 구답시험을 보며, 나머지 과목은 필답(서술식)으로

시험을 친다고 하였다. 합격률은 거의 100%인데 시험에서 기준을 넘지 못

한 경우 재시험을 볼 수 있으며, 이마저도 안 될 경우는 뇌물작전 등 다른

방법을 자격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자격시험

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험에도 동일하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간호

학생은 남한의 간호학생 만큼 성적에 민감하거나 경쟁적이지 않다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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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북한

시험과목

8과목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기본간호학
간호관리학
보건의료관계법규

6∼8과목
해부학
생리학
외과간호학
내과간호학
산부인과간호학
소아과간호학
혁명역사 1
혁명역사 2

시험형식 객관식 5지선다형 필답(서술식) 및 문답

문제수 295문제 과목당 4문제, 24∼32문제

배점 및 총점
문제 당 1점
총점 295점

과목당 5점 또는 10점
총점 30∼40점 또는 60∼80점

응시자격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시험을 실시하는 학교의
간호과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면허/자격 면허 자격

합격률 94.4% 100%

표 17. 남북한 간호사 면허시험(자격시험) 시험과목

주) 남한의 합격률은 48회부터 55회까지 합격률의 평균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함.

2. 간호사 계속교육제도와 급수제도

급수시험에 대하여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급수체계가 매우 다양하게 표

현되어 있으며, 급수시험을 보는 기간도 3년이라고 하였다(문옥륜, 2001,

최명애 2008). 그러나 재북 간호사와의 면담 결과 2년마다 급수시험을 의

무적으로 보아야 하며, 급수는 1급에서 5급까지 있으며, 1급을 취득한 경

우라도 급수시험은 2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증언하였다.

재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졸업한 간호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라 급수

가 다르게 부여되는데 의학전문학교 간호과 졸업자는 3급을, 간호원 학교



- 85 -

졸업자는 4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년 또는 6개월의 과정

을 거쳐 양성된 간호원은 5급을 받으며, 무자격 간호사의 경우는 급수가

없다고 하였다. 급수는 90년대에 활동하였던 재북 간호사의 경우는 따로

증명서가 없었으나 2000년대에 활동하였던 재북 간호사의 경우 남한의 주

민등록증과 같은 주민증에 노동계급과 함께 표시된다고 하였다.

남한 북한

자격유지를 위한 제도 보수교육 급수시험

시행횟수 및 시간 매년 1회 8시간 2년 마다 3시간

표 18. 남북한 간호사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제도

또한 북한에서는 남한과 같은 대학원 과정 등의 간호사를 위한 계속교육

제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통신과정을 통하여 준의를

할 수 있으나 준의는 간호사와는 신분과 역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 간호사의 계속교육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남한의 조산사는 간호사 면

허를 가진 사람이 일정한 임상경험을 가지고 별도의 1년 조산사 과정을 거

쳐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으므로 간호사의 계속교육과정

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조산사의 경우 고등의학전문학교에 3

년제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입학에서부터 별도의 과정으로 되어 있

다. 그러나 재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간호사 양성과정을 졸업한 뒤에

조산사가 되는 시험을 치면 조산사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최근에 신설되었

다고 한다.

“조산원 과정은 별도의 1년 과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졸업 시에

졸업시험 외에 조산언 시험이라고 따로 있어요. 제가 졸업하는 해에 처

음 생긴 과정인데 학생들 내에서 말들이 많았어요. 의과대나 의학전문

학교조산원졸업자들도 많은데 2년제 간호원 학교 출신 조산원을 과연

인정해주겠냐는 의문점들이 많아서 응시자가 거의 반반수준이었어요.

저도 안했어요. 시험이 그렇게 어렵게 나왔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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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필수가 아니고 본인이 선택해서 응시

하면 되고요. 졸업시험은 학교 내에서 치는 거고 조산원 시험은 학교

내에서는 못치고 함경남도 함흥시(함경남도 보건부에서 주관하는 걸로

기억해요. 의과대학건물 안에서 시험을 칩니다. 차로 한 3시간 정도 가

야 되요”(면담자 2)

이러한 제도는 별도의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험만 추가로 치

는 과정이므로 간호사의 계속교육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부족한 조산

원수를 채우기 위한 제도라고 여겨진다.

3. 자격(면허)취득 후 취업분야

남한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표 19와 같이 다양한 취업분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병원간호사 및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보

건간호사에 제한되어 있다. 즉 병원간호사로서 의사의 보조 역할을 담당하

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북한의 간호교육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4.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선발기준

재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료기관

을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거주지를 중심을 당이 배정

하는데 만약 자신이 원하지 않는 병원에 배정된 경우는 배경을 이용하거

나 뇌물 등으로 배정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인력채

용시험에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를 선발하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면

접시험 정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이 과정도 형식적인 것이며 일반적으로

간호사 양성과정의 마지막에 있는 졸업 실습시 자신이 배치 될 의료기관

에서 실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배정될 인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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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북한

병원의 선택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 보건성에서 결정

인력채용시험

대학교 내신 성적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면접시험

술기시험

건강검진 결과

면접시험

표 19. 남북한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선발기준

5. 북한 간호사의 직무

간호인력 양성체계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남한은 대학의 인증평가와 함께 4년제 연한의 간

호대학 또는 간호학과는 학습 성과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과 체계를 수

립해 나가는데 힘쓰고 있다. 학습 성과의 핵심이 되는 것은 간호사의 핵심

역량, 즉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며 이는

간호사의 직무를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최근 남한의 전문대학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교과목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의 체계를 재정립하여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을 양성하기 위한 현장 중심형 인재 육성

에 주력하고 있다. 간호 분야의 경우 국가에서 개발한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 없으므로 각 대학의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직무능력 표준을 설정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첫 작업 역시 간호사의 직무분석에서 출

발한다.

또한 간호사의 직무분석은 간호사 국가고시 검정기준 설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12년에 국가시험원에서 간호사 국가시험 검정기

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DACUM 기법을 이용하여 간호사 2차 직무분석 연

구 보고서 출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직무를 8개의 임무, 49개

의 일 그리고 303개의 일의 요소를 도출하고 간호사의 작업명세서를 기술

하였다(박인숙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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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직무분석은 간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

목 개발, 국가고시의 검정기준 설정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간호인력 양성체

계를 구성하는 실제적인 교육내용을 구성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연

구의 목적 중 하나는 향후 간호인력 교육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박인숙 등(2012)에서 도출한 간호사

의 직무명세서를 기준으로 북한의 간호사의 직무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

다. 더불어 재북 간호사들이 공통적으로 북한 간호사의 업무내용이 남한의

간호조무사와 유사하다고 증언하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양명생 등

(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조무사 직무명세서를 기준으로 북한 간호

사의 직무를 살펴보았다.

다만 본 연구에 참여한 재북 간호사는 4인으로 통계적 과정을 통해 변수

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기에는 신뢰도의 확보를 포함하여 여러 제약이

있어 남한의 간호사 직무명세서 및 조무사 직무명세서를 중심으로 재북

간호사의 증언을 더하여 단순비교를 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를 위한 설문에 응답한 재북 간호사 중 재북시 근무

지가 2차 병원(500병상 이상, 설치과 15개 이상)의 내과병동, 2차 병원(200

병상 이상, 설치과 15개 정도), 종합진료소(설치과 5개, 10병상), 진료소 수

준의 인민병원으로 병원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며, 3

차 의료기관(도인민병원), 4차 의료기관(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서의 근무

자의 경험을 알 수 없으므로 보다 다양한 규모의 병원에 근무하였던 재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지 못한 점에서 제한 점이 있다.

1) 남한 간호사직무명세서로 조사한 북한 간호사의 수행직무

박인숙 등(2012)은 연구결과로 간호사의 직무를 8개의 임무(duty), 49개

의 일(task) 그리고 303개의 일의 요소(task element)를 도출하였다. 8개의

임무를 기준으로 북한 간호사의 직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수행하는 것

으로 조사된 일(task)은 49개 중 18개, 303개의 일의 요소(task element)

가운데 178개로 직무명세서 가운데 약 58.7%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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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호관리와 전문성 향상 영역

‘A2 간호기록하기’에서 수행 한 간호활동 중 기록을 하는 영역은 활력

증후와 수면양상, 대소변 횟수이며, 활력증후를 간호중재에 대한 결과로

평가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보를 통합하는 행위는 책임간호

사의 업무이며, 수행한 간호활동과 평가를 기록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A4 입·퇴원 관리하기’에서 치료와 관련한

간호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의

사의 직무이며, 북한의 간호사는 지인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

으로 치료와 관련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간호사의 독자적으로

간호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대체한다

고 하였다. ‘A5 물품 및 장비 관리하기’에서 자세하지는 않지만 물품관리

날짜를 쓰는 문서는 있으며 병원의 규모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하였다. 남

한과 같이 규정집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병동마다 규정은

존재한다고 하였다. ‘A6 문서작성 및 보고하기’는 표준화된 문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활력증후 기록에 국한되어 남한과 차이가 있으며 마약

대장 등은 의사가 기록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업무와 관련된 보고체계

는 간호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는 간호사, 책임간호사, 간호과장(의사) 순으

로 보고하며 행정업무와 관련된 경우는 간호사, 책임간호사, 진료과 과장

(의사), 원장 순으로 보고된다고 하였다. ‘A7 간호의 질 향상에 참여하기’,

‘A8 윤리적 간호 수행하기’와 관련한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9 전문적 역량 강화하기’에서 계속교육은 대부분 직무와 관련된 교육 또

는 사상교육으로 직무와 관련한 교육은 병원의 규모(2차병원 이상에서는

주1회 있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기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

며 이와 마찬가지로 사상교육은 청년총화라고 하여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와 관련한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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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업무 수행유무

A 간호관리와

전문성향상

A1 인수인계하기 O

A2 간호기록하기 O

A3 처방전관리하기 O

A4 입·퇴원관리하기 X

A5 물품 및 장비관리하기 O

A6 문서 작성 및 보고하기 O

A7 간호의 질 향상에 참여하기 X

A8 윤리적 간호 수행하기 X

A9 전문직 역량 강화하기 X

A10 보건의료서비스자원활용하기 X

A11 보건의료팀과 협력하기 O

표 20. 남북한 간호사의 직무비교-A.간호관리와 전문성향상 (n=4)

주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점 이하는 X, 3점 이상은 O로 표기함.

주2) X : 수행하지 않거나 거의 수행하지 않음. O : 수행하거나 매우 자주 수행함.

② 안전과 감염관리 영역

‘B1 환경관리하기’의 경우 환경관리 활동을 수행하지만 남한과 같은 구

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대부분 구두로 전해진다고 하였다. ‘B2 감염관리하

기’는 북한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행위를 포함하

여 이하 모든 간호행위에 대한 결과 평가는 간호사의 업무 영역으로 생각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B3 손상 및 사고예방 관리하기’는 간호사가 손

상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은 하지만 특별한 예방활동 또는 발생

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B4 재해대응하기의 경우는 남한

과 같이 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토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성을 인식하

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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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업무 전체평균

B 안전과감염관리

B1 환경관리하기 O

B2 감염관리하기 O

B3 손상 및 사고예방 관리하기 O

B4 재해 대응하기 X

표 21. 남북한 간호사의 직무비교-B.안전과 감염관리 (n=4)

③ 잠재적 위험요인 관리

‘C1 대상자 상태 모니터링’에서 모니터링 결과분석과 고위험 대상자의

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C2 응급상황 대처하기’에서 심장소생술 수행과 결

과평가는 의사의 영역이라고 응답하였다. ‘C3 검사 전·중·후 간호하기’와

‘C4 수술 전·중·후 간호하기’에서는 검사에 필요한 물품과 환자 준비 및 환

자 상태 관찰은 하지만 검사과정 설명은 의사의 업무이며 동의서를 확인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남한과 큰 차이점이 있는 영

역은 ‘C5 출산 전·중·후 간호하기’로서 간호사가 아닌 조산사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응답하였다. 산부인과에 간호사가 있지만 투약 부분

정도만 담당하고 임산모, 태아, 신생아와 관련한 대부분의 영역은 조산사

과 의사가 담당한다고 하였다.

영역 업무 수행유무

C 잠재적위험요인관리

C1 대상자 상태 모니터링하기 O

C2 응급상황 대처하기 O

C3 검사 전·중·후 간호하기 O

C4 수술 전·중·후 간호하기 O

C5 출산 전·중·후 간호하기 X

표 22. 남북한 간호사의 직무비교-C.잠재적 위험요인관리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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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본간호

‘D1 개인위생 제공하기’와 ‘D6 욕창예방 및 관리하기’는 간호사가 아니

라 보호자가 수행하는 일로 여기고 있었다. ‘D2 영양관리하기’ 는 90년대

간호사로 근무한 이탈주민과 2000년대 간호사로 근무한 이탈주민의 증언

에 차이가 있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 2000년대에 간호사로 근무

하였던 이탈주민은 병원에서 식이를 제공하지 않으며 의사가 환자에게 필

요한 식이에 대해 설명하면 보호자가 자가에서 식이를 준비하여 병원으로

가져와 환자에게 먹이는 형태였다고 증언하였다. ‘D3 배뇨관리하기’, ‘D4

배변관리하기’, ‘D5 수면 및 휴식 제공하기’에서는 대소변의 횟수 및 수면

시간 정도를 간호사가 관찰하고 기록하며 그 외 배뇨, 배변, 수면과 관련한

의료행위와 그에 대한 설명은 의사가 주로 수행한다고 증언하였다. ‘D7 활

동유지 간호하기’ 업무도 간호사보다는 의사의 영역이라고 증언하였다.

영역 업무 수행유무

D 기본간호

D1 개인위생 제공하기 X

D2 영양관리하기 X

D3 배뇨관리하기 X

D4 배변관리하기 O

D5 수면 및 휴식 제공하기 X

D6 욕창예방 및 관리하기 X

D7 활동유지 간호하기 X

표 23. 남북한 간호사의 직무비교-D.기본간호 (n=4)

⑤ 생리적 통합유지

생리적 통합유지와 관련한 간호행위는 대상자의 상태를 사정하는 정도

이며 대부분의 행위를 의사가 직접 수행하며 그 중의 일부를 의사의 지시

에 따라 제한된 영역에 한하여 간호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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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호흡 유지 간호하기’, ‘E4 감각 유지 간호하기’는 상태 확인을 주로 하

며 체위배액과 네블라이저의 적용, 순환 유지를 위한 자세유지 간호 등은

남한에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하지만, 북한에서는 수행하

는 것도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증언하였다. ‘E2 순환유지

간호하기’, ‘E3 조절과 대사 유지하기’, ‘E6 배액관 관리하기’ 영역은 의사

가 직접 수행하는 빈도가 높으며 간호사가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

였으며, 간호사가 수행한 간호행위에 대한 결과도 의사가 직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증언하였다. ‘E5 상처관리하기’, ‘E7 통증 관리하기’는 상처

및 통증과 관련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활동이 주가 되며 이를 의사에

게 보고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를 수행한다고 증언하였으며 이는

병원의 규모와 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남한의 간호행위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영역 업무 수행유무

E 생리적 통합유지

E1 호흡 유지 간호하기 X

E2 순환 유지 간호하기 X

E3 조절과 대사 유지하기 X

E4 감각 유지 간호하기 X

E5 상처 관리하기 O

E6 배액관 관리하기 X

E7 통증 관리하기 O

표 24. 남북한 간호사의 직무비교-E.생리적통합유지 (n=4)

⑥ 약물 및 비경구요법

‘F1 투약하기’, ‘F3 수혈간호하기’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시에

의해 수행되는 간호행위로서 간호사가 수행하지만 남한과의 차이점은 투

약 및 수혈할 때 환자의 상태나 관련된 설명에 대하여 의무감을 가지지 않

는 것이다. 설명, 결과평가, 부작용에 대한 대처는 의사의 영역으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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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남한보다는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F5 항암요법

관리하기’, ‘F5 비경구적 영양요법 관리하기’는 임상에서 경험한 적이 없다

고 응답하였다.

영역 업무 수행유무

F 약물 및

비경구요법

F1 투약하기 O

F2 약품관리하기 O

F3 수혈간호하기 X

F4 항암요법 관리하기 X

F5 비경구적 영양요법 관리하기 X

표 25. 남북한 간호사의 직무비교-F.약물 및 비경구요법 (n=4)

⑦ 심리사회적 통합유지

심리사회적 통합유지와 관련한 간호행위는 거의 하지 않는 영역 중 하

나로 조사되었다. 사실상 북한의 의료문화가 간호를 받는 대상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간호과정 안에 대상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남한의 의료문화와 상

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심리사회적 통

합유지 영역으로 생각된다.

영역 업무 수행유무

G 심리사회적

통합유지

G1 대상자 및 가족지지하기 X

G2 호스피스 간호하기 X

G3 삶의 가치와 신념 유지 돕기 X

G4 스트레스 관리하기 X

G5 위기 관리하기 X

G6 물질남용·의존 관리하기 X

표 26. 남북한 간호사의 직무비교-G.심리사회적통합유지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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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건강증진 및 유지

건강증진 및 유지 영역 역시 심리사회적 통합유지 영역과 마찬가지로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수행정도가 매우 낮은 영역 중의 하나로 조사

되었다. ‘H1 교육하기’, ‘H2 건강상태 파악하기’, ‘H3 건강위험요소 확인하

기’는 남한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인데

반해 북한에서는 의사의 직무영역이라고 응답하였다.

