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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기학술대회 및 신입회원 입회식, 정기총회 프로그램

Ⅰ. 학술대회: 간호와 예술의 만남
사회: 이 태 화
(시그마 학회 학술위원장)

13:00 ~ 13:30

등 록

13:30 ~ 13:40

개 회 사 및 환 영 사

송 미 순
(시그마학회 회장)

13:40 ~ 14:30

특 강 Ι : 명화 속 건강과 간호이야기

이 명 옥
(사비나 미술관 관장)

14:30 ~ 15:20

특 강 Ⅱ : 문학 작품 속의 간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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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총회
15:30 ~ 16:30

정 기 총 회

사회: 최 희 승
(시그마학회 총무)

16:30 ~ 17:00

우수 포스터 발표 및 시상

Ⅲ. 신입회원 입회식
사회: 최 희 승
(시그마학회 총무)

17:10 ~ 17:20

회원대학 학장 및 신입회원 입장

17:20 ~ 17:30

축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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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마학회 회장)

17:30 ~ 18:10

신입회원 입회식

18:10 ~ 18:40

특 강 : Sigma Theta Tau Leadership

엄 영 란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18:40 ~ 18:50

기념촬영

18:50 ~ 20:00

만 찬

20:00 ~ 20:30

신입회원 활성화 모임

김 옥 수
(시그마학회 차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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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송 미 순 회장

시그마 한국지부는 정기 학술대회와 신입회원 입회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제시그마 학회(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STTI)의 비젼은 세계인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의 활용, 학술활동, 그리고 서비스를 선도하는 간호사
들의 global community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시그마 한국지부의 비젼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나 보다 한국의 회원 학교와 회원들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그마는 어떤 특정 간호전공 분야를 초점으로 하는
활동 보다는 간호학 전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제안하며 간호학 분야
의 리더가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타
학회와 차별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정기학술대회는 ‘간호와 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간호학은
그 바탕이 인간에 대한 애정과 이해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과 문학 등의
예술에 나타난 간호에 대해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간호학에 대한 근원적
인 인식에 대한 탐구의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호학이 현재 한국에서는
자연과학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그 바탕은 인문학적인 특성이라고 볼 때 앞으로 간
호학이 어떤 학문적인 아이덴티티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학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융합연구가 간호학 연구에
서는 어떻게 접목되어야 할지 토의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다음 세대의 간호학문을 이끌어 갈 신입회원들의 입회식이 정기 학술대회와
총회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시그마학회가 다른 학회와 달리 이러한 공식적인 입회
식을 진행하는 것은 추천된 우수한 후학들을 축하해 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
에 간호학계의 선배들이 후학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의미이기도 합니
다.
부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시어 한국시그마의 행사가 간호학의 발전을 위한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7월 5일
시그마한국지부 회장 송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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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자 소 개

이 명 옥
- 현 사비나 미술관 관장
현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회장
현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겸임교수
- 주요 저서:
<천재성을 깨워주는 명화이야기>
: 2005 청소년 권장도서
<명화 속 흥미로운 과학이야기>
: 2006 청소년 권장도서
: 2006 대한민국 과학문화상 도서부문 수상
<명화 속 신기한 수학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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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다수

정 주 아
- 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졸업
-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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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를 통한 건강과 간호의 이해

강사 : 이명옥(사비나미술관장,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장)