영역 업무 수행유무

H 건강증진 및 유지

H1 교육하기 X

H2 건강상태 파악하기 X

H3 건강위험요소 확인하기 X

H4 성과 생식건강 유지하기 X

표 27. 남북한 간호사의 직무비교-H.건강증진및유지 (n=4)

2) 남한 간호조무사 직무명세서로 조사한 북한 간호사의 수행직무

남한의 간호조무사의 직무명세서를 통해 북한의 간호사의 직무를 조사

함으로 북한의 간호사 수행 직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무사의 직무를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

험원에서 주관하고 전경자 등(2003)이 시행한 연구결과 도출된 직무명세

서를 양명생 등(2006)의 연구에 사용하였던 것을 재인용하였다. 총 5개의

임무(duty), 18개의 일(task), 96개 일의 요소(task element) 가운데 수행하

는 것으로 조사된 행위는 총 10개의 일(task), 69개의 일의 요소(task

element)로 간호조무사 직무명세서의 간호행위 중 약 72.9%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간호업무협조와 관련된 행위를 간호사를 돕는

행위로 정의하고 조사한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의 간호사는 남한의 간호사

보다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일치하는 점이 많다는 재북 간호사의 증언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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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래진료업무협조

‘A1 외래환자 안내하기’, ‘A2 외래진료 준비하기’, ‘A3 외래처치 도와주

기’, ‘A4 검사 도와주기’영역은 북한의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A5 원무 지원하기’는 간호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따로 존재하여 수

행한다고 하였다. ‘A6 문서관리 도와주기’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북한은 문서 양식이 남한과 같이 다양하지 않으

며 문서 기록이나 관리를 남한과 같이 간호사의 업무로서 중요하게 여기

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영역 업무 수행유무

A 외래진료업무협조

A1 외래환자 안내하기 O

A2 외래진료 준비하기 O

A3 외래처치 도와주기 O

A4 검사 도와주기 O

A5 원무 지원하기 X

A6 문서관리 도와주기 X

표 28. 남한 간호조무사와 북한 간호사의 직무비교-A.외래진료업무협조

(n=4)

주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점 이하는 X, 3점 이상은 O로 처리함.

주2) X : 수행하지 않거나 거의 수행하지 않음. O : 수행하거나 매우 자주 수행함.

② 간호업무협조

‘B1 간호처치 도와주기’ 가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이유는 북한에

는 간호조무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간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에 차이

가 있다 하더라도 역할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에서 간

호 조무사가 하는 역할인 ‘B2 환자상태 보고하기’, ‘B3 수술준비 도와주기’,

‘B4 물품관리 도와주기’는 북한의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북한의 간호

사는 남한의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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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업무 수행유무

B 간호업무협조

B1 간호처치 도와주기 X

B2 환자상태 보고하기 O

B3 수술준비 도와주기 O

B4 물품관리 도와주기 O

표 29. 남한 간호조무사와 북한 간호사의 직무비교–B.간호업무협조

(n=4)

③ 기본간호

기본간호 영역의 직무는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

유는 ‘C1 위생간호하기’, ‘C2 환자돌보기’, ‘C3 운동 및 활동 도와주기’와 같

은 업무를 환자의 보호자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영역 업무 수행유무

C 기본간호

C1 위생간호하기 X

C2 환자돌보기 X

C3 운동 및 활동 도와주기 X

표 30. 남한 간호조무사와 북한 간호사의 직무비교-C.기본간호

(n=4)

④ 환경관리

환경관리 영역에서는 ‘D1 병원감염 예방하기’, ‘D2 치료적 환경 유지하

기’는 수행하지만 ‘D3 사고 예방하기’는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병원 감염 예방과 관련하여서는 간호사의 업무라고 생각하나 병실 환경을

치료적으로 유지하는 활동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간호사의 역할

이라기보다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의 역할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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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업무 수행유무

D 환경관리

D1 병원감염 예방하기 O

D2 치료적 환경 유지하기 O

D3 사고 예방하기 X

표 31. 남한 간호조무사와 북한 간호사의 직무비교-D.환경관리

(n=4)

⑤ 자기계발

자기계발 영역에 대하여는 면담 대상자에 따라 개인차가 다소 존재하

였다. ‘E1 업무능력 향상시키기’ 에 속한 업무요소 중 ‘보수교육 참여하기’

는 2차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는 수행하지만, 진료소에 근무하는

경우는 수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병원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영역 업무 수행유무

E 자기계발
E1 업무능력 향상시키기 O

E2 자기 관리하기 X

표 32. 남한 간호조무사와 북한 간호사의 직무비교-E.자기계발 (n=4)

그 외 직무명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으나 재북 간호사와의 면담을 통

해 알 수 있었던 남북한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무명세서로 북한 간호사의 직무

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 간호사의 업무를 분석하면서 재북 간호사들

의 공통된 의견은 북한의 현실과 동떨어진 업무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의

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를 수행하는 의료의 보조 역할이 대부분인 북한에서

남한의 간호사의 역할과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북한의 간호사는 간호과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한에

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간호과정 즉, 사정, 진단, 계획, 중재, 평가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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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간호를 수행한 후 간호행

위가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친 영향

요인 등을 분석하는 비판적 사고 과정을 의식적으로 수행하지는 않는 다

고 하였다. 남한의 간호사도 의사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

를 수행하지만 간호를 수행하기 전 그것이 환자에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

하여 비판적인 사고를 적용한다. 북한의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그에 따

른 자신의 간호행위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남한의 간호

사 보다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생각된다.

셋째, 환자 교육은 의사의 영역으로 생각한다. 치료과정과 관련된 교육

및 설명은 남한에서 간호사의 주 업무라고 할 정도로 간호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치료과정과 관련한 설명이나 그와 관련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 간호사가 크게 참여하지 않으며, 이 영역이 의사

의 영역이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설문지를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간호행위 중 한방간호에 대한

부분이 있다. 남한의 간호사 직무에는 고려의학과 관련한 간호가 특별히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의료현장에서는 고려의학(동

의학)과 관련한 간호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하였다. 학교의 교육과

정에도 고려의학(동의학) 과목을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실제 임상에

서는 간단한 침, 뜸, 부황, 탕재 등은 간호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하

나이다. 이는 남한의 간호사의 직무명세서를 기틀로 조사할 때는 알 수 없

는 영역으로 추후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직무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통일한국에서 수행되는 간호사의 직무는 무엇인지 고민하여 새로운 직무

명세서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간호 인력의 직무명세서를 통해 알 수 없는 또 하나

의 업무로 왕진이 있다. 북한에서 왕진은 흔하게 이루어지는 업무로 정규

근무 시간 중에 지시가 있을 경우 업무를 중단하고 왕진을 나간다고 증언

하였다. 이는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에서뿐만 아니라 급성기 질환을 주로

다루는 2, 3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

다고 하였다. 왕진을 나가서 주로 하는 업무는 수액을 주입하기 위해 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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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를 놓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왕진을 신

청하는 대상자는 주로 당간부 고위층으로 인맥을 넓힐 수 있으므로 매우

선호하는 업무라고 하였다. 왕진을 나가는 동안 간호업무는 다른 병동의

간호사를 불러 대신하거나 그냥 비워둔 채 나간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북

한의 의료기관 제공되는 간호가 질적으로 보장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

며, 환자의 안전과 적절한 간호환경을 제공하기에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101 -

제 4 장 간호교육체계의 단계별 통합방안

제 1 절 간호교육체계 통합의 기본 방향과 원칙

1. 통합의 기본 방향

1) 상호이해와 지원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및 교육체계 내에서 위치하는 간호교육체계의 이

질성 및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한

쪽이 우월하고 다른 한쪽은 열등하다는 접근은 진정한 통합을 어렵게 한

다. 서로의 간호교육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방향을 가지고 발

전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류와 협력

70년간의 분단은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장벽을 형성하

였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왕래하고 접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

기 위하여 점진적인 교류의 물꼬를 터야한다. 간호 분야는 국민 건강의 유

지와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보건의료 인력으로서 통일

이후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에 놓은 북한주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데

그 역할에 기대가 크다. 또한 비정치적 영역으로서 통일 이전부터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며, 통일 이후 급격히 수요가 증대될 간호인력 양성

분야에 대한 관심사로부터 교류와 협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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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린관계의 형성

그림 9. 남북한 간호인력 양성체계 통합 모델

위와 같은 간호교육 통합의 기본방향에 준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남

북한 간호인력 양성체계의 통합 모델은 ‘선린관계 모델(Good-neighborly

relations model)’이다. ‘선린관계 모델’은 남한과 북한이 존경과 존중을 바탕

으로 서로를 돕는 ‘좋은 이웃’이 되어 통일을 넘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감

을 의미한다. 이는 어느 한 체계의 이식이 아닌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보완하여 새로운 체제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 그리고 북한의 적극적 교류와 협력의 자세가 바탕이 되어

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남과 북이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70

년간 지속된 분단과 반목가운데 쌓였던 장벽을 허물고 간호인력 양성체계의

통일을 넘어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선린관계 모델’을

통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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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의 원칙

1) 남북한 간호교육통합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나간다.

우리나라 대북통일정책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하는 통일의 방

향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화해와 협력단

계, 연합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를 통해 남북한의 통합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70년간 지속된 단절의 시간을 보완하고 충분한 합의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을 이루어나가므로 반감이

나 경제적 손실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남북한 간호교육의 통합

에서 점진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단계별 통합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2)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은 철저히 배제하되 문화적 측면은 수

용한다.

간호교육체계의 통합에 있어서 주체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교육방법의

폐지는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지만 문화적인 부분와 관련하여 북한

을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남한의 경우 영어에 기반을 둔 의학

용어를 사용하고 북한은 러시아어와 라틴어에 기반 한 의학용어를 사용한

다. 남한은 미국의 간호교육체계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의학용어를 비롯한

교육용어가 영어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북한을 비롯하여 독일과 같은 유

럽국가와 러시아, 일본과 같은 아시아국가 등 영어가 아닌 다양한 언어를

기반으로 한 용어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권에서 비롯한

다양한 언어권의 형성과 그에 영향을 받은 용어체계는 문화의 한 요소로

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교육용어체계를 가진 것은 문화적 다양성 차원에

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며, 어느 한 체계의 우월성을 논할 수 없다. 다만,

간호교육체계의 통합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상황들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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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통합한다.

간호교육에서의 보편적 가치는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간호사는 인간의 건강회복과 증진, 질병예방, 고통경감에 기여하는 다양한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의 역량 가운데는 인간, 환

경, 건강과 함께 간호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함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간호술기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영역확대와 간호학의 발전을 위한 학

문적 탐구능력이 있다.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는

의료현장에서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환자의 옹호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과 같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보건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학제, 교육과정 등의 간호교육제도를 통합해 나가야

한다.

4) 남북한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남한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경제적 수준이나 간호교육의 수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때 통

합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이 주도적일 가능성이 높다.

남한이 특별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 않더라도 남한의 경제적 수

준이나 생활수준이 높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 가운데

북한은 상대적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쟁직후 우리나라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교육기관을 건설하고 경제적인 원조를 했던 것

처럼 통합을 진행하는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각 분야별 체계

등 남한이 북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

다. 그러나 모든 측면에서 남한에 비하여 부족한 가운데 놓인 북한이라 하

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하며, 그들이

처한 환경 가운데 그들의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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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단계별 과제

1) 화해와 협력단계

현재를 포함하여 통일에 대한 남북한의 합의를 이루기까지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를 포함하여 통합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서로

를 관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는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간호교육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방

향으로 통합을 진행하여야 한다.

첫째, 남북한 교류의 장 형성을 위한 통로를 열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는 서로에 대한 지식, 즉 얼마나 상대를 잘 아는가에서 시작한다. 그러

므로 남북한 교류를 위한 통로를 개척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의

초석으로 통합의 첫 단계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업이다. 둘째, 남북한

간호교육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모든 제도 및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법

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남북한 교류의 통로가

제한적이므로 북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남

북한 쌍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성공적 통합의 열쇠이다. 정확한 자

료를 근거로 현실가능하고 정치한 제도적 정비를 기반으로 통합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셋째, 간호교육분야의 인재양성과 관련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간호에 대한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통일과 통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해와 포용적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 인재양성에는 매우 긴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므

로 화해와 협력단계에서도 로드맵의 최우선에 두어야 할 과제이다. 넷째,

간호교육 분야별 전문가 그룹 형성이다. 간호 전문가와 함께 통일전문가,

북한에 대한 전문가, 간호계에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 등 통합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간호교육체계 통합방안의 구체

적이며 실제적 실행을 담당할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섯째,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간호교육의 각 영역별 통합방안의 구상 및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범적용 및 결과분석, 수정보완 그리고 북

한 간호교육과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 등 통합을 실제적으로 이끌어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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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그룹의 형성이 통합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예

산의 확보 및 물질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행정은 곧 예산이다.

간호교육분야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안정적인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 독일의 통합과정에서도 경제적으로

무너진 동독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하여 서독의 헌신적인 경제적 뒷받침

이 있었다. 정확한 현황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상황은 동독의

수준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잘 짜여진 프로그램

이나 통합방안의 저변에 든든한 예산편성의 반석이 준비되어야 한다.

2) 남북연합단계

남북한 간호교육체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합을 수행하는 단계로서

부분적 연합단계와 전면적 연합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한만길, 2012). 부분

적 연합단계는 남북한 간호교육체계가 양립하는 단계로 통합을 위한 과제

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정·보완하는 시기이며, 전면

적 연합은 기존의 남북한 간호교육체계는 폐지되고 통합된 간호교육체계

를 확대 실시하는 단계이다. 남북연합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는 첫째,

과도기적 교육 및 보건의료 행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다. 간호교육 및 간

호교육과 관련된 보건의료분야의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통합 방안을 수행

하고,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남한에서 간호교육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담당하

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같은 기구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구와 별도로 통합과제 수행만을 위한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의 시범적용과 결과평가를 기반으

로 점진적 확대해야 한다. 어떤 통합방안이든 외생변수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남북한 통합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실제

적으로 실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통합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계속적 합의와 제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통합

과정의 초기에는 남한의 간호교육제도가 통합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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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한의 간호교육제도가 기반이 되더라도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여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과정을 통해 북한이 통합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만

의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통합이 완성되기까

지 북한에 대한 물질적 지원의 확대 및 인적 지원 공급은 계속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계속적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존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통합으

로 인한 반발, 이질감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기 위

하여 남북연합의 초기에는 기존의 간호교육제도를 병행하다가 전면적 연

합기에 접어들면서 폐지해야 한다.

3) 통일국가 완성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간호교육체계의 통합이 완성되고, 발전을 위한 남

북한 간 계속적 협력이 수행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첫째, 간호교육

및 보건의료 행정기구의 통합이 완성되어 새로운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간호교육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양질의 간호인력 확보가 가능

하도록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간

호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구상 및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남

북한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연합하여 한민족 고유의 간호교육체

계를 구현하고 지속적인 남한과 북한의 협력 및 주변국과의 협력을 도모

하기 위하여 간호교육체계 발전을 위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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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학교제도 통합방안

1. 간호교육기관의 통합

간호교육기관의 통합을 포함하여 모든 간호교육체계의 통합에 우선하여

수행되어야 할 과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학제적 전문가 그

룹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그룹에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인, 의료업무 종사자, 교육전문가 그리고 북한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간

호교육체계의 통합은 간호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영역 및 교육영역 그리고

북한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간호교육체계의 통합방안을 구상하여

야 한다.

교육기관의 통합은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채널을 형성하

고 간호교육기관의 통합모델을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화해와 협력단

계에서 교육전문가 및 행정가의 현장방문을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

및 남한에 적용하게 될 새로운 간호교육기관의 통합모델을 설정해야 한다.

북한 및 남한에 적용하게 될 새로운 간호교육기관의 형태는 남한의 체계

를 기반으로 하되 북한의 지역적 특색 장점을 반영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남북한 교육기관의 통합모델에서 공교육은 ‘지역거점모델’을 기반으로 1차

보건의료의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하며, 민간교육은 ‘산학협력모델’을 통해

급성기 간호 전문가 양성 및 지역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 및 북한 간호 인력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

여 부분적 연합 단계에서는 북한의 기존교육기관과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이원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간호교육기관의 통합모델을 적용한 간호

교육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고 기존 북한 간호교육기관은 기관의 상황에 따

라 점차적으로 통합모델과 유사한 기관으로 변화를 시도해 나가거나 재교

육기관으로의 역할 변화 또는 폐지해 나가야 한다. 새롭게 설립하는 간호

교육기관에 적용할 통합모델로서는 우선적으로 ‘지역거점모델’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시범설치하고, 지역거점대학 간 자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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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통해서 운영한다. 예를 들면 남과 북의 수도에 위치한 국공립대학인

서울대학교와 평양대학교가 결연을 통해서 남한의 간호교육 시스템의 장

점 및 북한 간호교육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기관의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면적 연합단계에서는 간호교육기관의 점진적으로 일원화체제를 확립

해 나가야한다. 공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모델을 확대하고, 1차 보건

의료 전문인 양성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확대도 기대할 수 있

다. 또한 북한에 설치된 기존 교육기관을 재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하거나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교육기관의 형태를 국공립교육기관에서 민간

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후 확대 적용 시 민간의료기관 및 교

육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립대학 부설대학병원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의료

기관 설립과 동시에 대학을 건립하여 교육과 취업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

는 학교와 의료기관의 산학협력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모델은 북

한에서 요구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동시

에 일자리 확보 및 의료산업의 북한 유치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간호인력 재교육기관을 상설화 하여 북한의 유휴 간호 인력의 활용

을 촉진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재교육 또

는 보수교육 기관으로 활용하여 남북한 간호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

다.

통합완성 단계에서 간호교육기관의 일원화가 완성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모델의 완성 및 산학협력 및 연구기관의 안정적 삼각구도를

형성하므로 교육, 임상, 연구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학제의 통합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은 크게 2년 과정(고등의학전문학

교, 간호원학교)과 1년 또는 6개월 과정(병원 부설 간호원 양성소)으로 나

눌 수 있다. 남한이 교육연한이 4년제 통합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상황과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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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협력단계에서는 학제 통합방안에 대하여 논하여야 한다. 남북한이

간호인력 양성기관의 학제를 통합하는 방안은 남북한의 상황에 따라 다양

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다원화 정책으로 북한의 6개월 과정, 2년

제 과정과 남한의 4년제 과정이 공존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이원화 정책으

로 북한의 병원 부설 6개월 양성과정은 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현재 남한의

간호조무사 과정과 통합하여 간호보조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간호사 양

성과정은 북한의 2년제 과정과 남한의 4년제 과정을 이원화 하여 제도화

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은 일원화 정책으로 남한의 4년제 교육과정으로 점

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북한의 2년제 과정 졸업생의 경우 2년의 특별

과정을 설치하여 추가적인 이수를 통해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

다. 이처럼 다양한 방안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한의 간호교육정책에서

교육연한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여 4년제 일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화

해협력단계에서는 간호법을 제정하고 간호교육기관 및 통합과 관련한 제

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남북 연합단계에서는 논의 된 학제 통합방안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간

호교육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학제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 어떠한 방법

이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간호 인력을 적시에 수급할 수 있고, 남한과 북

한의 간호 인력의 수준 차이를 극복하고 간호교육의 보편적인 수준을 유

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제를 통합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원화된

학제의 운영을 원칙으로 할 때 통합방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기존의 간호교육기관은 간호교육체제 통합방안 공표와 함께 기존의 2년제

학제를 점진적으로 4년제로 통합하여 개편해나가야 한다.

연합단계에서는 먼저 기존의 2년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학생을 위하

여 2년제 졸업자 특별과정(2+2년제)을 설치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남

북한의 학제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 2년제 이외의 간호교육기관(1년제,

6개월제 등)의 경우는 간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폐지하고 간호인력

재교육기관으로의 활용 등 기타 활용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4년제 간호

교육기관은 새로운 통합모델을 적용하여 북한의 기존교육기관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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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원화된 간호교육기관의 학제는 연합과정이 진

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일원화를 완성해야한다.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남북한 간호교육기관의 학제가 4년제로 일원

화된 것을 바탕으로 대학원 과정 등 간호사의 계속교육을 위한 기관이 설

치 운영되어야 한다.

3. 입학 및 졸업제도의 통합

화해와 협력단계에서는 입학 및 졸업제도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 먼저 학력인정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

북한 학력 인정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학제격차 보완방안을 개발해야 한

다. 또한 남북한 간호교육기관 입학자격을 분석하고 편입제도, 학생정원

등의 구체적인 제도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다양한 교육기관 및 교육연한이 공존하는 부분적 연합단계에서는 우선

적으로 입학 시기를 통합하고 북한의 기존 교육제도에 따른 졸업생 배출

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입학자를 제한하는 동시에 졸업자를 위해

부족한 학제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

다. 새로운 교육기관의 입학자 및 졸업자에게는 의무교육이 통합되는 시기

에 따라 한시적으로 자격을 완화하되 전면적 연합단계에서는 남한과 유사

한 수준의 자격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간호교육기관의 학

제 개편이 완성된 후 지역거점모델을 적용한 간호교육기관 등 교육의 질

이 보장된 북한의 간호교육기관에 한하여 재학생에게 남한의 간호교육기

관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교육기관의 정책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입학 및 졸업제

도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남북한 간호교육기관 입학자격 요건의 통합을 완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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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단계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부분적 연합 전면적 연합

간호교육기관의 통합 간호교육기관의 통합 간호교육기관의 통합 간호교육기관의 통합

· 간호교육기관의 통합모델

설정

-공교육 : 지역거점모델

-민간교육 : 산학협력모델

· 통합모델 간호교육기관의

역할 설정

-임상전문가 양성

-간호교육자 양성

-연구기관 설립

· 남북한간호교육기관설치를

위한 남북한 간호교육기관

현황 파악

-남북한 간호교육기관의

분포와 수

-입학정원, 편제정원 현황

-졸업자 수 현황

· 간호인력 수요 추계

-관련 현황 조사

(남북한 인구수, 남북한

간호교육기관의 졸업생

배출현황, 남북한의료기관

수)

· 간호교육기관 2원화 체제(2,

4년제)

· 간호교육기관 1원화체제(4년제) ·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모델 완성

· 교육+임상+연구의안정적

삼각구도 형성
· 공교육을중심으로한지역거점

모델 적용

-남한 간호교육체계 기반의

새로운 간호교육기관 모델

적용

-간호교육체제 통합방안 공표

후 즉각 실시

-북한의 행정구역 ‘도’를

중심으로 배치된

고등의학전문학교와 남한의

국립대학과 우선 연계

-예시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평양분교– 평양대학교

간호대학

-1차보건의료전문가양성(1차

보건의료기관에 우선 배치)

· 공교육을중심으로한지역거점

모델 확대 적용

-국립대학 중 간호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확대하여

연계

· 역할확대

-1차보건의료및급성기질환

중심의 전문가 양성

-간호교육자 양성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

-석사및박사과정순차적설치

· 사립교육기관 설치를 위한

북한지역 간호교육기관 현황

파악

-교육기관의 분포와 수

-입학정원, 편제정원 현황

-졸업자 수 현황

· 인구대비 요구되는 간호인력

수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교육기관의 수 및

입학정원 설정

· 사립교육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모델 적용

-사립교육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연계 모델

-북한에 분교를 설립하고자

자원하는 사립교육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 대상

-실습지확보를통한교육의질

보장

-취업보장제도를통한간호인력

남한 이탈 방지

(독일의 모관제도와 유사)

-예시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함흥분교 +함흥세브란스병원

-급성기 질환 중심의

간호전문가 양성

· 기존 북한 간호교육기관 유지

-2년제 북한 간호교육기관

학제개편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반,

간호원 학교)

· 기존 북한 간호교육기관

학제완성

-2031년 2월 졸업자를

마지막으로 2년제 완전 폐지

· 간호인력 재교육기관 상설화

-계속적인 재교육 실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재교육 교재 개발

표 33. 학교제도의 통일단계별 통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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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학교제도의 통일단계별 통합방안(continued)
통일의 단계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부분적 연합 전면적 연합

-간호교육체제 통합방안 공표

후 5년간 유지

(2026년 7월 공표,

2027∼2030학년도 까지 입학

허용, 3월 1일 입학기준)

· 2년제 졸업자 특별과정 설치

(2+2년제)

-2026년 7월 공표, 2029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 4년간 한시

적용

· 2년제를 제외한 기타 학제의

간호교육기관

-간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 폐지

-간호인력재교육기관으로활용

교육연한의 통합 교육연한의 통합 교육연한의 통합 교육연한의 통합

· 교육연한 설정

-4년제일원화를목표로설정

· 간호법 제정

-간호법 내 간호교육기관

관련 법률 제정

-간호교육제도 통합과

관련한 법률 제정

· 교육연한의 점진적 통합

-북한의 6개월, 1년제교육폐지

-의료기관별 자체 양성제도

폐지

-2년제 :북한기존간호교육기관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유지

-4년제 : 신모델적용지역거점

간호교육기관에서실시, 2년제

교육기관 학제개편

·기존북한간호인력기관의 4년제

학제 개편 완성

· 남북한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

입학 및 졸업제도 통합 입학 및 졸업제도 통합 입학 및 졸업제도 통합 입학 및 졸업제도 통합

· 학력인정제도 구상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제도 현황분석

-남북한학제격차보완방안

개발

· 남북한 간호교육기관

입학자격요건 분석

-현황분석

-남북한교육격차보완방안

구상

· 남북한 간호교육기관

편입제도 구상

· 남북한 간호교육기관 학생

정원 설정

-학생정원 분석

(입학정원, 편제정원,

졸업자수)

-남북한 의료기관 수 및

간호인력 수요분석

· 남북한학력인정제도시범실시

· 남북한간호교육기관입학시기

통합

-3월 1일 입학

· 남북한간호교육기관학생정원

설정

· 남북한학력인정제도확대실시

· 남북한간호교육기관입학제도

확대실시

· 간호교육기관 편입제도

시범실시

-도입시기 : 북한

간호교육기관의 4년제 학제

개편 완성 후

-편입제도 도입기관 :

지역거점모델 간호교육기관

-편입대상자 : 2년제 북한

간호교육기관 졸업자

-편입제한 :북한간호교육기관

졸업자의 남한

간호교육기관으로의편입 , 2년

미만의 간호교육기관

졸업자의 편입

· 교육기관의정책및지역

특색을 반영한 입학 및

졸업제도의 정착

· 남북한간호교육기관입학

자격 요건의 통합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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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교육과정 통합방안

1. 교육목표 설정

남한의 간호교육의 목표는 간호학의 독자적 학문 영역을 공고히 하고,

전문가적 지식, 태도, 기술을 갖춘 간호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

라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이 전공과 관련한 지식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간호사는 독자적 학문 영역과 체계를 갖춘 전문가라기보다

는 의사의 보조 인력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교육체계 전반의

특성이 그러하듯 정치사상교육이 전공교육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통일한

국의 간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목표와 인재상

에 대한 합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교육의 목표는 보편

적인 전문지식의 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함양 및 학생의 자

아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의 간호교육은

교육기관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교과목의 특성과 목적 이를 바탕으로 각

교육기관이 도출한 학습성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교육과정이 운영하

며, 교육과정 운영의 전반을 간호교육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인증평가를 하

여 교육의 질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통일 한국의 간호교육이 목표를 달성

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서 남북한 간호교육 전문가의 합의과정

을 통해 교과목의 특성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요구도를 반영한 남북한

간호교육의 학습성과를 도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화해와 협력단계에서는 간호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고 교육목표

및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하며 연합단계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특성을 살려 목표를 설정하여 실제 적용하고 계속적 합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한국적 간호교육의 목표를 설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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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편제 및 교육내용 개발

북한의 교과목은 사상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편제되어 있다. 그에

반해 학생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선택과목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양과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통일 후 새로운 통

합교육과정에서는 사상교육을 배제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양과목을 배치하고 학년별로 교과목을 재배치하여 학습성과 달

성을 위한 단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랜 시

간 동안의 분단과 반목을 통해 역사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한

시적으로 1학년 교과과정에 역사교육과 관련한 과목을 설치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방학과정 중 강제 동원기간 운영

을 폐지하고 학생의 자아발전 및 전공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해와 협력 단계에서는 북한의 간호

교육 교과편제 및 비중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하며, 연

합단계에서 새롭게 편성된 교육과정을 시범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확대 적용하므로 한국적 간호교육 편성체계를 완

성해야할 것이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북한의 간호교육체계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서 간호인력을 양상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오랜 분단으로 인한 역사의

왜곡,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대학교육과정 안

에 역사교육과목을 배치하여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화능력은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능력으로 의무교육과정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지 못

한 북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과목을 설치하여 기본적인 정보

화 소양(컴퓨터 활용능력, 정보검색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북

한 간호교육의 특성을 살린 교육내용을 개발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예

방의학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고려의학(동의학)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북한의 건강지표 등 현실을 고려할 때 일차보건 의료체계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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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정책은 매우 합당하게 여겨진다. 그러므로 북한의 간호사 교육과정

에 편성되어 있는 고려의학을 남한의 교육과정에도 반영을 긍정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개방을 대비하여 현대 의료인이 습득해야

할 윤리교육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간호인력 교육과정에는

윤리교육과 관련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의학의 눈부신 발

전과 고도의 의료기술이 임상에 적용되면서 의료인의 윤리의식의 중요성

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의 의무 그리고 의료인으로

서 경험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서 의료인으로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을 비롯하여 세계 속에서 간호학은 독자적 지식체계 개발을 통해 한

문의 한 영역으로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구능력은 간호사의 필

수적 역량이 되었으며, 임상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과학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

로 북한의 간호교육도 간호학의 발전에 발맞추어 간호학생들이 연구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간호사의 의사의

보조적 역할을 주로 담당해왔다. 남한의 간호사 직무명세서를 기준으로 재

북 간호사의 임상현장에서의 역할과 가장 큰 격차를 보였던 부분은 바로

‘계획과 평가’는 의사의 영역이라는 것이었다. 사정, 진단, 계획, 중재, 평가

로 이루어지는 간호과정은 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

공하기 위한 독특한 사고체계이다. 북한의 간호사가 전문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간호과정의 학습과 임상 적용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간호교육과정에 없는 과목 중 간호관리학, 지역사회

간호학, 보건의료 관계 법규가 있다. 이러한 과목들은 사회와 조직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를

간호사의 시각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과목들이다. 또한 남한의 간호사 면허

시험의 과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간호학생들이 남한 사회와 조직

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편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내용의 통합을 위하여 화해와 협력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도 남북한 통합간호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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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교육과정개발의 원칙을 설정하고 남북한 교과목의 비교분석이

보다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남북한 통합교

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부분적 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 간호 교육전문

가의 지속적인 합의과정을 이루어나가며 통합 간호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한다. 교과목은 비이념적 교과목의 적용부터 시

작하여 이념적 이해가 상충하는 교과목으로의 접근을 시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교육내용의 통합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상호이해를 돕기 위해 통합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남한이해 및 북한이해,

보건의료관계법규 등과 같은 교과목을 설치하고, 남북한의 장점을 수용하

고, 고려의학(동의학)과 같이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으로 지속적

으로 개편하여 남북한의 격차를 좁혀나가야 한다. 전면적 연합단계에서는

통합 간호교육과정을 남북한 전체 간호교육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이념

적 이해가 상충하는 역사교육 및 윤리교육과 같은 교과목의 통합을 시도

하며 동시에 간호학의 학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연구관련 과목을 배치하

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한국적

교육과정을 완성한다.

3. 학습자료 개발

우선적으로 통일 직후에는 남한에서 개발된 교과서를 사용하되 점진적

으로 남한과 북한의 전문가가 함께 교류·협력하여 통합된 교과서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영어를 기반으로 한 남한의 의학용어체계와 러시아어 또

는 독일어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의학용어체계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의학용어 사전을 개발하여 남한의 교육기관 및 북한의 교육기관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학 분야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

도록 서로의 용어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한에서는 정보화 교육

을 의무교육기간에 충분히 학습하지만 북한의 학생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

므로 북한의 의무교육에서 정보화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를 위하여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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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에 정보화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졸업 후 재교육

이 필요한 사회인을 위한 이러닝 등으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양한 형태의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

로 실습지침서 등 임상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

다. 현재 북한의 교내 실습 및 임상실습은 지침서나 교과서 없이 술기를

습득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명확한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습지침서

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한의 실습지침서는 각 학교에서

교과목 담당 교수들이 학교의 목표와 교과목의 목표와 성취해야 할 학습

성과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새로 합의된 간호교육목표와 각

학교의 목표와 더불어 각 지역의 지역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적합

한 실습지침서를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화해와 협력단계에서는 남북한 간호교육 전공과목 교과서를 비교·분석

하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에 맞춘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함과 동시에

교원부족에 대비하여 온라인 학습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부분적 연합단

계에서는 개발된 교과서를 남북한에 적용하고, 전기설비 등 기본적 인프라

구축에 따라 구현 가능한 학습자료를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다양한 학습자

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면적 연합단계에서는 개발된 학습자

료의 지속적 수정·보완을 통해 질적인 향상을 이루어야 하며 학습자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남북한 학

습자료의 수준 격차를 해소하여 간호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습자

료가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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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校舍) 및 교육장비 확보

북한의 간호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북한이탈주

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간호교육기관이 남한이 사설 간호조무사학원

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통일 후 증가하게 될 간호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충분한 교사확보를 통해 질이 보장된 간호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적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북 간호사의 증언을 통하여 북한

간호교육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었다. 남한은 환자의 권리

의식 신장 등 변화하는 의료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임상에서 경험하기 어

려운 출산, 투약 등의 효과적 학습을 위해 시뮬레이션 교육을 도입하고 있

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간호학을 학습하는데 기본적인 장비도차 갖추고 있

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해부학, 미생물학, 기본간호학을 학습하

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와 교사를 확보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의 변화를 반

영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을 위한 재정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화해 협력단계에서는 간호교육기관에서 확보해야 하는 교사 및 교육장

비의 기준을 설정하고 교육인프라 확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물리적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 부분적 연합단계에서는 교사확보를 위한 교

사의 증축 또는 신축이 이루어져 강의실 및 실습실이 확보되어야 하며, 대

북지원 과정에서 교육장비의 지원과 함께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교육기관의 교사(校舍)활용 및 새로운

교사 확보를 위한 점진적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전면적 연합단계

에서는 학생정원에 따라 적절한 교사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며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

는 교사 및 교육장비를 확보하여 남북한 간호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이

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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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단계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부분적 연합 전면적 연합

교육목표 설정 교육목표 설정 교육목표 설정 교육목표 설정

· 교육목표의 방향 설정
-간호교육의 보편적 가치
확인

· 남북한간호교육의목표설정
-남북한의문화적특성반영
-남북한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

· 남북한 간호교육목표의
계속적 수정·보완

· 한국적간호교육의목표설정

교과편제 및 교육내용 개발 교과편제 및 교육내용 개발 교과편제 및 교육내용 개발 교과편제 및 교육내용 개발

· 남북한 통합간호교육과정
개발 기관 설립
-기능 :간호교육의목표설정
등 교육과정 개발
-구성 : 간호교육전문가,
임상전문가

· 교육과정개발 원칙 설정
-사상교육과목의즉각적폐지
-간호교육의 보편적 가치
추구
-교과목의 다양성 확보
(학생의 선택 가능)
-간호실무와함께조직, 기구,
정책등간호와관련된사회
전반에 대한 교육내용
-민주시민의기본소양함양
· 남북한 교육과정 현황 분석
-교과편제및비중현황분석
-교과목 및 교육내용 분석
· 남북한 통합 간호교육과정
개발
-이수구분체계 및 이수학점
기준 설정(이론/실습)
-학년별 이수과목의 표준
설정
-간호교육의 목표 확인→
간호교육의 보편적 가치
확인, 지역사회 요구 반영
(질병유형 등)→남북한
간호인력에 요구되는 역량
분석, 남북한 간호인력
직무분석→간호 인력의
활동영역 분석→학생의
요구사항 및 요구도
분석→이론 및 실습
교육과목 개발