■ 고통은 창조의 자양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숱한 고통을 겪는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혼, 실연, 질병, 배
신감, 전쟁, 구속, 파산 등 다양한 고통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 너무 힘든 나머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다. 고통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은 정신적인 면에서나 육체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예민하다고 여겨진다. 정확히 측정하여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예술
가들은 평균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예술가들은 질병의 고통에도 특별하게 반응한다. 많은 예술가들이 그
고통을 창조의 거름으로 삼아온 것이다. 예술가들이 어떤 병을 앓았고, 어떻게 고통
스러워했으며, 그 질병에 맞서 싸워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 알게 되는 것은 작품을
감상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본 강의는 질환과 예술가들의 창조성간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관계를 추적하고 질환
과 창조활동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증명한다.
■ 나는 죽은 자들을 데리고 살아간다
고통하면 19세기 노르웨이 화가인 뭉크를 빼놓을 수 없다.
뭉크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은 죽음이다. 뭉크는 평생 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
로잡힌 채 살았다. 그가 죽음을 두려워한 것은 가족력 때문이다.
뭉크의 어머니는 그가 다섯 살 때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누이 소피에도 15살의
나이에 결핵으로 죽었다. 동생 안드레아스는 폐렴, 여동생 라우라는 정신병으로 숨
을 거두었다.
뭉크 또한 일생동안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았다.
뭉크는 유년 시절에 겪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일평생 떨칠 수 없었다.
이 그림은 죽음에 가위눌린 뭉크의 심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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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크, 병든 아이, 1885, 캔버스에 유채
병색이 짙은 소녀가 침대에 기대어 힘겹게 숨을 고른다. 소녀는 중병을 앓고 있었
던가.
하얀 베개보다 더 창백한 살빛을 띈 채 초점 잃은 눈길로 어딘가를 응시한다. 어머
니로 보이는 중년 여인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소녀의 손을 붙잡은 채 오열한
다.
모녀의 검정 옷, 어둡고 거친 배경, 칙칙한 가구색깔은 두 사람이 깊은 절망감에 빠
져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그림에는 뭉크의 불행한 체험이 녹아있다. 병상에서 죽
어가는 소녀는 뭉크의 누이 ‘소피에’이다. 뭉크는 결핵으로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한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방책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 그림은 죽음을 향
한 뭉크의 두려움과 공포를 잠재워주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는 예술이 공포를 치
유하는 명약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질병과 광기는 검은 천사처럼 내 요람주위를 맴돌고 있었다(중략) 내 인생은 바닥
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위를 걸어 다니는 일에 바쳐졌다(중략) 나는 불안과 두려
움, 공포심으로 고통 받았고 그 고통을 예술에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만일 불안이나
질병이 없었다면 나는 노도 닻도 없는 난파선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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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예술가는 위대한 병자다
많은 사람들은 질병과 고통이라는 피해갈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본질
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한다. 우리가 아는 탁월한 예술적 성취들은 바로
이런 고통 속에서, 그것을 양분 삼아 빚어낸 것이다.
전설적인 화가 고흐,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귀를 자른 엽기적인 화가, 생전에
는 단 한 점의 그림이 팔렸지만 죽은 후에는 천문학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화가. 태
양과 같은 열정으로 예술혼을 불태우다가 37살에 권총으로 자살한 천재화가 등을
떠올리게 된다.
고흐가 편집증, 간질, 조울증, 압생트 중독, 환각증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예술가
의 전설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그의 예술성과 고통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고흐, 귀를 붕대로 싸맨 자화상, 1889년, 캔버스에 유채, 69x49cm
고흐는 37살에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화상을 35점이나 그렸다.
이 자화상은 미술사에 회자되는 스스로 귀를 자른 엽기적인 사건 이후에 그린 두
점의 자화상 중 하나다. 발작에 휩싸여 귀를 자른 저주받은 화가의 모습은 간 곳
없고 그는 냉정한 눈길로 자신을 응시한다. 화가의 창백한 피부와 귀의 상처를 감
싼 붕대만이 끔찍했던 광기의 순간을 말해주고 있다.

‘간혹 제 정신이 돌아오면 나는 발작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자각하
게 된다. 그럴 때는 고통도 잊고, 공포심에 짓눌리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중략)열심히 작업할 때면 내 영혼은 잠시나마 잠잠해지고 언젠가는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고흐가 남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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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성과 고통
열정의 화신’으로 불리는 멕시코의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는 여성 화가로는 드물게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프리다의 삶을 조명한 책만 백 권이 넘게 출간되었고 영화와 기념우표까지 제작되
었다.
프리다가 대중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에게 닥친 불
행을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견뎌내고, 갈기갈기 찢겨진 삶을 복원한 의지의 예술가
이기 때문이다.
프리다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고 난 후 장애인이 되었다.
열여덟 살 때는 그녀가 타고 가던 버스가 전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었다.
버스의 철제 막대기가 그녀의 등을 파고들어 반대편으로 관통했다. 요추와 골반 뼈
가 파손되고 오른쪽 다리뼈가 11개나 부서지는 치명상을 입었다. 그녀는 몇 달 동
안 사경을 헤맨 후 가까스로 살아났다. 이후 프리다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끔찍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는 47살에 세상을 떠날 때
까지 삼십 여 차례의 수술을 받게 된다.
자신의 고통을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독하리만큼 철저하게 그 고통
의 심연을 들여다봄으로써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자신만의 강렬한 예술혼을 포
착해냈다.