· 남북한 간호교육전문가의
합의
· 통합 간호교육과정의 시범
적용
-국공립 간호교육기관 중심
· 교과목 적용
-비이념적 교과목의
우선적 적용(전공교과목,
기초학습능력관련교과목)

· 남북한상호이해를돕기위한
교과목 설치
-통합완료시까지 대학교과
과정에 한시적 설치
-북한 이해, 남한 이해
-시장경제및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교과목 개편
-남한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남북 통합 교과목 개발 및
적용
-남북한의 장점 수용
-지역사회 요구 반영
-학제격차 해소를 위한
교과목 개발 및 적용(영어,
컴퓨터, 생물학 등
기초학습능력관련교과목)
-교양과목개발 및
적용(역사교육,
민주시민교육, 체제전환에
따른 적응교육)
-보건의료관계법규,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등 간호 관련
정책과 사회구조를 학습할
수있는교과목에남북한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편

· 지역적특성을반영한교과목
적용
-고려의학(동의학)에기초한
한방간호학
-1차 보건의료 중심의 교육
강화

· 통합 간호교육과정의
확대적용
-남북한 전체 간호교육기관
· 이념적 이해가 상충하는
교과목의 통합
-역사교육(통합 완료시까지
대학교과과정에 한시적
설치)
-윤리교육
·급성기환자간호중심의교육
강화
· 간호학의 학문적 접근
-연구관련과목, 간호과정등

· 한국적 교육과정의 완성

표 34. 교육과정의 통일단계별 통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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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교육과정의 통일단계별 통합방안(continued)

통일의 단계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부분적 연합 전면적 연합

학습자료 개발 학습자료 개발 학습자료 개발 학습자료 개발

· 남북한 간호교육 전공과목

교과서 비교 및 분석

· 수립된 간호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과서 및

실습지침서 개발

· 교원 부족에 대비한 온라인

학습 자료의 개발

· 개발된 교과서 남북한 통합

적용

· 전기설비 등 기본적 인프라

구축정도에따라구현가능한

다양한 학습자료 적용

· 통합 학습자료 수정 보완을

통한 질적 향상

· 교육기관의설립목적에따른

학습자료의 다양성 확보

· 남북한학습자료의수준격차

해소 및 간호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습자료의

지속적 개발

교사 및 교육장비 교사 및 교육장비 교사 및 교육장비 교사 및 교육장비

· 교사 및 교육장비기준설정

· 재원확보

· 대북지원

-인터넷 통신망 확충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한 지원

-컴퓨터, 빔프로젝터 등

기본적인 교육장비 지원

-실습장비 및 물품 지원

·실습장비관리등의규정마련

· 교사확보를 위한 교사 증축/

신축

-이론교육을 위한 강의실

확보

-실습실 확보(기본간호학

실습실 우선)

· 기본적인사회적인프라(전기,

수도 등) 확충 정도에 따라

교육장비 도입

-책상 및 걸상

-컴퓨터, 빔 프로젝터,

빔스크린 등

· 지속적인 대북지원

-물질적 지원 및 장비관리

전문가 파견

· 기준에 적합한 교사확보를

위한 건물 신축

-학생정원에 맞는 강의실

확보

-실습실확보(과목별실습실

확보)

· 지속적인 대북지원 및 장비

전문가 관리

· 설정된기준에부합되는교사

및 교육장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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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교원제도 통합방안

1. 교원의 자격과 역할

현재 북한의 간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은 간호학 전공자가 아닌 의

사를 포함하는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이다. 북한의 간호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간호학 전공자로 점진적으로 교체

해 나가야 한다. 교원의 역할 역시 주체사상을 강조하던 직업적 혁명가에

서 간호사를 양성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간호교육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차이는 남북한 간호교육

전문가의 상호 논의를 통해 새롭게 정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화해 협력단계에서는 남북한 간호교육 교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

를 결성하여 교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연

합단계에서 파견할 교원의 수요를 파악하여 양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파견할 교원의 경우는 남한 출신의 교원과 함께 북한이탈 주민 중 간호학

전공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출신

의 교원보다 북한에 대한 이해가 깊으므로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새로운 교육체계에 대한 반감 등을 조절하기에 보다 용이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간호학생 뿐 아니라 북한의 차세대 간호교육자를 양성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해야 할 것이다. 부분적 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 현직 교원 등 교

육전문가로 구성된 남북한 교원 자격인증기관을 설치하고 교원의 자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기존의 북한 간호교육기관은 점진적으로 간호학 전공자

로 교원을 교체해 나가되 북한에 설치되는 새로운 간호교육기관에 대하여

는 간호학 전공자를 전면 배치해야 하며, 이 간호교육기관의 졸업생은 임

상현장에서 지도자로 또는 북한 간호교육기관의 교육자로 활용하여 점진

적인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면적 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 교

원 자격인증기관을 중심으로 교원 자격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교

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남북한 교원 자격요건 및 역할의 통합을 이

루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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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양성

남북한 간호교육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교원의 양성이다. 교원의 양성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먼저 화해와 협력단계에서는 남한의 간호교육기관

에 배치될 교원의 양성뿐만 아니라 연합단계에 북한으로 파견해야 하는

간호교육전문가의 양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들은 간호학 전공자여야

하며 동시에 북한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이해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부분

적 연합단계에서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교원을 파견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

간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

여 남한의 국공립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북한 간호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적용하므로 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전면적 연

합단계에서는 민간교육기관으로 위탁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석사 및 박사과

정을 설치하기 위한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

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북한의 간호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원을 양성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동시에 남북한 간호교육기관의 학위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북한교원의 재교육 및 재임용을 통한 교원 확보와 활용방안

먼저 북한교원의 재임용 요건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의 간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는 의사를 포함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종사자이다. 그러므로 의사의 시각에서 간호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통일한국에서 간호학이 독자적

학문으로서 영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자격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임용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재임용된 교원의 활

용방안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 직후 간호인력,

간호인력 교육기관과 교원의 수가 부족할 것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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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무조건적인 해고는 어려울 것이다. 재북 간호사의 소수의 증언을 기

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북한 정체 간호교육의 교원임용 실태로 확대 해석

할 수는 없으나 북한의 간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수가 일반적인 간호교육기관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교육의 특징인 사상교육 등을 담당한 교원을 부족한 교원수

를 충당할 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재임용하는 것 또한 위험한 일이다. 그

러므로 사상교육을 담당하였던 교수 및 교육적 자질에 문제가 있는 교수

의 재임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전공교육을 담당하던 교원의 재임용 및 활

용방안은 긍정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북한의 간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전공 특성을 살려 기초의학과

목(해부학, 생리학 등)의 교수로 재임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한 북한의 간호교육기관에서 활동하는 교원의 수가 학교의 종류(고등의학

전문학교, 간호 원학교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교원의 수가 많은 곳

에서 적은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여 재임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다음은 북한 교원의 재교육 방안이다. 교원의 자격은 해당분야의 전문적

소양뿐만 아니라 교원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재교육 및 재검증 과정

을 거쳐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모든 간호교육

기관의 교원을 간호사로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학적 기

반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점차적으로 기존

의 북한 간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인

력 양성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질, 그리고 교원연수교육의 문제는

짧은 시간에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한

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그러므로 간호인력 양성체계 개편의 로드맵에

최우선에 놓여야 할 것이다. 교원의 재교육에 필요한 내용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교수법 등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

여 통일에 앞서 교원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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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협력단계에서는 간호교육과 관련한 법제도에서 교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재정의 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개발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보완하여 북한 교원 재교육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간호교육 교원의 재교육을 위한 전문요

원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부분적 연합단계에서는 북한교원 재교육프로

그램을 시범적용하고 북한 교원 가운데 전공과목을 담당한 교원을 중심으

로 재임용을 고려하되 정치사상과목을 담당하였던 교원의 경우는 재임용

대상에서 엄격하게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전면적 연합단계에서는 재임용

된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북한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변화된 사회 시스템 및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독

일의 경우를 참고하여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도 이러한 재교육 프로그램

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남한 교원의 연수 및 북한 지역 배치

통합된 간호교육체계가 북한에 정착하기 위하여 초기에 남한에서 북한

으로 남한의 교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북한의 문화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간호교육전문가와 남한의 간호교육전

문가가 동시에 파견하여 간호교육체계의 정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때 남한 출신의 간호전문가는 전문가로서의 자

격 외에 북한주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품

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양성된 간호교육전문가

는 북한의 기존 간호교육 기관 및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파견하고 이후

사립대학 등으로 확대 파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현지에서 교원

을 양성하므로 점차적으로 현지 출신의 교원으로 대체해나아가야 할 것이

다.

화해와 협력단계에서는 대북지원 간호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동시에 연

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부분적 연합단계에서는 북한지역 배치를

위한 교원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거점 간호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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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단계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부분적 연합 전면적 연합

교원의 자격 및 역할 통합 교원의 자격 및 역할 통합 교원의 자격 및 역할 통합 교원의 자격 및 역할 통합

· 남북한 교원의자격및역할

분석

· 남북한교원의자격및역할

격차 보완방안 구상

· 남북한 간호교육 교원을

중심으로구성된위원회결성

· 교원의 자격 기준 설정

-전공교과목 : 간호학전공자

-비전공교과목 : 해당과목

전공자

· 교원의 역할

-전공과목의 지식과 기술

전달

-민주시민교육

· 남북한 교원 자격 인증기관

설치(과도기적교육행정기관

산하기관)

-구성 : 남북한현직교원등

교육전문가 등

-기능 :남북한간호교육교원

자격기준 설정, 남북한

교원연수프로그램 개발,

남북한 교원 연수자의

연수기관 배치 등

· 교원자격기준의점진적적용

-전공과목 담당 교원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교원

공급에맞추어점진적적용

· 남북한교원자격인증기관을

중심으로교원자격수정보완

· 교원 자격기준 확대 적용

-전공 및 비전공 과목 담당

교수의 자격 요건 강화

· 교원역할정립및수준향상

-전공과목의 지식과 기술의

질적향상을위한요건강화

-민주시민교육 정착

· 남북한교원자격요건및역할

통합 완성

교원양성 교원양성 교원양성 교원양성

· 북한 파견 간호교육전문가

양성

· 국공립교육기관 중심의

위탁교육제도시범실시

-대상 : 북한 간호교육기관

졸업자

-졸업 후 진로 : 북한

간호교육기관 의 교원으로

임용

· 민간교육기관으로

위탁교육확대실시

-북한의 석사 및 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양성

· 북한의 간호교육기관의 교원

양성제도 완성

· 남북한 간호교육기관의 학위

상호인정

표 35. 교원제도의 통일단계별 통합방안

북한의 기존 간호교육기관 그리고 간호인력 재교육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간호교육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해야 한다. 전면적 연합단계에서는 이러

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동시에 대북지원 교원팀을 점진적으로 북

한의 간호교육기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간호교육전문가로 대체하여

현지화하여야 한다.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남한 교원의 북한 파견제도

는 축소하되 연수형태의 남북한 교원 교류기회는 확대하여 남북한 교류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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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교원제도의 통일단계별 통합방안(continued)

통일의 단계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부분적 연합 전면적 연합

북한교원 재교육 및 재임용 북한교원 재교육 및 재임용 북한교원 재교육 및 재임용 북한교원 재교육 및 재임용

· 남북한 간호교육기관 및

교원수요분석

· 북한교원 재교육프로그램

개발

· 북한교원 재임용방안 개발

· 북한교원 재교육프로그램

시범적용

· 북한교원 재임용

-재임용 대상 : 전공과목

담당교원

-재임용 제외대상 :

정치사상과목 담당교원

· 북한교원 재교육프로그램

확대적용

· 북한교원 재교육프로그램의

장기적 적용

남한교원의 연수 및

북한지역 배치

남한교원의 연수 및

북한지역 배치

남한교원의 연수 및

북한지역 배치

남한교원의 연수 및

북한지역 배치

· 연수프로그램 개발

- 남한교원 중 북파 대상자

· 대북지원 간호교육전문가

양성

-남한출신 간호교육전문가

-북한이탈주민출신

간호교육전문가

-교육학전문가

-임상전문가

· 북한지역 배치를 위한 교원

연수프로그램 유지

· 남한교원의 북한

간호교육기관 배치

-국공립 지역거점

간호교육기관

-북한의 기존 간호교육기관

-간호인력 재교육기관

· 대북지원 교원팀의 구성

-남한출신 간호교육전문가

-북한이탈주민출신

간호교육전문가

-임상전문가

-전공과목별 구성

· 북한지역 배치를 위한 교원

연수프로그램 유지

· 남한교원의 북한

간호교육기관 배치

-기존 배치 기관 유지

-민간 간호교육기관 배치

· 대북지원 교원팀의 점진적

현지화

-점진적으로 북한 출신

간호교육전문가로 대체

-북한 간호교육기관 출신

석·박사 학위자로 대체

· 남한 교원의 북한 파견제도

점진적 폐지 및 연수형태의

남북한 교원 교류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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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교육행정 통합방안

1. 교육행정기관의 통합과 권한구조 재설정

북한의 교육행정체계는 중앙집권적이며 일반행정체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행정의 운영을 위해서 교육행정체계를 지

방분권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기적 행정기구를 두어 교육행

정체계가 통합되기까지 제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정 및

체계의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화해와 협력단계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교육행정기관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행정기관의 형태 및 역할을 개발해야 할 것이

다. 부분적 연합단계에서는 과도기적 행정기구의 설치(한만길 등, 2012)를

통하여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를 담당해야 할 것

이다. 이는 현재 남한의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간호교육의 전반을 담당하

는 것과 같이 남북한 통합 간호교육체계와 관련한 전반을 담당하는 기구

로서 연합단계에서 주된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전면적 연합단계에서는 과

도기적 간호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을 확립하고 통합 간호교육행정기관 설치

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교육행정의 통합과정에서 요

구되는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통

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이러한 과도기적 간호교육행정기관이 남북한 단일

의 간호교육 담당 행정기관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2. 교육행정요원의 역량 강화

남한과 북한의 교육행정요원의 역량에 차이가 존재할 것을 예상하여 이

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남북한 교육행정요

원의 교류(연수 등)를 통해 행정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화해와 협력단계에서는 교육행정요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남북한 교육행정요원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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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합을 위한간호교육 통합 행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부족한 인력에 대

비하여야 한다. 부분적 연합단계에서는 남한 간호교육행정전문가의 북한

파견 및 남북한 간호교육행정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

어야 한다. 전면적 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 교육행정 전문가의 교류가 확대

되고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

력은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통일의 단계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부분적 연합 전면적 연합

교육행정기관의 통합 교육행정기관의 통합 교육행정기관의 통합 교육행정기관의 통합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

통합체제 구축

· 과도기적

간호교육행정기관의 조직,

역할및구성설정,정관등제정

· 간호교육통합전반에필요한

예산분석 및 편성

· 과도기적 간호교육행정기관

설치

-구성: 교육부, 대교협,

한국간호교육평가원,

ICN 등

-간호교육교원자격요건설정

-간호교육 교원의 임용과

교육과정

-북한 교원의 재임용과

재교육과정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간호인력 자격시험 관리

-간호교육 질 관리

-북한간호교육기관의 4년제

지정

-북한간호교육기관의 2년제

졸업자특별과정개설관리

-남북한간호교육통합을위한

국제적 교류

· 과도기적

간호교육행정기관의 역할

확립 및 통합

간호교육행정기관 설치를

위한 준비

-남북한간호교육행정의통합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분리

-중앙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분리와

역할 정립

· 남북한 교육행정의

통합과정에 요구되는 제반

사항의 결정 및 갈등 해결

· 남북한통합간호교육행정기관

설치

교육행정요원의 역량강화 교육행정요원의 역량강화 교육행정요원의 역량강화 교육행정요원의 역량강화

· 간호교육통합을 위한

간호교육통합행정전문가

양성

· 기존 교육행정요원의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남한 우선 적용

· 북한 교육행정요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남한의

간호교육행정전문가의

북한 파견

· 북한의기존교육행정요원의

역량강화

-개발된교육프로그램적용

-남한 연수기회제공

· 남북한 교육행정 전문가의

교류 확대

· 교육행정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재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 남북한 교육행정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계속적 협력과

교류 유지

표 36. 교육행정의 통일단계별 통합방안



- 130 -

제 6 절 교육문화 통합방안

1. 교육방법의 통합

청년총화에서 자아비판에 익숙해져 있던 북한의 젊은이들이 남한의 토

론문화에 적응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학

습방법의 선택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완충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습 성과 향상 및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하여 기

존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의 학습방법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다양한 교

수학습방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년별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방

법 및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화해와 협력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간호교육전문가 및 실무전문가 등

을 중심으로 교육문화 개선 및 통합을 위한 위원회가 조직되어야 한다. 위

원회는 남북한 교육문화와 관련한 연구 및 남북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및 임상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남북한

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적 차

이를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과 함께 교육용어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분적 연합단계에서는 이론수업을 중심으로 다양

한 교수학습방법의 적용 및 남북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

하면서 지속적인 수정·보완과정을 통해 전면적 연합단계에서는 이론수업

뿐만 아니라 교내실습 및 임상실습 등에도 토론, 발표, 인터넷 활용 등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확대 적용하고 나아가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남북

한 간호교육에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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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갈등 및 이질성 극복

북한 이탈주민과의 면담에서 남한의 간호교육환경에 가장 적응하기 어

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경쟁하는 문화’라고 하였다. 북한의 간호학생은 당

의 결정에 따라 근무지가 결정이 되므로 좋은 근무지에 가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졸업시험 남한으로 말하자면 면허시험에서 낙방

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으

므로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또한 교육방법에서도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

과제물을 작성하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거나, 팀을 구성하여

발표를 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또한 남한의 의료 환경에서 처음 근무를 한 재북 간호사의 경험을 통해

서 간호조직에 존재하는 연차문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 등 낯선

조직문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장벽들은 남과 북

이 반목하였던 시간에 비례하여 높아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상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는 문화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

은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학생 의료봉사(정경배 외, 1993),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남한과 북한이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

한 이러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남한이 자연스럽게 북한을 이해하고 무

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그들의 필요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의료기관, 특히 3차 의료기관에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

산화가 이루어졌다. ENR, PACS, OCS 등 전산을 이용한 간호업무가 일상

화되었다. 학교교육에서도 인터넷 서핑을 통해 참고문헌을 찾는 것이 특별

할 것이 없는 시대이다. 그러나 북한은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도 불구하고 경제력의 상실로 인해 학생들에게 PC를 제공하지 못한다. 종

이에 인쇄된 자판으로 교원이 말로 설명하는 윈도우를 상상하면서 받은

교육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상생활에서도 컴퓨터나 스마트 폰과 같

은 통신기기를 다루지 못하면 남한과 소통이나 문화교류에 어려움이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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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므로 정보화 교육은 간호교육과 임상현장에서의 적응에 앞서

남한의 생활문화 전반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므로 간호대학 교육과정

이전에 필수적으로 학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덟 명의 북한 이탈주민과 면담을 하면서 남한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가

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언어와 관련한 부분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이탈주민들은 일상생활 용어보다도 전문용어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러시아어나 라틴어를 기반으로 한 의

학용어 또는 간호용어에 익숙한 재북 간호사들이 남한의 영어를 기반으로

한 간호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

이다. 특히 의료현장은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곳이다. 더구나 간호사는

보건의료조직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서와 조정과 협력을 해야

만 한다. 조정과 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역량은 의사소통이며 이러한 의사

소통의 수단인 기본적인 용어의 차이가 클수록 남한의 의료와 북한의 의

료가 하나로 통합하는 데 큰 장벽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서울대학교 통일

의학센터를 중심으로 의학용어의 통합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간호학계도 이와 발맞추어 간호학 교과서에 사용된 용어를 분석하고,

통합적인 언어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를 시작하여야 한다.