프리다 칼로, 자화상, 부서진 기둥, 1944, 캔버스에 유채
이 그림은 그녀의 불행이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준다. 프리다는 벌거벗은 채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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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프리다! 그녀의 몸은 수직으로 절개되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척추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그리스 식 철제기둥이, 부드러운 살에는 날카로
운 못들
이 박혀있다. 하얀 철제 끈은 두 동강난 그녀의 몸을 가까스로 이어준다.
화가는 왜 이처럼 참혹한 자화상을 그린 것일까? 당시 그녀의 몸도 마음도 그림처
럼 처참하게 찢겨져있었다. 자화상을 그리던 시절, 프리다의 육체와 영혼은 누더기
상태였다. 20년이 넘게 그녀를 괴롭힌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
다.
이 자화상에는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프리다의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반영되었
다.
프리다는 자신의 부서진 척추는 금이 간 기둥에, 견디기 힘든 통증은 몸에 박힌 못
에 비유했다. 두 동강난 몸을 묶은 철제 끈은 그녀가 늘 착용하던 코르셋이다. 프리
다는 자신의 육체에 무차별적인 테러를 가하는 고통을 눈물로서 호소하는 것이다.

‘나는 항상 집에 혼자 있고,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기에 자화상을 그
린다. 고통스럽지는 않다. 단지 피곤할 뿐이다.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종종 걷잡을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진다. 그럴수록 그림에 대한 강렬한 의욕이 생긴다.(....)이제부터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삶을 지속해야
할 유일한 이유이다’
-프리다 칼로
■ 마무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 살아가고 병에 걸린다. 병에 걸리고 고통을 겪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으로 반응하여 인격을 성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발전을 저해할 것인가? 인간에게 고통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 고통
은 인간에게 위험을 감지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고통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긍정적인 면도 지녔다.
질병과 고통이라는 피해갈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새로운 가능
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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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da Alpha Chapter-at-Large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Honor Society of Nursing

모놀로그(monologue)의 외부
정주아(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1. 들어가며
문학과 간호학이라는,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영역을 아우르는 글의 첫 머리에
‘모놀로그의 외부’라는 제목을 달았다. 말 그대로 ‘모놀로그’, 즉 독백을 일컫는 말이며, 따라
서 이 제목은 독백의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장소를 가리킨다. 굳이 ‘혼잣말’이라는 우리말을
두고 ‘모놀로그’라 함은, 멋지게 보인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연극적인 상황에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라는 데 있다. 굳이 연극이라는 상황적 전제가 필요했던 것은, 엄밀히
말해 모놀로그란 혼잣말과 구분된다는 점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혼잣말이란 남이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는 상황에 발화되는 데 비해서, 모놀로그는 연극적 상황에 도입되었으므로
분명 남이 듣는 상태에서 발화되는 혼잣말이라는 차이가 있다. 요컨대, 모놀로그의 핵심은 혼
잣말이되 엄연히 나의 말을 타인이 듣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데 있다.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혼잣말을 한다는 것. 이 글에서는 모놀로그
라는 용어가 이렇듯, 의사소통을 가정하되 그 소통의 양상이 대단히 일방적이라는 점을 주목
하고 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글에서 필자는 문학계든 간호(학)계든,
오늘날 전문직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놓여 있는 언어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
기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해서이다. 이 글에 부제를
단다면 아마 ‘문학과 간호학이 오늘날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의사소통의 고민에 대하여’ 정도
가 되겠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아 속에 갇혀서, 타인을 외면한 채 자신의 언어만을 고집하는 것이
곧 사회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놀로그다. 어떤 분야가 특수화ㆍ전문화 될수록 ‘자기 서술
(self-narrative)’이 공고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직종 분야를 떠나서 범위를 넓혀본
다면 사회적 모놀로그란 대단히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겠다. 한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은 세
계를 해석하는 특정한 시점(point of view)을 배우고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어쩌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모놀로그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중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 같은 상황이 어떤 난관을 빚어내는 것일까. 이제 몇 편의 소설, 특히
개화기 이후 한국 땅에서 ‘간호부’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사람들을 그려낸 소설의 몇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하자.
2. 모놀로그_#1
어제 S병원 전염실에서 본 일이다. A라는 소녀. 7.8세밖에 안 된 귀여운 소녀가 죽
어 나갔다.
적리(赤痢, 이질)로 하루는 집에서 앓고, 그 다음날 하루는 병원에서 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는 시체실로 떠메어 나갔다. 밤낮 사흘을 지키고 앉아 있었던 어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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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운명하는 것을 보고 죽은 애 아버지를 부르러 집에 다녀왔다. 그 동안 죽은
애는 이미 시체실로 옮겨가 있었다. 부모는 간호부더러 시체실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
였다.
"시체실은 쇠 다 채우고 아무도 없으니까, 가보실 필요가 없어요."
하고 간호부는 톡 쏘아 말하였다. 퍽 싫증난 듯한 목소리였다.
" 아니, 그 애를 혼자 두고 방에 쇠를 채워요?"
하고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었다.
"죽은 애 혼자 두면 어때요? "
하고 다시 톡 쏘는 간호부의 목소리는 얼음같이 싸늘하였다.
이야기는 간단히 이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때 몸서리쳐짐을 금할 수가 없었다.
"죽은 애를 혼자 둔들 어떠리! "
사실인즉 그렇다.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심정! 이 숭고한 감정에 동정할
줄 모르는 간호부가 나는 미웠다. 그렇게까지 간호부는 기계화되었는가?
나는 문명한 기계보다도 야만인 인생을 더 사랑한다. 과학상에서 볼 때 죽은 애를
혼자 두는 것이 조금도 틀린 것이 없다. 그러나 어머니로서 볼 때는..............더 써서
무엇하랴?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정할 줄 모르는 간호부! 그의 그 과학적 냉정
이 나는 몹시도 미웠다.