화해와 협력단계에서는 학생 간 교류를 확대하고 언어 등의 차이점을 보

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접촉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문화와

언어적 이질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통학습용어

개발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분적 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 문화 차이

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교환학생프

로그램이나 남북한 공동학회 설립 등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전

면적 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 문화차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며

지속적은 문화적 교류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남북한 통합 용어체계를 개발

하기 위한 사전 편찬 및 개발된 용어체계를 적용한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

져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이질성을

극복해 나가하며, 이러한 노력은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도 지속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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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단계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부분적 연합 전면적 연합

교육방법 통합 교육방법 통합 교육방법 통합 교육방법 통합

· 교육문화개선및통합을위한

위원회 조직

-구성 : 간호교육전문가,

교육학전문가,

간호실무전문가

-역할 :남북한교육문화관련

연구, 남북한 간호교육문화

개선, 통합을위한교류증진

· 남북한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

-대상 :학생, 교수, 임상전문가

-장소 :남북한간호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내용 :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의 남북한

교육문화 차이 체험

· 교수법통합

-남북한교수법현황분석및

개발(이론/실습)

· 교육용어통합

-사전발간

-통합교육용어기반의교과서

발간

· 남북한통합교수법시범적용

-이론 :

-실습 : 남북한 의료기관

실습기회제공

· 남북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실시

-교육자, 임상전문가, 학생

순차적으로 적용

· 남북한 통합교수법의 수정

보완과 확대적용

· 이론교육

-학생 주도적 학습의 확대

-간호교육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다양한교수방법적용

(발표, 토론, 현장학습 등)

· 실습교육

-기자재 확보를 통한

실험실습 정상운영

-실습지 확보를 통한

임상실습의질적수준보장

-실습과정에서 교원의 역할

정립 및 학생의 참여기회

확대

· 남북한간호교육방법의다양성

확보 및 교육의 질 보장

문화적 갈등 및 이질성 극복 문화적 갈등 및 이질성 극복 문화적 갈등 및 이질성 극복 문화적 갈등 및 이질성 극복

· 문화적 교류의 장 마련

-대학생의료봉사등지원과

교류를 위한 통로 마련

· 남북한 문화 및

간호교육에서의 언어적

이질성 분석

-의학용어 차이점 분석

-공통학습용어 개발

· 남북한문화차이에관한연구

· 문화적 교류의 확대

-남북한 교환학생프로그램

-남북한 공동학회

· 간호교육에서의 언어적

이질성 극복

-공통학습용어를 적용한

교과서 개발

-남북한 간호교육용어 사전

발간

· 남북한 문화차이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문화적 교류의 확대

-기존프로그램의확대적용

-남북한간호학생및의료인

봉사활동 프로그램

· 남북한 통합 간호교육용어

체계 확대적용

-임상에서 사용하는

간호용어의 통합

· 학생간교류확대및다양한

접촉기회 확보

· 지속적인통합용어체계개발

및 학습자료 적용

표 37. 교육문화의 통일단계별 통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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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간호교육 관련 제도 통합방안

1. 간호사 면허제도 통합

북한은 간호사에게 면허가 아닌 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자격은 별도의

시험과정이 없이 간호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위한 졸업시험으로 대체된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북한

의 간호사 자격제도는 보다 엄격하고 검증된 과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

다.

남북한 간호사 면허제도의 통합을 위하여 화해와 협력단계에서는 남북

한 의료인 면허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호사 면허관리 기관 설치, 남북한 간호사 시험응시 자격, 남북한

간호사 면허시험제도 개발 등 간호사면허제도 통합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부분적 연합단계에서는 남한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북한의 간호사 자격

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한시적으로 북한의 간호교육기관 중 2년제 졸업자

를 대상으로 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북한에서 지역거

점모델을 적용한 간호교육기관에서 졸업생이 배출되고, 2+2 특별과정 이

수자가 졸업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전면적 연합단계

에서 지역거점모델을 적용한 간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임상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남한 간호사 면허시험응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

토해볼 수 있다. 남한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제도는 북한의 간

호인력 수급정도를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

가 완성된 단계에서는 남북한 간호교육제도가 통합됨과 더불어 남북한 간

호사 면허제도가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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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북 간호사의 자격인정

통일 직후 간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남한의 간호사 국가고사를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북한에서 임

상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의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는 의료교육에 있어 동독과 서독의 격차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동

독의 의사자격을 서독에서 그대로 인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의사의 태도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불충분으로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아야만

했다. 남한과 북한은 독일과 다르게 의료수준 및 간호교육의 수준의 격차

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자격 인정 전 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

현재 남한의 재북 간호사 자격인정제도 현황은 북한의 간호사들이 남한

의 간호교육제도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서 간호사 국가고시 자격인정을 받은 재북 간호사들의 국가고시 합격률이

있다. 현재 남한의 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간호

사국가고시자격인정을 받은 재북 간호사는 총 7인이며 이 중 간호사국가

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총 3인이다. 합격률이 50%가 넘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의 간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임상경험이 충분히 있다하더라도 남한의

면허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면

허시험의 과목 다시 말해 간호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교과목에서 차이가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합과정에서 면허시험제도 외 남북한 간호사의 격

차를 점차적으로 좁혀가면서 기존의 간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재북 간호사는 남한에서 간호사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재북 간호사에게 일정한 인터뷰 과정을 거쳐

남한의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

나 남북한이 통합이 되는 시기에 간호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북 간호

사에 대해서 모두 남한의 간호사 국가고시를 보아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

격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재북 간호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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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인정할 수 있는 인정 요건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있

는 교육기관은 동일한 연한이라 하더라도 교육기관에 따라 매우 큰 교육

수준의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출신학교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

다. 출신학교 뿐 아니라 임상에서의 경력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이다. 임상경

력에는 근무기간 뿐 아니라 근무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북한에 있는 급

수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고려

하여 전문가들의 합의과정을 통해 통일 직후 통합과정에서 재북 간호사의

활용을 위한 자격인증 기준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화해와 협력단계에서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간호사 자격인정 제도

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재북 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를 해야 한다. 자격인정요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출신 간호교육기

관의 학제, 근무지의 규모, 임상경력, 급수 등이다. 부분적 연합단계에서는

자격인정제도를 시범적용하며 제도를 수정·해나가야 한다. 자격인정 대상

자는 간호교육체제 통합방안 공표 이전 북한 간호교육기관 졸업자 중 일

정 임상경력을 가진 자로 재교육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무면허 간호사 즉

정규 간호교육기관을 졸업하지 않고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격이정 대

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전면적 연합단계에서는 자격인정제도를 보완하여

확대적용하고 자격인정을 위한 정기적인 재교육제도를 병행하여야 하며,

통일국가 완성 단계에서는 간호사 면허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남북한 간호

사 상호간에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재북 간호사 활용

간호사의 자격인정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재북 간호사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이다. 남한의 간호사와 역할이나 교육수준 등에서 격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존의 간호 인력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화해와 협력단계에서 남북한 간호사의

직무를 상세히 분석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 직후 북한주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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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예측하여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고

나한 교육이나 1차 보건의료(전염병, 기생충병, 피임 방법 등)와 관련한 내

용을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재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

주민 중 남한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남한출신의 간호전문가, 간호교육전

문가로 구성하여 재북 간호사의 재교육을 담당할 북한 파견요원을 양성하

여야 한다. 부분적 연합단계에서는 무자격 간호사는 조무사 역할을 담당하

게 하는 등 재북 간호사의 업무 재배치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야 한다. 북한 파견요원 중 간호전문가는 북한의 의료기관에 채용되어 간

호행정가 및 임상전문가로 활동하는 동시에 북한의 임상현장에서 간호사

의 재교육을 담당하고, 간호교육전문가는 북한의 간호 교육기관에 교원으

로 임용되어 학부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 전면적 연합단계에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적용하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간호전문가를 파견하여 북한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의 재교육 및 간호교육기관의 학부교육 및 대학원과

정의 교육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재북 간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및 남북한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

어야 한다.

4. 남한으로의 재북 간호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방안

독일 통일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일 이후 경제적 여건이나 삶의 질이

높은 서독으로 동독의 주민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불균등

현상이 나타났다.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비교적 안

정적인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통일 이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여

남한으로 이주하려는 북한 주민들이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

로 간호 인력의 남한으로의 이탈을 방지하여 간호서비스제공의 형평성 및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지 면허제도는 북한에 설치된 간호교육기관에서 면허를 취득한 간호

사가 북한 지역에서만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지역을 제한한 제

도이다. 이는 북한의 기존 간호교육기관(2년제 고등의학전문학교, 간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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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의 졸업자로 북한에서 간호사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

은 후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 북한에서만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

여 간호 인력의 북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의무복무기간 지정제도는 북한에 설치된 간호교육기관에서 면허를 취득

한 간호사가 일정기간 동안 북한에서 활동하도록 활동지역을 제한하므로

간호 인력의 남한으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북한에 설치된

남북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간호교육기관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양성된 간호 인력의 북한 이탈을 방지하여 북한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형

평성 및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재북 간호사의 남한으로의 이탈을 방지하여 재북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해와 협력단계에서는 재북 간호사 이탈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

안을 구상하여야 한다. 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고 앞서

언급하여선 의무복무기간 지정제도 및 근무지 한지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구상하여야 한다. 부분적 연합단계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여

야 한다. 의무복무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 숙련된 간호 인력이 확보되

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지 한지 제도를 적용하여 남한으로의 취업이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전면적 연합단계에서는 간호교육기관 산학협력 모델

을 적용하여 북한주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북 간

호사의 취업지를 확보하여 경제활동을 위한 남한으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그 외 의무복무기간 지정제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통일국가 완성

단계에서는 북한의 간호인력 확보상황을 고려하여 재북 간호사 이탈방지

를 위한 의무복무기간 지정제도 및 근무지 한지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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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간호 인력의 재교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인정을 받은 재북 간호사들의 국가고시 합격

률이 매우 저조한 것을 때 재교육프로그램 없이 재북 간호사가 간호사 국

가고시에 합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남과

북의 간호 인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격인정에 앞서 남한과 북한의 격

차를 상쇄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특별 프로그램은 북한의 재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임상에서의 활동

을 지속하면서 통합과정에서 요구되는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

도록 계속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화해와 협력단계에서는 남북한 간호인력 연수 프로그램 등 남북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합단계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부

분적 연합단계에서는 국공립 기관 소속 교원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보수

교육제도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용 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남북한 간호교육 내용의 격차 감소를 위하여 북한 간호교육기관에서 교육

하지 않는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등의 과목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

요가 있다. 전면적 연합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일반교원 및 간호사 대상으

로 확대 적용하며 보건의료관계법규 등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과목을 추가

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도 재교육을 위한 상설기관

을 두어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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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단계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부분적 연합 전면적 연합

간호사 면허제도 통합 간호사 면허제도 통합 간호사 면허제도 통합 간호사 면허제도 통합

· 남북한의료인면허제도현황

분석

· 간호사면허제도통합방안

구상

-북한간호사의

남한면허시험응시자격부여

방안

-남북한 간호사 면허

관리기관

-남북한간호사면허시험제도

개발 (시험과목, 문항개발

등)

· 한지제도 적용 방안 구상

· 북한의간호사자격제도폐지

· 남북한 간호사 면허제도

이원화

-남한 : 현행유지(단, 남한

간호사 면허 취득자는

남북한 의료기관 근무에

제약이 없음.)

-북한 :학제별면허시험제도

도입

-2년제 졸업자 면허시험

: 2030년도 이전 입학자

중 2년제 졸업자

한시적 운영

-4년제 졸업자 면허시험

: 기존 북한 간호교육기관의

학제가 4년제로 완성되는

시점의 입학자 또는

학제완성이전입학자중2+2

특별과정 이수자

· 남한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

-북한 간호교육기관 중

지역거점모델학교

졸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격 부여

-자격요건 :

지역거점모델학교 졸업 후

임상경력 10년 이상인 자

이후북한간호교육기관중

4년제 및 2+2 특별과정

졸업자, 재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

이상 임상경력을 가진자로

확대 적용

· 남한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 범위 점진적

확대

-북한 간호교육기관 졸업자

-북한 간호사 면허와 남한

간호사면허동시취득가능

· 면허시험의 점진적 통합

-시험과목 통합 등 남북한

간호시험의운영및내용상

통합

· 남북한 간호사 면허제도

통합완성

· 북한간호교육기관 졸업자의

남한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

· 한지제도의 점진적 폐지

재북 간호사 자격인정 재북 간호사 자격인정 재북 간호사 자격인정 재북 간호사 자격인정

·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간호사자격인정제도재검토

· 재북 간호사 자격인정 방안

개발

-자격인정요건 :

출신교육기관, 의 학제,

근무지의 규모, 임상경력,

급수

· 자격인정제도 시범적용

-자격인정대상자 :

간호교육체제 통합방안

공표 이전 북한의

간호교육기관 졸업자 중

임상경력5년이상자, 정해진

기한 내에 재교육과정을

이수및계속적재교육필수

-자격인정제한 : 무면허

간호사

· 한지제도 적용

· 자격인정제도 확대적용

· 자격인정을 위한 정기적

재교육제도 운영

· 간호사면허제도통합완성과

함께 남북한 간호사 상호

자격인정 완성

표 38. 간호교육 관련 정책의 통일단계별 통합방안



- 141 -

표 38. 간호교육 관련 정책의 통일단계별 통합방안(continued)

통일의 단계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부분적 연합 전면적 연합

재북 간호사 활용 재북 간호사 활용 재북 간호사 활용 재북 간호사 활용

· 남북한 간호사 직무분석

· 재교육 프로그램개발

-응급의료

-1차 보건의료(전염병,

기생충병,피임등)관련내용

중심

· 북한이탈주민중재북간호사

재교육프로그램개발및적용

· 남한의 간호사 면허를 가진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파견요원 양성

-간호전문가(남한의

의료기관 근무 경험자)

-간호교육전문가(남한의

의료기관 근무경험 및

남한의 간호교육기관으로

부터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재북 간호사 업무재배치

-무면허 간호사 : 남한의

간호조무사에 해당하는

자격 및 직무 부여

· 재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

· 재북간호사출신간호전문가

북한 파견

-간호전문가

북한의 의료기관 채용

간호행정가및임상전문가로

활동

북한 임상간호사의 재교육

-간호교육전문가

북한의 간호교육기관 교원

임용

학부학생 교육

북한간호교육교원재교육

북한 간호교육자 양성

(석사/박사)

·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 재북간호사출신간호전문가

북한 파견

-간호전문가

북한의 의료기관 채용

간호행정가및임상전문가로

활동

북한 임상간호사의 재교육

-간호교육전문가

북한의 간호교육기관 교원

임용

학부학생 교육

북한간호교육교원재교육

북한 간호교육자 양성

(석사/박사)

·재북간호사의역량강화를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의강화및

남북한 교류의 확대

재북 간호사 이탈방지 재북 간호사 이탈방지 재북 간호사 이탈방지 재북 간호사 이탈방지

· 재북 간호사이탈방지방안

구상

-목적 : 재북 간호인력 확보

-급여제도

-의무복무제도 등

-한지제도

· 급여제도 적용

· 의무복무제도 적용

-모든 재북 간호교육기관

졸업자

-의무복무기한 : 10년 이상

· 한지제도 적용

-남한 취업이주 제한

· 간호교육기관 산학협력모델

적용

·북한간호인력급여현실화및

복지제도 향상

· 의무복무제도 유지

· 한지제도 유지

· 의무복무제도 및 한지제도

점진적 폐지

남북한상호이해증진을위한

간호인력 재교육

남북한상호이해증진을위한

간호인력 재교육

남북한상호이해증진을위한

간호인력 재교육

남북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재교육

· 남북한상호이해증진을위한

프로그램 개발

· 남북한 간호인력 연수

프로그램 개발

· 남북한상호이해증진을위한

프로그램 시범적용

-국공립교육기관소속교원

및 국공립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 대상 시범적용

-보수교육 의무적용

· 재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

-남북한 간호교육 내용의

격차 감소를 위한 내용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등)

-1차 보건의료 관련 내용

(투약, 전염병관리, 멸균및

소독 방법, 피임 등)

· 남북한상호이해증진을위한

프로그램 확대 적용

-민간기관 소속 교원 및

간호사대상으로확대적용

·재교육프로그램수정보완및

확대적용

-남북한보건의료체계에관한

내용 포함

(보건의료관계법규 등)

-1차 보건의료 및 급성기

간호관련 내용 포함

·정기학회등남북한상호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장기적

운영

· 간호인력 재교육을 위한

상설기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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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 론

간호 인력은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안정적 의

료체계 구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 인력과 관련한 연구 가운데 간호 인력

을 비중 있게 다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간호제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간호제도

와 관련한 현황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문헌조사 및 재

북 간호사와 남한의 간호교육제도를 경험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

한의 간호제도 그 중에서도 간호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분

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간호교육체계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통합이론과 함께 우리나라 대북 통일정책의 기본방

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이해와 지원, 교류와 협력을 간호교

육 통합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선린관계 모델(Good-neighborly

relations model)’을 제시하였다. 이는 보건의료와 간호를 비롯하여 각 분

야에서 통일을 넘어서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좋

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로서 이해와 지원, 그리고 협력과 교류가

바탕을 바탕으로 한 선린관계를 형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서로의 좋은 이웃이 되어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통합된 간호인력 양성체

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의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은 독일과는 다르게 의학을 비롯하여 간호교육에서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북한은 간호교육기관의 학제가 0.5∼2년으로 매우 다양

하여 4년제 일원화의 완성단계에 있는 남한과 격차가 존재하였다. 또한 간

호교육의 목표에서도 남한은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간호 인력을 양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반해 북한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서의 간호사 양성이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간호교육과정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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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 교과목도 간호 관련 전공과목 보다 정치사상과목의 편성에 큰 비중

을 두고 있었다. 또한 노동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여 방학기간 중 강제노

동력 동원기간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과 임상현장에서 학생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노동력으로서 여기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학사

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론교육과 임상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은 남

한과 유사하였지만, 학사일정이 매우 유동적이며 간호학을 학문이라기보

다는 직업교육의 한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교과서 등의 학습자료 및 교육시설의 매우 열악한 것과 간호학 전공

자가 아닌 의료인이 간호학을 가르친다는 것 또한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

다. 간호교육행정체제는 노동당 중심의 중앙집권체제이며 일반행정과 교

육행정이 통합된 형태의 지방교육행정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

적인 교원과 교원 중심의 주입식 학습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

한과 차이점이 있었다. 간호교육과 관련한 제도에서는 간호사가 면허가 아

닌 자격 발급, 대학원 등 계속교육제도의 부재, 의료기관에 한정된 취업분

야, 의사의 보조적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한 간호사의 직무 등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계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남한의 간호사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간호교육제도 및 간호교육 관련제도 전반에 걸친 격차를 해소하

고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먼저 남북

한에 앞서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

다. 독일 통합에 있어서 전 분야에 걸쳐 문제를 야기하였던 가장 큰 원인

은 서독제도의 일방적 이식과 급속히 진행된 통합과정을 꼽을 수 있다. 지

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급속히 진행된 서독제도의 일방적 이

식은 통합비용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에 적

응하지 못한 동독주민의 거부감 및 사회 부적응 등으로 제도의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겼었다. 독일의 통합에서 주는 교훈은 우리의 통합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비록 현재 북한의 현황을 명

확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지금 이 시점부

터 어떻게 통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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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의 통합 그 중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 인력

을 키워내기 위한 간호교육제도의 통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간호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수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질적으

로 보장된 교육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간호 인력과 함께 간호 인력

을 교육하는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요구되므로 통일을 준

비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할 영역이다. 간호교육체계

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학교제도, 교육과정, 교원제도, 교육행정, 교육

문화 그리고 간호교육 관련제도로 나누어 통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하나의 교육목표 아래 교육연한과 교과목 통합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 정치사상교육에 주력하였던 북한의 교육체계를 대신하여 전문가 양

성을 위한 교육체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

다. 교육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환경적 정비가 필요

하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의 자격을 다시 점검하고 간호교육에 맞

는 교원 양성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실적인 역

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수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교육기관 및 학제의 통합은 국공립대학 및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거

점대학의 자매결연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립대학과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실시해야 하며 통합 완성단계에서는 간호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교육, 임

상, 연구의 안정적 삼각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교육연한은 4년제로 일원화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연합단계에서는 이원화 하여 통합모델을 적용한

간호교육기관의 경우 설립초기부터 4년제로 시작하고, 북한의 기존 간호

교육기관은 한시적으로 2년제를 허용하되 점진적으로 학제를 완성해 나가

야 한다. 2년제를 제외한 기타 학제는 폐지하여야 한다. 입학 및 졸업제도

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학력인정제도, 입학자격제도, 편입제도 등을 점진적

으로 적용하여야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해서는 간호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한 교육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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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과편제 및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과목 개발은 비 이념적 교과목부터 적용하여 이념

적 이해가 상충하는 교과목으로 접근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역사교

육에 있어서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과정 내에 한

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간호교육의 특징 중 고

려의학에 기초한 한방간호처럼 북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

과목을 개발하여 남한과 북한 교육과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와

더불어 다양한 학습 자료와 교수법을 적용하되 적응기간을 두어 점진적으

로 활용해야 한다. 더불어 교사(僑舍) 및 교육장비의 확충을 위한 지속적

인 대북지원이 필요하며, 교육과정의 실제적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계속적인 교육과정 및 제반 활동의 발전을 위한 다학제적 전문

가 그룹을 형성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의 교원을 재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의 자격 및 수준을 고려

하여야 한다. 북한의 간호교육은 의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간호의 전문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해서는 간호학 전공자가 전공교육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만, 재임용시 간호교육의 특성을 살려 북한 기존 교원에

대하여 기초의학 분야에서의 활용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교원의 부족을

대비하기 위하여 남한에서 교원을 파견하여 간호교육을 담당할 교원 및

임상에서 활동하는 간호 인력의 양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재교육을 유지하여 교원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에서는 교육행정기관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까지 과도기

적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간호교육 제반의 통합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역할을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통합된 교

육행정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행정요원의 역량 강

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교육문화에 있어서는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또한 70년간의 단절로 인해 더욱 높아져

갔던 장벽을 제거하여야 한다.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숙명이다.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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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서 수많은 조직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의 수단인 간호용어의 통합을 위해 간호학자들을 비롯하여 임상

현장의 전문가들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학술적, 문화적인 교류를 확대

하여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나아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간호사의 직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것에 대비하

여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북 간호사의 자격 인정을 위한 방안과 간호

인력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북한거주 간호사의 남한으로의 이탈 방지를 위해 한지(限地) 면허제도 및

의무복직제도 등을 재북 간호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재북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통일 한국의 안정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간호 인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수한 간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보장된

간호교육체계의 확립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호교육체계에 존재하는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70년 간 지속되어 온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문화적

차이 거기에 경제적 격차가 더해져 남북한 간의 통합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적 순간에 화합을 이루어 낸 한

민족이다. 남과 북이 한 핏줄임을 인식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해와 협력

의 자세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를 결심할 때 70년간 지속

된 반목의 결과로 얻게 된 격차를 극복하고 우리는 통합을 넘어 통일을 이

루어낼 것이라 확신한다. 이러한 확신이 현실이 되기 위하여서는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이루어낼 수 있는 연구와 통일을 대비하는 구체적이

고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간

호교육체계를 비롯하여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남북한 현황 분석과 현

실적 통합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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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 언

성공적인 통합과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서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는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

는 문헌조사 및 재북 간호사 4인과 남한의 간호교육제도를 경험한 북한이

탈주민 4인의 경험을 통해서 남북한의 간호교육체계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특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면담 대상

자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양적연구가 불가능한 상

황에서 소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간호교육체계를 단정 짓기에는 분

명 한계가 존재한다. 북한의 간호교육제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통

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을 방문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

집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서는 북한의 현황을 파악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향

후 북한과의 교류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북한과 교류가 있는 중국 등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의 간호교육제

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방안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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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면담 질문지

1. 개인정보

1) 성별 :

2) 연령 :

3) 탈북연도 :

4) 체류기간 :

2. 경력

1) 남한

(1) 현재 직업 :

(2) 학력인정

※ 추가질문 (현재 남한의 학력인정제도)

○ 응시여부 : 회

(3) 현재 간호 대학생(대학원생)이라면 : 학년

2) 북한

(1) 재북시 출신학교 : 학교명, 수학시기

(2) 재북시 근무지 : 근무지명, 근무시기, 근무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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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경험>

1. 학교경험

1) 학제 : 년제

※ 추가질문 : 94년도부터 3년제 간호원반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2) 입학 : 입학정원, 입학시기, 입학요건

3) 교재 : 소장여부

4) 총 이수 과목의 종류

5) 학사일정

6) 이론교육과정 운영

(1) 총 이수학점

(2) 학점제도

(3) 수업시간

(4) 학급운영 : 학급당 인원수 : 명, 학년당 학급수 : 명

7) 실습교육과정의 운영

(1) 실습의 종류

(2) 교내 실습 : 과목별

(3) 임상실습

○ 임상실습의 종류

· 실습장소(병원이름, 규모) :

· 실습장소 선정방법 :

· 총 실습기간 : 개월( 주)

· 실습과목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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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지도자

· 실습지도자의 자격 :

· 현장지도자

· 평가자

· 평가항목(평정서의 구성) :

· 실습지도자의 역할 :

○ 실습 과제물

8) 교육환경

(1) 교수의 자격요건

(2) 과목별 교수의 자격요건

① 교양과목 :

② 전공기초과목 :

③ 전공과목(이론) :

④ 전공과목(실습 – 교내실습) :

⑤ 전공과목(실습 – 임상실습)

2. 국가고시(졸업시험)

1) 시험과목 :

(1) 총 과목 수 :

(2) 시험형식 :

(3) 과목 당 문제수 :

(4) 과목 당 배점 :

※ 추가질문 : 과목마다 모두 문제 수 및 배점이 동일한가?

2) 응시자격

3)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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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경험

1) 채용

(1) 간호인력 선발기준 :

(2) 인력채용시험 : 시험과목, 형식, 문제수

2) 간호인력의 수행 직무

3) 근무조건

(1) 3교대(D: E: N: )

(2) 2교대(D: N: )

(3) 기타

4) 병동 인력의 구성

5) 인력배치의 기준

6) 기록지 종류(마약대장 포함) :

7) 간호기록지의 기록 내용 :

8) 승진

4. 자격유지를 위한 제도

1) 간호사의 계속교육제도

2) 자격(면허)의 유지

(1) 자격(면허)발급기관

(2) 자격증(면허증)의 구성

(3) 자격(면허)유지를 위한 시험

3) 간호원 급수제도

(1) 간호원의 급수 : 몇 급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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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수의 종류와 취득자격

(3) 급수시험

(4) 급수에 따른 간호사 역할차이

(5) 급수에 따른 승진

3) 직무교육

(1) 직무교육의 종류(직무와 관련된 것, 사상교육 관련된 것 등)

(2) 내용

5. 면허취득 후 취업분야

6.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

1) 출신성분 :

2) 사회적 인식 :

3) 급여 :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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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의 경험>

1. 교육과정 이수

1) 현재 진학 중인 학교에 어떻게 진학하게 되었습니까?

2) 대학 진학 전 어떠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3) 대학 진학 전 미리 학습하였다면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과목은?

4)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느끼는 가장 큰 장벽은 무엇입니까?

5) 장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도움을 받는 기관이 있습니까?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6) 장벽 극복을 위해 지금 받고 있는 도움 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7) 실습교과목과 이론 교과목 중 어떠한 과목에 어려움을 느낍니까? 이유는?

8) 북한의 간호교육과 남한의 간호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9) 현재 진학중인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어떠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

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의료기관에서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통일이 된 후 남한과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체계가 통합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북한에서 배웠던 과목 중 남한에서 공동으로 학습이 가능한(교재의 공동사용

이 가능한) 과목은 어떠한 것입니까?

12) 북한에서 배웠던 과목 중 남한에서 간호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과목

은 어떠한 과목입니까?

13) 통일에 대비하는 간호인력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2. 임상근무

1)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장벽은 무엇입니까?

2) 장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도움 받는 기관이 있습니까?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3) 장벽 극복을 위해 현재 받고 있는 도움 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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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남북한 간호사의 직무비교

업무 업무요소 ① ② ③ ④ 평균
전체

평균

A1 인수인계

하기

병동업무를 확인한다. 5 5 5 5 5.00

5.00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5 5 5 5 5.00

인수인계를 수행한다. 5 5 5 5 5.00

병동순회를 통해 인수인계 내용을 재확인한다. 5 5 5 5 5.00

A2 간호기록

하기

기록해야 할 대상자 정보를 구별한다. 3 5 5 5 4.50

3.00
표준화된 기록양식에 대상자 정보를 기록한다. 5 5 5 5 5.00

대상자 상태와 양식에 기록된 정보를 통합한다. 3 1 1 1 1.50

수행한 간호활동과 평가를 기록한다. 1 1 1 1 1.00

A3 처방전

관리하기

처방내용을 확인한다. 5 5 5 5 5.00

5.00처방내용에 따라 간호활동을 계획한다. 5 5 5 5 5.00

추가처방 내용에 따라 간호활동계획을 재조정한다. 5 5 5 5 5.00

A4 입·퇴원

관리하기

입원 시 병동생활에 대해 설명한다. 1 3 5 1 2.50

2.00

치료와 관련된 간호계획을 설명한다. 1 1 1 1 1.00

퇴원 시 가정에서의 자가관리에 대해 설명한다. 1 1 1 1 1.00

퇴원 후 문제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1 1 1 1 1.00

전과, 전동, 전원 환자를 관리한다. 3 5 5 5 4.50

A5 물품 및

장비관리하기

물품 및 장비현황을 확인한다. 5 5 5 5 5.00

4.30

물품 및 장비를 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5 5 5 2 4.25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한다. 5 5 5 1 4.00

물품 및 장비를 지침에 따라 사용한다. 5 5 5 2 4.25

정기적으로 장비상태를 점검한다. 5 4 5 2 4.00

A6 문서 작성 및

보고하기

간호 관련 제반 행정업무를 보고한다. 3 5 5 5 4.50

3.80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문서를 작성한다. 5 5 4 1 3.75

문제상황(사건, 사고)을 확인한다. 5 5 4 5 4.75

문제상황을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기록한다. 1 1 1 1 1.00

문제상황을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5 5 5 5 5.00

A7 간호의 질

향상에 참여하기

간호서비스의 개선문제를 발견한다. 1 1 1 1 1.00

1.00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1 1 1 1 1.00

가장 효과적인 개선전략을 실행한다. 1 1 1 1 1.00

개선전략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개선수행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1 1 1 1 1.00

효율적인 간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평가한다. 1 1 1 1 1.00

A8 윤리적 간호

수행하기

대상자의 권리와 간호사 윤리강령을 인지한다. 1 1 1 1 1.00

1.00
대상자에게 생명 의료 윤리원칙을 적용한다. 1 1 1 1 1.00

보건의료관련법규에 근거한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1 1 1 1 1.00

대상자의 권리를 옹호한다. 1 1 1 1 1.00

A9 전문직 역량

강화하기

다양한 전문직 활동에 참여한다. 1 1 1 2 1.25

1.46

자기개발 및 역량향상과 관련된 계속교육에 참여한다. 5 5 2 2 3.50

대인관계 기술훈련과 리더십 개발활동에 참여한다. 1 1 1 1 1.00

간호연구를 수행한다. 1 1 1 1 1.00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을 준수한다. 1 1 1 1 1.00

간호 및 보건복지 관련 시설과 연계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1 1 1 1 1.00

A10 보건의료

서비스자원

활용하기

보건의료전달체계와 자원을 확인한다. 3 5 1 5 3.50

1.60

활용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자원을 구축한다. 3 1 1 1 1.50

대상자, 가족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정보를 제공한다. 1 1 1 1 1.00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연계한다. 1 1 1 1 1.00

연계결과의 효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A11

보건의료팀과

협력하기

타부서 및 타 기관과 협력한다. 3 3 3 2 2.75

3.13
보건의료팀과 대상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3 5 1 5 3.50

A. 간호관리와 전문성 향상 (n=4)

주1) 재북간호사근무지①OO광산병원(500병상규모2차병원) 내과병동,②OO군병원(200병상

규모 2차병원) 내과병동, ③ OOO군 OO동종합진료소, ④ OO리인민병원(진료소수준)

주2) 빈도점수 1점 : 없음, 2점 : 거의 없음, 3점 : 보통, 4점 : 흔함, 5점 : 매우 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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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업무요소 ① ② ③ ④ 푱균
전체