과학 문명이 앞으로 더욱 발달되어 인류 전체가 모두 다 "

냉정한 과학자"가 되어 버리는 날이 이른다면 ........... 나는 그것을 상상만 하기에도
소름이 끼친다.
정(情)! 그것은 인류 최고의 과학을 초월하는 생(生)의 향기이다
- 주요섭, <一看護婦(미운 간호부)> (1932)

- 시점의 전도
- 전문직 여성을 따라다닌 (남성적) 시선
cf) 현진건, <B사감과 러브레터>

3. 모놀로그_#2
다음에 마개를 뺀 것은 A1이라고 쓴 것이었다. 안빈은 킁킁하고 소리를 내며 그
냄새를 맡아 보고는 몇 번인지 모르게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것은 그 피에서 아모로
겐(Amorogen) 속의 자극성 취기가 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오 년 동안 인류의 혈
액과 동물의 혈액을 시험하는 동안에 일찍이 보지 못한 현상이다. 안빈은 대단히 흥
미를 느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책장에서 서너 권 책과 약장에서 서너 가지 약을
가져다가 시험상 위에 놓았다 (...) “취소(臭素, Br)다!”하고 안빈은 고약한 냄새로 잊
어버린 듯이 연필을 들어서 시험상 위에 놓인 메모랜덤 백지 위에 ｢A1=취소｣라고 적
어 놓았다. 순옥은 화학 교과서에서 불소니 취소니 하는 것을 배운 것과 그 때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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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이 취소를 우습게 설명하여 “이 취소는 모든 원소 중에 제일 냄새가 고약한 원
소다. 그러므로 우주 안에 가장 냄새 고약한 물건인데, 이를테면, 악한 사람의 욕심
썩어지는 냄새라고나 할까. 너희들의 마음에서는 일생에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의해.”하던 것도 기억되었다. A1의 피를 처치하고 난 안빈은 대단히 흥분된 듯이 교
의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순옥의 두 어깨를 잡고, “순옥이 고맙소. A1에서 내가
기다리던 것을 찾았소. 애욕의 번민 속에 반드시 있으리라고 상상하였던 취소를 찾았
소. 역시 애욕에서 오는 번민이라는 건 더러운 게야. 냄새 고약한 게구. 순옥이 고맙
소.”하고 순옥의 어깨를 한번 흔들고는 다시 걸상에 앉는다.
(...) 마지막으로 안빈의 손에 마개가 뽑힌 것은 B2호 시험관이었다. 순옥은 아득아득
하여지리만큼 흥분이 되었다. 허영을 불쌍히 여기노라고 자칭하던 B1의 피에도 유황
과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찌르는 ‘아모로겐’뿐이었었다 하면 오 분 동안이나 허영의
품에 안겨 있던 B2의 피는 더 알아 볼 것도 없을 것 같았다. 자기 순옥은 결국 범상
한 계집, 동물의 한 암컷에 지나지 못하는가 하고, 몸부림하고 울고 싶었다. 그때에
순옥의 귀에, “아우라몬, 퓨어 아우라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멀리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와 같았다. “순옥이, 아우라몬이야. 성인의 피에서나
발견되리라고 생각하였던 아우라몬이야.”하고 교의에서 일어설 때에 순옥은 뇌빈혈을
일으킨 사람 모양으로 안빈의 몸에 쓰러지고 말았다.
- 이광수, <사랑>(1939)
- 안빈(문인, 안빈의원의 의사), 석순옥(전문학교를 졸업한 교원, 안빈의원 간호부), 허영(시인)
- 세계 인류를 구원할 순결한 성녀
- 작가 이광수와 ‘사랑’
“나는 사랑이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생명 현상 중에 가장 숭고한 것임을 믿는다. 육체의 결합
을 목표로 하는 사랑이 가장 많겠지마는 그것은 마치 생물계에 사람보다도 벌레가 많다는 것
과 다름없는 것이다. 사랑의 극치로 말하면 그것은 물론 무차별 평등의 사랑일 것이다. 그것
은 부처님의 사랑이다. 육체를 떠난다는 것은 동물적 본능을 떠난다는 말이다. 그 말은 이기
욕을 모두 떠난다는 말과도 같다. 완전히 ‘나를 위하여’라는 욕심을 떠나고 ‘오직 그를 위하
여’ 사랑할 때에 그것이 비로소 ‘자비심’의 황금색을 띤 사랑이 되는 것이다.”

4. 모놀로그의 외부
사람은 아는 만큼만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모놀로그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부’ 혹은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언제나 그것
을 포괄하는 외부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놀로그를 통해 모놀로그의 외부
를 상정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위의 두 작품을 읽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인용한 장면들을 통
해 일단 작가들이 필사적으로 관철하고자 했던 ‘세계’ 혹은 ‘이상’이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읽
었다면, 동시에 우리는 과연 그들이 드러낸 세계에 가려진 암연에는, 드러난 메시지의 부정적
인(negative) 지점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모놀로그의 외부에는, 자기 세계를 위협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 어떤 불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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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앞서 살핀 두 편의 소설은, 당시 작가들이 느꼈던 그 어떤 불안에 대한 징후
(symptom)인 것이다. 가령 첫 번째 사례는 냉정한 간호부에 대한 비판이 표면에, 죽음(생)마
저도 과학적 판단과 행정 절차의 집행에 포괄되어 버리는 디스토피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번째 사례는 육체로 상징되는 이기심과 사욕(私慾)이 인류의 유토피아를 가
로막고야 말 것이라는 불안함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차 인류가 부딪치게 될 암
울하고 외로운 죽음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문학 작품 자체의 해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불안함과 모놀로그의 관
계를 설정하는 단계임을 잊지 말자. 이 두 편의 사례가 가리키는 것은 모놀로그의 발생 원리
이다. 현실에서 자신이 직면한 불안함을 상쇄하려 자기 목소리를 높일수록, 그 안에서 타인은
소외되고 설 자리를 잃는다는 사실이다. 전자나 후자 모두 간호부를 모델로 삼아 이야기를 만
들었음에도 엄밀히 말해 간호부는 이야기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제 조금 이야기를 진전시킬 때가 된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일방적인 언어 전달의 환경
을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은 없는 것일까. 타인을 이야기의 상대로 불러들이는 방법은 없는 것
일까. 다시 말해, 모놀로그의 외부와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 이 문제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식의 교과서적인 대답으론 해결할 수 없을 듯하다. 인간의 근본
적인 문제로 ‘죽음’이 첫손가락에 꼽히는 것은, 그것만큼 처절한 전쟁도 없기 때문이다. 오로
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문제이며,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불안이 되는 것이다. 앞선 예에서 보았거니와, 기계성이 염려되는 것도, 사랑의 변질
통탄하며 사랑의 물질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애쓰는 것도 결국은 죽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물론 이때 죽음의 문제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와 ‘어떻게 죽어갈 것이냐’의 차원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죽음과의 대면, 그 현장 속에서의 ‘돌봄’이라는 과
제를 떠안고 있는 간호(학)계에서 찾아내야할(혹은 찾아낸) 소통의 답안에 대해 필자가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앞서 살핀 두 편의 소설이 보여주는 모놀로그가 다만 문학계에만 해
당되는 언어적 조건은 아니라는 점, 오늘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보편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
라는 점을 짚어두고 싶다.
이제 ‘자족한 나의 세계’, 즉 모놀로그의 편안함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학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를 살펴보자.
4.1. 문학적 돌봄의 방식 _ #1. 동정(sympathy)의 불가능성
“저처럼 죽음에 대면해 있는 처녀를 작품 속에서 생각해보신 적 계세요, 선생님?”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정도에 왜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자꾸 생각하게 되어요.”하고 여자는 보일 듯 말 듯한 웃음으로 천장을 쳐다
보았다. 한참 침묵 뒤에, “전 병을 퍽 행복스럽다 했어요. 처음엔 …….”하고 또 가벼
이 웃었다. “…….” “모두 날 위해 주고 친구들이 꽃을 가지고 찾아와 주고, 그리고
건강했을 때보다 여간 희망이 많지 않았어요. 이제 병이 나으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편지를 쓰겠다, 누구한테 전에 잘못한 걸 사과하리라, 참 별별 희망이 다 끓어올랐어
요……. 병든 걸 감사했어요. 그땐…….”
“지금은요?”
“무서워졌어요. 죽음도 처음에는 퍽 아름다운 걸로 알았더랬어요. 언제든지 살다 귀
찮으면 꽃밭에 뛰어들듯 언제나 이 아름다운 죽음에 뛰어들 수 있는 걸 기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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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닥치고 보니 겁이 나요.”
(...)
“의사가 절 속여요. 의사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날 속이려고만 들어요. 돌아서선 뻔
히 내가 죽을 걸 이야기하다가도 나보곤 아닌 체들 해요. 그래서 벌써부터 난 딴 세
상 사람처럼 따돌리는 게 저는 슬퍼요. 죽음이 그렇게 외로운 거란 걸 죽기 전부터
맛보게들 해요.”
“그래도……만일 지금이라도, 만일……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만은 곧이 들으시겠습니까?”
“저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절 열렬히 사랑해주어요. 그는 정말 나를 사
랑하는 표로 내가 이런, 모두 싫어하는 병이 걸린 걸 자신만은 싫어하지 않는다는 표
로 하루는 내 가슴에서 나온 피를 반 컵이나 되는 걸 먹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렇
지만 그게 내게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내 피까지 먹고 나하고 그렇게 가깝게
해도 그는 저대로 건강하고 저대로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머리가 길면
이발소에 가고, 신발이 해지면 새 구두를 맞추고, 날마다 대학 도서관에 다니면서 학
위 받을 연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저하고 길이 달라요? 전 머릿속에 상여,
무덤 그런 생각뿐인데…….”
“왜 그런 생각만 자꾸 하십니까?”
“사람끼린 동정하고 싶어도 동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태준, <까마귀>(1937)