평균

B1

환경관리하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3 1 3 4 2.75

3.63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환경을 유지한다. 3 4 4 5 4.00

치료적 환경을 조성한다. 5 3 4 4 4.00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한다. 3 3 4 2 3.00

유해 물질(병원성 폐기물, 유기약물, 유해물질)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5 5 1 4.00

물리적 환경(환기, 채광, 소음, 색상, 습도, 온도 등)을 규정에 따라 유지한다. 1 5 5 5 4.00

B2

감염관리하기

병원감염의 취약 대상자를 확인한다. 5 5 5 1 4.00

3.68

감염성 대상자를 확인한다. 5 5 5 1 4.00

감염성 대상자 발생을 보고한다. 5 5 5 1 4.00

격리 환자 간호를 수행한다. 5 5 5 5 5.00

병원감염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5 3 5 1 3.50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간호를 수행한다. 5 3 5 4 4.25

감염예방 및 감염 관련 간호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B3

손상 및

사고예방

관리하기

대상자의 손상 및 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3 1 5 5 3.50

2.79

간호사의 손상 및 사고 예방활동(바늘자상 등)을 수행한다. 5 3 5 1 3.50

간호사에게 손상 및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규정에 따른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5 1 5 1 3.00

대상자의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1 1 5 5 3.00

낙상발생 시 규정에 따른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3 1 5 2 2.75

손상 및 사고예방 간호활동을 평가한다. 1 1 1 1 1.00

B4

재해 대응하기

재해의 유형(화재, 홍수, 지진 등)을 확인한다. 1 1 1 5 2.00

1.25

재해 유형에 따른 대처방법을 인지한다. 1 1 1 1 1.00

재해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인지한다. 1 1 1 1 1.00

재해로 인한 피해정도를 사정한다. 1 1 1 1 1.00

재해발생 시 지침에 따라 대처한다. 1 1 1 1 1.00

재해발생 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 1 1 1 1 1.00

재해발생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1 1 1 5 2.00

재해예방 및 대응 간호활동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B. 안전과 감염관리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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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잠재적 위험요인 관리 (n=4)

업무 업무요소 ① ② ③ ④ 평균
전체

평균

C1

대상자 상태

모니터링하기

간호력을 조사한다. 1 1 5 3 2.50

3.17

필요한 물품과 기기를 확인한다. 5 5 1 4 3.75

주기적으로대상자상태를모니터링한다(활력징후, 심전도, 중심정맥압, 산소포화도,

두개내압, 혈액검사, 혈당검사 등).
5 5 1 3 3.50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다. 1 1 5 1 2.00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의료팀과 공유한다. 5 5 4 1 3.75

고위험 대상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3 5 5 1 3.50

C2

응급상황

대처하기

응급상황을 확인한다. 3 5 5 5 4.50

3.10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을 인지한다. 5 5 5 5 5.00

심장소생술(CPR, Cardioversion)상황 시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한다. 5 5 5 1 4.00

심장소생술을 수행한다. 1 1 1 1 1.00

심장소생술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C3

검사 전·중·후

간호하기

검사대상자의 검사목적과 필요성을 확인한다. 1 1 1 1 1.00

2.61

검사과정을 설명한다. 1 1 1 1 1.00

검사 전 동의서를 확인한다. 1 1 1 1 1.00

검사 전 준비(물품, 금식여부 확인, 피부준비 등)를 수행한다. 5 5 5 3 4.50

검사 중 필요한 간호활동(체위유지 등)을 수행한다. 5 5 5 3 4.50

검사 후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5 1 5 1 3.00

검사 후 합병증을 확인한다. 5 1 5 1 3.00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을 인지한다. 5 5 5 3 4.50

검사 전․중․후 간호활동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C4

수술 전·중·후

간호하기

수술대상자에게 목적, 필요성을 설명한다. 1 1 1 1 1.00

3.58

수술 전 처치 준비(피부준비, 위와 장 준비, 마취준비)를 설명한다. 1 1 1 4 1.75

수술과정의 설명여부(주치의)와 수술·마취 동의서 작성여부를 확인한다. 5 1 5 1 3.00

수술 전 처치간호를 수행한다. 5 5 5 5 5.00

수술 전 투약을 수행한다. 5 5 5 5 5.00

수술 중 호(수술실준비,체위,피부,마취,환자상태사정)를 수행한다. 5 5 5 5 5.00

수술 후 물품을 정돈한다(Gauze count, 수술기구 소독). 5 5 5 5 5.00

수술직후 간호(의식수준, 마취회복정도, 활력징후)를 수행한다. 5 5 5 5 5.00

수술 후 합병증을 확인한다. 5 1 5 5 4.00

수술 전․중․후 간호활동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C5

출산 전·중·후

간호하기

임산모와 태아,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사정한다. 1 1 1 1 1.00

1.15

정상 임산모에게 필요한 출산 전, 중, 후 간호를 수행한다. 1 1 1 1 1.00

정상 임산모에게 수행한 출산 전, 중, 후 간호활동을 평가한다. 1 1 1 1 1.00

고위험 분만의 유형을 인지한다. 1 1 1 1 1.00

고위험 임산모에게 필요한 간호를 수행한다. 1 1 1 1 1.00

고위험 임산모에게 수행한 간호활동을 평가한다. 1 1 1 1 1.00

임산모와 가족에게 출산 및 부모교육을 수행한다. 1 1 1 1 1.00

임산모와 가족에게 수행한 출산 및 부모교육 활동을 평가한다. 1 1 1 1 1.00

정상 신생아 간호를 수행한다. 5 1 3 1 2.50

정상 신생아 간호활동을 평가한다. 1 1 1 1 1.00

고위험 신생아 간호를 수행한다. 3 1 1 1 1.50

고위험 신생아 간호활동을 평가한다. 1 1 1 1 1.00

가족계획방법을 교육한다. 1 1 1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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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기본간호 (n=4)

업무 업무요소 ① ② ③ ④ 평균
전체

평균

D1

개인위생

제공하기

개인위생상태를 사정한다. 4 1 1 1 1.75

1.50

개인위생과 관련된 간호문제를 인지한다. (두발, 구강, 피부, 회음부, 등) 4 1 1 1 1.75

개인위생 요구도를 확인한다. 3 1 1 1 1.50

개인위생 유지를 위한 간호를 수행한다. 1 1 1 1 1.00

개인위생유지와관련된자가관리에대해대상자, 가족,돌봄제공자에게설명한다. 1 3 1 1 1.50

개인위생 유지여부를 평가한다. 3 1 1 1 1.50

D2

영양관리하기

영양상태를 사정한다. 5 1 1 1 2.00

1.89

치료식이의 종류를 확인한다. 5 1 1 1 2.00

영양공급경로를확인하여식이를제공한다.(경구, 비위관, 위루관을포함한비경구) 5 1 1 1 2.00

섭취량을 측정한다. 5 5 3 3 4.00

영양 균형상태를 평가한다. 1 1 1 1 1.00

고위험 대상자의 영양상태를 사정한다. 5 1 1 1 2.00

고위험 대상자의 영양상태에 따른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5 1 1 1 2.00

고위험 대상자의 영양상태별 간호활동을 평가한다. 1 1 1 1 1.00

영양균형유지를위한자가관리에대해대상자, 고위험대상자, 가족,돌봄제공자에게

설명한다.
1 1 1 1 1.00

D3

배뇨관리하기

배뇨 양상을 사정한다. 5 5 5 3 4.50

2.29

자연배뇨 촉진방법을 수행한다. 5 1 5 1 3.00

인공도뇨를 수행한다. 5 5 5 1 4.00

유치도뇨 및 방광루의 유지방법을 대상자,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설명한다. 1 1 1 1 1.00

방광세척 관련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5 1 5 1 3.00

요루관리를 위한 간호활동(피부문제 등)을 수행한다. 5 3 5 1 3.50

배뇨 관련 합병증을 확인한다. 5 1 4 1 2.75

투석(복막,혈액)대상자의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1 1 1 1 1.00

투석대상자,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자가관리를 설명한다. 1 1 1 1 1.00

배뇨장애로 인한 수분과 전해질, 산·염기 균형을 사정한다. 1 1 1 1 1.00

수분과 전해질, 산·염기 균형유지 간호를 수행한다. 1 3 2 1 1.75

배뇨 관련 간호활동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D4

배변관리하기

배변양상을 사정한다. 5 5 5 3 4.50

3.00

자연배변 촉진 방법을 수행한다. 5 1 3 3 3.00

관장을 수행한다. 5 5 5 3 4.50

장루 관련 간호 활동을 수행한다. 5 1 1 1 2.00

배변 관련 간호활동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D5

수면 및 휴식

제공하기

수면과 휴식 양상을 사정한다. 5 5 1 3 3.50

1.75
수면과 휴식을 방해하는 요소를 인지한다. 3 1 1 1 1.50

수면과 휴식 증진을 위한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1 1 1 1 1.00

수면과 휴식 증진을 위한 간호활동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D6

욕창예방 및

관리하기

욕창발생의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1 1 1 1 1.00

1.21

욕창진행단계를 사정하고 보고한다. 2 1 1 1 1.25

욕창예방을 위한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1 1 1 3 1.50

욕창단계별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1 1 1 1 1.00

욕창단계별 간호활동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욕창 관리 및 예방법을 대상자 및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설명한다. 1 1 1 3 1.50

D7

활동유지

간호하기

일상생활활동 상태를 사정한다. 3 1 1 1 1.50

1.25

활동과 관련된 검사결과를 분석한다. 1 1 1 1 1.00

활동유지와 관련된 간호활동(ROM, 근력강화 및 유연성)을 수행한다. 1 1 1 1 1.00

활동장애 유무를 확인한다. 3 1 3 1 2.00

활동유지와 관련된 자가관리에 대해 대상자, 가족 및 돌봄 제공자에게 설명한다. 3 1 1 1 1.50

활동유지 간호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활동장애로 인한 합병증을 확인한다. 1 1 1 1 1.00

활동장애 합병증과 관련된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1 1 1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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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생리적 통합유지 (n=4)

업무 업무요소 ① ② ③ ④ 평균
전체

평균

E1

호흡 유지

간호하기

호흡 상태를 사정한다. 5 5 5 3 4.50

1.88

호흡관련 검사결과를 분석한다. 1 1 1 1 1.00

호흡보조장치(산소공급, 기도흡인, 기관내삽관, 기관절개관, 인공호흡기연결)관련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1 5 3 1 2.50

호흡증진(체위배액, 심호흡, 기침, Nebulizer)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3 1 5 1 2.50

호흡증진과 관련된 자가관리에 대해 대상자, 가족 및 돌봄 제공자에게 설명한다. 1 1 1 1 1.00

호흡증진 간호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호흡장애로 인한 합병증을 확인한다. 1 1 1 1 1.00

호흡장애 합병증과 관련된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3 1 1 1 1.50

E2

순환 유지

간호하기

순환상태를 사정한다. 1 1 1 1 1.00

1.53

순환관련 검사결과를 분석한다. 1 1 1 1 1.00

순환유지 간호활동(자세유지, 부종완화)을 수행한다. 1 5 5 2 3.25

순환장애(쇼크, 부종, 탈수, 복수) 유무를 확인한다. 2 1 2 1 1.50

순환유지와 관련된 자가관리에 대해 대상자, 가족 및 돌봄 제공자에게 설명한다. 1 1 1 1 1.00

순환유지 간호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순환장애로 인한 합병증을 확인한다. 1 1 1 1 1.00

순환장애 합병증과 관련된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2 5 2 1 2.50

E3

조절과 대사

유지하기

조절과 대사 상태(내분비, 당질대사 등)를 확인한다. 1 1 1 1 1.00

1.13

조절과 대사 관련 검사결과를 분석한다. 1 1 1 1 1.00

조절과 대사 유지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3 1 1 1 1.50

조절과 대사 장애 유무를 확인한다. 2 1 1 1 1.25

조절및대사유지와관련된자가관리에대해대상자, 가족및돌봄제공자에게설명한다. 1 1 1 1 1.00

조절과 대사 유지 간호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조절과 대사장애로 인한 합병증을 확인한다. 1 1 1 1 1.00

조절과 대사장애 합병증과 관련된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2 1 1 1 1.25

E4

감각 유지

간호하기

의식수준과 감각유지상태를 확인한다. 3 5 4 1 3.25

1.53

감각장애와 관련된 검사결과를 분석한다. 1 1 1 1 1.00

감각유지와 관련된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2 1 3 1 1.75

감각장애 유무를 확인한다. 3 1 3 1 2.00

감각유지와 관련된 자가관리에 대해 대상자, 가족 및 돌봄 제공자에게 설명한다. 1 1 1 1 1.00

감각유지 간호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감각장애 합병증을 확인한다. 1 1 1 1 1.00

감각장애 합병증과 관련된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2 1 1 1 1.25

E5

상처 관리하기

상처부위(외상, 화상, 절단부위, 수술부위)를 사정한다. 1 5 5 5 4.00

3.15

상처치유와 관련된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4 5 5 5 4.75

상처치유 증진을 위한 방법(체위, 영양, 운동)을 설명한다. 1 1 5 1 2.00

상처부위의 합병증(감염, 출혈)을 확인한다. 1 5 5 5 4.00

상처치유 간호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E6

배액관

관리하기

배액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한다. 5 1 3 1 2.50

2.21

배액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5 1 3 1 2.50

배액시스템의 기능유지를 위한 간호활동(배액량 측정 등)을 수행한다. 5 1 3 1 2.50

배액부위의 합병증을 확인한다. 2 1 3 1 1.75

배액유지 간호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5 1 1 1 2.00

배액 촉진자세와 배액관 관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5 1 1 1 2.00

E7

통증 관리하기

통증유발 요인을 확인한다. 3 5 3 5 4.00

3.38
통증을 사정한다. 1 5 5 5 4.00

통증완화 간호활동(비약물요법, 약물요법)을 수행한다. 3 5 5 5 4.50

통증완화 간호활동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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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약물 및 비 경구요법 (n=4)

업무 업무요소 ① ② ③ ④ 평균
전체

평균

F1

투약하기

약물의 기전, 작용, 부작용, 적응증, 약물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한다. 5 1 1 5 3.00

2.96

투약 대상자의 상태를 사정한다. (의식수준, 연령, 연하상태, 활력징후 등) 5 1 1 5 3.00

투약의목적, 용법,효과및부작용에대해대상자, 가족,돌봄제공자에게설명한다. 1 3 1 1 1.50

투약의 원칙과 규정에 따라 투약간호(경구,비경구)를 수행한다. 5 5 5 5 5.00

투약간호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2 5 1 1 2.25

투약 부작용에 대한 간호중재를 계획하고 제공한다. 5 1 1 5 3.00

F2

약품관리하기

일반약품과 특수약품의 종류와 비치현황을 파악한다. 5 5 5 1 4.00

4.50
특수약물의 기전, 작용, 부작용, 적응증을 파악한다. 5 5 5 1 4.00

약품의 분류체계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보관한다. 5 5 5 5 5.00

정기적으로 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5 5 5 5 5.00

F3

수혈간호하기

수혈 대상자의 상태와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5 1 5 1 3.00

2.43

수혈의 목적과 부작용에 대해 대상자, 가족, 돌봄제공자에게 설명한다. 1 1 1 1 1.00

수혈지침에 따라 수혈간호를 수행한다. 5 5 5 1 4.00

수혈부작용을 확인한다. 5 5 5 1 4.00

수혈부작용에 따른 간호중재를 계획하고 제공한다. 5 1 5 1 3.00

수혈간호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혈액 반납 및 폐기 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1 1 1 1 1.00

F4

항암요법

관리하기

항암요법 대상자의 상태를 사정한다. 1 1 1 1 1.00

1.00

항암요법 대상자의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1 1 1 1 1.00

항암요법의목적, 작용, 부작용에대해대상자, 가족, 돌봄제공자에게설명한다. 1 1 1 1 1.00

항암요법 관련 간호를 수행한다. 1 1 1 1 1.00

항암요법 결과에 따라 간호중재를 계획하고 제공한다. 1 1 1 1 1.00

부작용에 따른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1 1 1 1 1.00

항암요법 관련 간호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F5

비경구적

영양요법

관리하기

비경구적 영양요법 대상자 상태를 사정한다. 1 1 1 1 1.00

1.20

영양요법의목적, 용법, 효과및부작용에대해대상자, 가족, 돌봄제공자에게

설명한다.
1 2 1 1 1.25

비경구적 영양요법과 관련된 간호를 수행한다. 1 2 1 1 1.25

부작용에 따른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1 2 1 1 1.25

비경구적 영양요법 관련 간호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1 2 1 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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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심리사회적 통합유지 (n=4)

업무 업무요소 ① ② ③ ④ 평균
전체

평균

G1

대상자 및

가족지지하기

대상자 및 가족의 심리적 반응을 확인한다. 1 1 1 1 1.00

1.00

치료적 의사소통을 한다. 1 1 1 1 1.00

심리적 반응에 따른 해결방법을 탐색한다. 1 1 1 1 1.00

심리적 반응에 따른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1 1 1 1 1.00

대상자 및 가족지지 간호활동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1 1 1 1 1.00

활용 가능한 자원과 연계한다. 1 1 1 1 1.00

G2

호스피스

간호하기

임종 시 신체적 징후를 확인한다. 3 5 4 1 3.25

1.58

임종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3 4 5 1 3.25

임종 간호활동 결과를 평가한다. 1 1 4 1 1.75

호스피스 간호요구를 확인한다. 1 1 1 1 1.00

호스피스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2 1 1 1 1.25

호스피스 간호활동 결과를 평가한다. 2 1 1 1 1.25

사별가족 간호요구를 확인한다. 1 1 1 1 1.00

사별가족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1 1 1 1 1.00

사별가족 간호활동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활용 가능한 자원과 연계한다. 1 1 1 1 1.00