- 전염병에 걸린 여자와 한 소설가가 나누는 대화
-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상여, 무덤, 죽음 등에 대한 이야기
- 여자의 죽음

폐병에 걸린 한 여성과 소설가의 대화로 이루어진 이 소설은 여성의 죽음으로 끝난다. 의사
의 말로도, 자신을 사랑하는 연인의 열렬한 사랑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외로운 죽음을 그린
다. 죽음과 직면한 자리에서 소설가는 고민한다. 다만 그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남들과 털어
놓을 수 없는 말을 나누는 것밖에 없었다. 그녀의 외로운 독백을 듣는 수밖에 없었다. 그 결
과 ‘사람끼린 동정하고 싶어도 동정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결론을 일종의 동정(sympathy) 혹
은 공감이라 부를 만한 상태 속에서 이야기하는 아이러니가 생겨난다. 이것이 곧 문학이 선택
한 돌봄의 방식이다. 문학은 인간의 삶에 담긴 온갖 불쾌하고 추잡한 요인들, 예컨대 죽음, 가
난, 질병, 고통, 배반 등을 테마로 삼는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반복한다. 이런 편집증적인
집착에 대해 한 철학자는 불쾌한 경험에 대한 반복 자체가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게 만드는 역
치를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었다(프로이트, <쾌락원칙을 넘어서>). 그러니까 문학적 돌봄
의 방식이란, 남들이 꺼리는 대화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마다 떠
안고 있는 불안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그저 불안을 배출할 장소 혹은 형식을 마련해주는 것
이다.
4.2. 문학적 돌봄의 방식_ #2. 현실 바깥의 불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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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커피숍, 빵집, 패스트푸드점, 분식집, 동네 중국집, 푸드코트, 학원가 음식점들,
구내식당
2단계-이탈리안 레스토랑, 큰 중국집, 한정식집, 패밀리 레스토랑
3단계-결혼식, 돌잔치
4단계-고깃집, 횟집
5단계-돌발상황
정가운데 테이블보다는 귀퉁이를 공략하라. 바 형태의 좌석도 좋다. 외투나 가방을
맞은편 의자에 얹어두라. 책이나 이어폰, 휴대폰이나 신문 같은 도구를 활용하라. 단
골 식당을 만들어서 주인이나 종업원과 친해져라. 주방장과 친해지는 것도 좋다. 근
사한 레스토랑에 갈 때는 미리 전화를 해서 1인용 테이블을 예약하라, 예약하면 아무
도 눈치 주지 않는다. 웬만하면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이브와 같은
날에는 가지 말라.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는 오히려 한가할 수도 있으니 틈새시장
으로 삼아라. 이런 모든 요령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것이었
다. 시선을 초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당장은 힘들다면 일
단 시선을 마주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들도 나를 쳐다보는 것이
다. 내가 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쳐다보는지도 알 수 없으리니.
(....)
내가 배우고자 했던 것은 혼자 자유롭게 먹는 방법이었으나, 정작 내가 얻은 것은 수
강 기간 동안 내가 혼자 먹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위안이었다. 1인으로 구성된
체인점 같은 것.
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1인용으로 가장된 식탁, 학원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현실로 가
장된 현실이었다. 첫 번째는 그것을 모르고 등록했고, 두 번째는 알고 등록했다. 이
제 수업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것이다. 내 몫의 식탁이 놓여 있고, 같은 두려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바로 그 공간에서.
- 윤고은, <일인용 식탁> (실천문학, 2009.여름)

- 소외를 당하는 사람에서 일인용 식탁의 주인으로
- 일인용 식탁의 공포에서 해방되었다는 착각
- 연극 뒤에 여전히 남아 있는 현실
- 원점으로 돌아왔으되, 이제는 즐길 수 있게 된 일인용 식탁
- 일인용 식탁 주인들의 합석
저마다 받은 외로운 삶(죽음)을, 남들과 공유할 수 없는 1인용 식탁이라 한다면 어떨까. 남
들의 식사에 무조건 합류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혼자 식사하기도 난감한 노릇이다. 주인공