G3

삶의 가치와 신념

유지 돕기

삶의 가치와 신념을 사정한다. 1 1 1 1 1.00

1.00
삶의 가치와 신념유지요구를 수용한다. 1 1 1 1 1.00

변화된 삶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1 1 1 1 1.00

필요시 종교 자원과 연계한다. 1 1 1 1 1.00

G4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반응을 확인한다. 1 1 1 1 1.00

1.00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대처행위를 탐색한다. 1 1 1 1 1.00

스트레스 완화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1 1 1 1 1.00

스트레스 관리 간호활동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새로운 적응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1 1 1 1 1.00

G5

위기 관리하기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확인한다 1 1 1 1 1.00

1.00

위기단계에 따른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1 1 1 1 1.00

위기 관련 간호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기관에서 정해진 지침에 따라 대처한다 1 1 1 1 1.00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연계한다 1 1 1 1 1.00

G6

물질남용·의존

관리하기

사용한 물질의 종류와 사용력을 확인한다. 1 5 5 1 3.00

2.08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확인한다. 1 5 5 1 3.00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반응에 따른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3 5 5 1 3.50

물질남용․의존 관련 간호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1 1 1 1 1.00

대상자와 가족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지지를 제공한다. 1 1 1 1 1.00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연계한다. 1 1 1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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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건강증진 및 유지 (n=4)

업무 업무요소 ① ② ③ ④ 평균
전체

평균

H1

교육하기

질병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간호정보 내용을 확인한다. 1 1 1 3 1.50

1.14

대상자,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질병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간호정보를

설명한다.
1 1 1 3 1.50

대상자, 가족,돌봄제공자에게질병치료와관련된추후관리방법을설명한다. 1 1 1 1 1.00

대상자, 가족, 돌봄제공자에게질병예방, 건강유지및증진을위해필요한

자가 관리에 대해 교육한다.
1 1 1 1 1.00

질병간호와 관련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1 1 1 1 1.00

질병예방, 건강유지및증진, 회복과자가관리와관련된건강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1 1 1 1 1.00

질병예방, 건강유지 및 증진, 회복과 자가 관리 관련된 건강교육 프로그램

간호활동을 평가한다.
1 1 1 1 1.00

H2

건강상태파악하기

생애주기별(태아기, 신생아기, 영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성장발달 특성을 확인한다.
1 5 1 1 2.00

1.25
생애주기별건강사정(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및진단적검사)의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한다.
1 1 1 1 1.00

건강사정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1 1 1 1 1.00

생애주기별 건강사정 내용을 분석한다. 1 1 1 1 1.00

H3

건강위험요소

확인하기

생애주기별(태아기, 신생아기, 영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건강위험요인을 확인한다.
1 1 1 1 1.00

1.00
위험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를 확인한다. 1 1 1 1 1.00

건강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1 1 1 1.00

H4

성과 생식건강

유지하기

성행동 특성과 관련된 장애의 유무와 유형을 확인한다. 1 1 1 1 1.00

1.00

성행동 특성과 관련된 장애의 유형에 따른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1 1 1 1 1.00

성행동 특성과 관련된 장애의 유형에 따른 간호활동을 평가한다. 1 1 1 1 1.00

생식 건강상태를 사정한다. 1 1 1 1 1.00

생식 건강문제해결을 위한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1 1 1 1 1.00

생식 건강문제해결을 위한 간호활동을 평가한다. 1 1 1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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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남한의 간호조무사와 북한의 간호사의 직무비교

A. 외래진료업무협조 (n=4)

업무 업무요소 ① ② ③ ④ 평균
전체

평균

A1 외래환자

안내하기

환자 맞이하기 5 5 5 5 5.00

4.06
진료실 안내하기 5 4 5 5 4.75

검사실 안내하기 1 4 5 1 2.75

진료 후 설명하기(주의사항/수납안내/투약안내/다음내원일) 3 2 5 5 3.75

A2 외래진료

준비하기

환자확인하기 5 5 5 5 5.00

4.08진료기록부 작성하기(인적사항 등 기입) 5 1 1 2 2.25

진료물품 준비하기 5 5 5 5 5.00

A3 외래처치

도와주기

내과계환자 처치 보조하기 3 5 5 5 4.50

3.75

외과계 환자 처치 보조하기 5 5 5 5 5.00

소아과 환자 처치 보조하기 5 5 5 5 5.00

정신과 환자 처치 보조하기 3 1 5 3 3.00

산부인과 환자 처치 보조하기 5 5 5 2 4.25

치과 환자 처치 보조하기 3 1 1 5 2.50

한방 환자 처치 보조하기 1 1 1 5 2.00

A4 검사

도와주기

검사확인하기(환자명/검사명 확인) 5 2 5 1 3.25

3.38

검사물 채취하기(객담/배설물) 5 5 5 1 4.00

검사실로 각종 검사물 보내기 5 5 5 1 4.00

검사준비하기(물품/환자) 5 5 5 1 4.00

내시경 검사 보조하기 5 1 5 1 3.00

초음파 검사 보조하기 5 1 1 1 2.00

A5 원무

지원하기

진료기록부 관리하기 1 1 5 1 2.00

1.33진료비 수납하기 1 1 1 1 1.00

건강보험 청구하기 1 1 1 1 1.00

A6 문서관리

도와주기

환자관리대장 작성하기 1 1 1 1 1.00

1.75
업무일지 작성하기 3 1 5 1 2.50

주1) 재북간호사근무지①OO광산병원(500병상규모2차병원) 내과병동,②OO군병원(200병상

규모 2차병원) 내과병동, ③ OOO군 OO동종합진료소, ④ OO리인민병원(진료소수준)

주2) 빈도점수 1점 : 없음, 2점 : 거의 없음, 3점 : 보통, 4점 : 흔함, 5점 : 매우 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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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간호업무협조 (n=4)

업무 업무요소 ① ② ③ ④ 평균
전체

평균

B1 간호처치

도와주기

상처간호 보조하기 1 1 1 1 1.00

1.00

배설간호 보조하기 1 1 1 1 1.00

호흡간호 보조하기 1 1 1 1 1.00

위관영양 보조하기 1 1 1 1 1.00

응급처치 보조하기 1 1 1 1 1.00

냉/온요법 보조하기 1 1 1 1 1.00

좌욕 보조하기 1 1 1 1 1.00

입원환자 검사물 관리 보조하기 1 1 1 1 1.00

임종간호 보조하기 1 1 1 1 1.00

근육주사 보조하기 1 1 1 1 1.00

B2 환자상태

보고하기

신체 계측치 보고하기 1 1 1 1 1.00

3.74

섭취량/배설량 보고하기 5 5 5 1 4.00

수면양상 보고하기 3 5 5 1 3.50

활력증후 보고하기 5 5 5 5 5.00

의식상태 보고하기 5 4 5 5 4.75

피부상태 보고하기(욕창) 3 2 5 5 3.75

운동 및 감각상태 보고하기 3 2 5 5 3.75

이상행동 보고하기 3 4 5 5 4.25

혈당측정하여 보고하기 3 1 5 1 2.50

B3 수술준비

도와주기

수술전 처치 보조하기(탈의/장신제거/면도/피부) 5 4 5 1 3.75
4.50

환자이송 보조하기 3 5 5 1 3.50

B4 물품관리

도와주기

세탁물 교환하기 1 5 1 1 2.00

4.25
소독품 교환하기 5 4 5 5 4.75

소모품 확인하기 5 5 5 5 5.00

비품 점검하기 5 5 5 5 5.00

C. 기본간호 (n=4)

업무 업무요소 ① ② ③ ④ 평균
전체

평균

C1 위생간호하기

기저귀 교환하기 1 1 1 1 1.00

1.58

의복 갈아입히기 1 1 5 1 2.00

산모 유방 간호하기 1 2 1 1 1.25

등 간호하기 1 1 5 1 2.00

손톱/발톱 정리하기 1 1 1 1 1.00

목욕시키기 1 1 1 1 1.00

회음부 간호하기 3 3 5 1 3.00

눈, 귀, 코 간호하기 1 1 5 1 2.00

구강 간호하기(의치) 1 1 1 1 1.00

C2 환자돌보기

정서적 지지하기 1 1 1 1 1.00

2.00

대소변 가리기 보조하기 3 3 1 1 2.00

의사소통 보조하기 1 1 5 1 2.00

도구적 일상생활 보조하기 1 1 1 1 1.00

병실 이용 설명하기 5 3 5 1 3.50

프라이버시 지켜주기 3 1 5 5 3.50

식사 도와주기 1 1 1 1 1.00

C3 운동 및 활동

도와주기

놀이요법 보조하기 1 1 1 1 1.00

1.63

음악요법 보조하기 1 1 1 1 1.00

원예요법 보조하기 1 1 1 1 1.00

보조기 사용 보조하기(Wheel chair/지팡이/Walker/식사도구) 1 1 4 1 1.75

보행유지 보조하기 1 1 2 1 1.25

체위변경 보조하기 3 1 5 1 2.50

관절범위 운동 보조하기 5 1 2 1 2.25

조기이상 보조하기 5 1 2 1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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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환경관리 (n=4)

업무 업무요소 ① ② ③ ④ 평균
전체

평균

D1 병원감염

예방하기

적출물 및 폐기물 관리 보조하기 1 5 5 5 4.00

4.50

전염성 배설물 관리하기 1 5 5 1 3.00

격리/역격리 하기 5 5 5 5 5.00

손씻기 5 5 5 5 5.00

오염물품 분리하기 5 5 5 5 5.00

물품 소독 및 소독물품 관리하기 5 5 5 5 5.00

D2 치료적 환경

유지하기

병실청결 유지하기 1 5 4 5 3.75

2.75

소음 관리하기 1 2 5 1 2.25

환기 유지하기 3 5 5 5 4.50

쾌적한 온도 및 습도 유지하기 3 3 5 1 3.00

편안한 조명 유지하기 1 1 1 1 1.00

침상 정리정돈하기 1 1 1 5 2.00

D3 사고

예방하기

낙상예방하기(침대, 화장실 등 미끄럼) 1 1 5 3 2.50

2.25도난 방지하기 1 1 5 1 2.00

기타 사고위험 예방하기 1 1 5 2 2.25

E. 자기계발 (n=4)

업무 업무요소 ① ② ③ ④ 평균
전체

평균

E1 업무능력

향상시키기

보수교육 참여하기 5 5 1 1 3.00

2.83업무관련 교육 계속 참여하기 5 3 5 5 4.50

의사소통 능력 향상시키기 1 1 1 1 1.00

E2 자기

관리하기

시간 관리하기 1 3 1 5 2.50

2.25
건강 관리하기 1 3 1 5 2.50

사회봉사 하기 1 1 1 1 1.00

이미지 관리하기 1 5 1 5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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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North Korean nursing

education system and an

integr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unification stage

Kim, Jieu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ursing staff ca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of

a stable medical system in any entity. However, research on the public

healthcare system and medical workforce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has not focused on nursing staff. Studies of nursing systems have

also been based on the experiences of other medical staff instead of nurses

themselves. For this reason, these studies are limited in terms of their

usefulness to those analyzing the nursing system of North Korea. This

study provides a literature review and investigates the nursing education

system of North Korea with a focus on nurses in that system and presents

more specific measures for the integration of then ursing education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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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stablishes basic directions for the integration of nursing

education systems based on an analysis of reunification theory and on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In addition to analyzing publicly

accessible materials, interviews are undertaken with nurses in North Korea

and with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experienced nursing education

in South Korea. The nursing education system of North Korea is examined

within the analysis framework, and measures are derived for the integration

of the nursing education systems at various stages of unification.

North Korea’s nursing education system and case studies of integration

were analyzed based on publicly accessible statistics and reports, and a

questionnaire to be used in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was

designed. The interview subjects were eight North Korean defectors

contacted through the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Refugees (Hanawon) and foun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is study.

The interviews were carried out over two to three sessions, and the

recorded interviews were transcribed and then summarized. In the third

session, consisting of a job survey of the nursing staff and an interview,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actice of nursing in North and South Korea

were analyzed under a less statistical approach .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nursing in North Korea operate programs

lasting from six months to two years, aiming to nurture nurses into skilled

communists under the Juche ideology. Greater priority is given to political

ideology classes than to nursing. Such programs are characterized by

mandatory Korean medicine classes, terminology with Latin root words, the

absence of electives, course names derived from medical classifications, and

a period of forced labor. They are similar to those in South Korea in that

the curriculum consists of both theoretical and clinical components.

However, the academic schedule is more fluid, and nursing is considered as

an area of job training rather than a discipline. Textbooks and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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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materials are standardized, and school buildings and facilities are

poor compared to those of South Korea. Nursing courses are taught by

those educated in medicine, not nursing. North Korea’s nursing education

administrative system is centered on the labor party, and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are integrated under the

regional education administrative system. The educational system is

teacher-oriented and tends to emphasize rote learning. North Korea’s nurses

are issued a certificate instead of a license from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The duties of nurses differ from those of South Korean nurses in

terms of a lack of an independent system of thinking, as in the nursing

process; a lack of ethical consciousness; non-participation in patient

training; and house calls by nurses in acute-care hospitals. In fact, the

duties undertaken by nurses in North Korea were more similar to those of

nursing assistants in South Korea.

This study presents a good-neighborly relations model with the basic

directions of integration established as mutual understanding, support,

exchange and cooperation. This implies that the two Koreas are headed

beyond unification to genuine integration by becoming good neighbors who

help each other based on respect and honor. The gradual integration of the

nursing education systems must embrace the advantages of each country

while maintaining the South’s educational system. Integration should begin

with non-ideological and non-political fields to minimize adverse effects,

and universal values of nursing education must be followed.

Measures for gradual integration a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three-stage integration process pursued by the current administration .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tage should focus on the establishment of a

stage for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the fostering of competency

in nursing education, budget and infrastructure acquisitions, and material

support. At the same time, expert groups should be organized for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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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of nursing education to develop related policies, programs and teaching

materials. During the North-South alliance stage, gradual integration is

initiated with classification into examples of partial alliance and full alliance.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re transitionally introduced, and

continuously corrected to minimize opposition from North Koreans who are

becoming acquainted with the North Korean education system. The

developed programs and policies should be modified based on trial results

before being widely adopted, and a stable supply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should be ensured. During the unification completion stage, the

integrated nursing education system should be maintained in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he academic development of nursing must be

pursued through continuous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ursing education system of

North and South Korea. Due to the limitations encountered when

attempting to acquire accurate data on North Korea,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ten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Further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the two systems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more extensive exchanges and updated information about the nursing

education system in North Korea.

keywords : North Korean, nursing education system, unification,

integration plan

Student Number : 2010-3013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틀    
	제 3 절 연구방법    
	1. 문헌조사    
	2. 북한 이탈주민 면담 조사    
	3. 윤리적 고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통합이론    
	1. 통합의 기본개념    
	2. 체제통합의 이론    

	제 2 절 우리나라 대북 통일정책    
	1. 기본방향    
	2. 대북 통일정책과 과제    

	제 3 절 북한의 교육체계    
	1. 북한의 교육체계    
	2. 교육체계 통합에 관한 선행연구    
	3. 독일의 교육 통합    

	제 4 절 분석의 틀    

	제 3 장 북한 간호교육체계 분석    
	제 1 절 학교제도    
	1. 간호교육기관 명칭 및 학제의 변천과정    
	2. 간호교육기관의 종류    
	3. 학사일정    
	4. 입학요건 및 시험    
	5. 졸업요건 및 시험    

	제 2 절 교육과정    
	1. 교육목적    
	2. 교과목의 편성 및 비중    
	3. 교육과정의 운영    
	4. 교육내용    
	5. 학습자료    
	6. 교사(校舍) 및 교육장비    

	제 3 절 교원제도    
	1. 교원의 자격    
	2. 교원의 역할    
	3. 교원의 양성과 배치    

	제 4 절 교육행정    
	1. 교육행정기관    
	2. 교육행정의 권한 구조    

	제 5 절 학교문화    
	1. 교육방법    
	2. 학교풍토    

	제 6 절 간호교육 관련 제도    
	1. 간호사의 자격(면허) 제도    
	2. 간호사 계속교육제도와 급수제도    
	3. 자격(면허)취득 후 취업분야    
	4.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선발기준    
	5. 북한 간호사의 직무    


	제 4 장 간호교육체계의 단계별 통합방안    
	제 1 절 간호교육체계 통합의 기본 방향과 원칙    
	1. 통합의 기본 방향    
	2. 통합의 원칙    
	3. 통합단계별 과제    

	제 2 절 학교제도 통합방안    
	1. 간호교육기관의 통합    
	2. 학제의 통합    
	3. 입학 및 졸업제도의 통합    

	제 3 절 교육과정 통합방안    
	1. 교육목표 설정    
	2. 교과편제 및 교육내용 개발    
	3. 학습자료 개발    
	4. 교사(校舍) 및 교육장비 확보    

	제 4 절 교원제도 통합방안    
	1. 교원의 자격과 역할    
	2. 교원양성    
	3. 북한교원의 재교육 및 재임용을 통한 교원 확보와 활용방안    
	4. 남한 교원의 연수 및 북한 지역 배치     

	제 5 절 교육행정 통합방안    
	1. 교육행정기관의 통합과 권한구조 재설정     
	2. 교육행정요원의 역량 강화    

	제 6 절 교육문화 통합방안    
	1. 교육방법의 통합    
	2. 문화적 갈등 및 이질성 극복    

	제 7 절 간호교육 관련 제도 통합방안    
	1. 간호사 면허제도 통합    
	2. 재북 간호사의 자격인정     
	3. 재북 간호사 활용    
	4. 남한으로의 재북 간호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방안    
	5. 남북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간호 인력의 재교육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