이 ‘혼자 먹는 법을 알려주는 학원’에 등록하여 우선 배운 일은 우선 남의 시선을 무시하는
법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남의 시선을 초월하는 법이다. 완벽한 일인용 식탁을 완성하지만,
주인공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 훈련을 수료하고 학원 밖에 나가면 이 모든 상황이 현
실이 된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실패한 것일까? 결국 원점에 돌아왔으
되 최소한 그녀가 얻은 것이 하나 있다. 일인용 식탁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녀뿐만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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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더불어 일인용 식탁을 원하는 사람끼리의 합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적어도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
남의 시선을 벗어나거나 초월하여 자족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현실로 가장된 현실’에선 가
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모놀로그의 편안함이란 그 형태가 도피든, 자족이든 모놀로
그 외부에 통제 불가능한 그 무엇이 있다는 불안을 억누른 채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우리 모두 같은 운명에 서 있
다는 것.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근본적인 두려움 앞에서 우리 모두 똑같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며 누군가와의 ‘합석’을 절실히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이 모든 일은 도피나 초월을 통해 모놀로그의 세계를 뛰어 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놀로그의 세계 안에서 늘 실패하고 불안해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5. 맺으며
이 글의 첫머리에서 필자는 모놀로그가 기본적으로 타인을 앞에 두고도 혼잣말을 하는 자족
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이라는 것, 그리하여 모놀로그의 외부를 찾겠다는 기획에 대해 썼었다.
그리고 이제 결말부에 당초 그런 기획은 불가능한 시도라고 적고 있다. 모놀로그, 그러니까
현재 자신이 선 세계의 지평을 벗어난다는 것은, 의도적인 도피나 혹은 초월이 아닌 이상 불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이라는, 간호와 마찬가지로 타인을 향한 대화와 ‘돌봄’을 시도하는 작업을 검토
하면서 확인한 사항이 하나 있다.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에겐 대화의 불가능성만이
유일한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 진정으로 공
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자족적인 환상에 불과하
다. 유일한 현실은 그 상황에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도피하지도 초
월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소통에 실패하며, 그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죽음(삶)의 두려움에 대해 되씹는 것만이 최소한이지만 가장 최선의 개입이 아닐까 한다. 모두
가 외면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함께 서 있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이 글의 결론을 내리기로 하자. 진정한 모놀로그의 외부는, 내부를 넘어선 그 어떤 신천
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놀로그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발견될 때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가타라니 고진(柄谷行人), 탐구1, 새물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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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da Alpha Chapter-at-Large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Honor Society of Nursing

2010년대 한국 간호사가 인식한 윤리적 가치관
: 혼합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a
b
b
b
c
a
김인숙 , 김상희 , 박지영 , 이명남 , 이희정 , 공병혜

a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
b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c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연구목적: 윤리적 가치관은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및 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간호대상
자의 돌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대를 살아가는 한국 간호사의 윤리적 가
치관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론 중 수렴형 설계(Convergent design)을 적용하여 시도되었다.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전국 7개 시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312명을 대상으로 이영숙(1990)이 개발한 윤리
적 가치관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서술적 기술통계,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질적
연구 방법으로는 전국 4개 3차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34명을 대상으로 4개 그룹의 포커스 그룹 면담
을 실시하여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전체 결과의 분석은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
합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의무주의와 공리주의적 입장에 대한 한
국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 중에서는 다소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고하였다(3.58점/5.00점). 이러한 윤리적
가치관은 윤리적 갈등 인식 정도, 간호직에 대한 생각, 윤리적 기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
째,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한국 간호사는 윤리적 의사결정 및 간호행위를 위
해 윤리규범, 덕 윤리, 여성주의 윤리, 이야기 윤리, 돌봄의 윤리, 전문직 윤리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하
였고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는 대상자에게 좋은 간호는 무엇인가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바탕이 된다고
보고되었다. 셋째, 위의 결과를 통합하여 볼 때, 2010년대 한국 간호사는 대상자의 돌봄 과정에서 대상
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윤리적 가치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 개인의 삶과도 깊은 연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2010년대를 살아가는 한국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좋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윤
리적 가치관을 고려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가치관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훈련하
기 위하여 학부 및 신규 교육과정에서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이에 대한 지속적 교
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Keywords: 윤리적 가치관, 한국 간호사, 혼합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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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 및 이직의도 간의 관계
서효신a, 박지연b, 이소정
a

c

중앙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 책임간호사
b

중앙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 수간호사
c

중앙대학교 병원 행정 수간호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병원, fate71@hanmail.net
연구의 목적: 간호사는 환자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상 감정노동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직원, 의료진, 방문객과의 깊은 상호작용으로 간호사는 감정적 소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감정노
동의 반복은 소진으로 연결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이직의도가 높아져 결국 이직까지 초래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감정노동과 소진 및 이직의도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
구이다.
S시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병동 간호사 중 본 연구 참여를 허락하고 동의한 220명을 대상으
로 하였고, 대상자가 특정 간호단위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표성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균등하게 배부하였
다.
연구도구는 감정노동 9문항(Cronbach’s

alpha=.883 ), 소진 22문항(Cronbach’s alpha=.847), 이직의도 4

문항(Cronbach’s alpha=.921), 일반적 특성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2013년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로 배부한 설문지 총 220부 중 회수되지 않은 20부를 제
외한 200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를 사용하였다. 간호사의 감정노동, 소진,
이직의도의 정도와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Pearson correlation과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 감정노동과 이직의도(r=.382, p<.000), 소진과 이직의도(r=.408, p<.000)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노동과 소진(r=.353, p<.000) 간에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감정노동과 소진의 이직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22.3%(F값은 29.569, P<.000)였으며, 소진
이 이직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론: 감정노동과 소진이 높아지면 이직의도가 높아지며, 소진이 이직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며,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의 감정노동, 소진, 이직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활용한 연구
와 감정노동, 소진 감소를 위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Keywords: 감정노동, 소진, 이직의도

- 32 -

간호사의 공감피로, 신체화 증상 및 침묵반응과의 관계
b
c
d
a
김선화 , 이태화 , 김인숙 , 황선영

a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79ssunhwa@hanmail.net
b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TWLEE5@yuhs.ac
c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iskim@yuhs.ac

d

한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seon9772@hanyang.ac.kr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공감피로와 신체화 증상 및 침묵반응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변수들 사
이의 매개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간호현장에서 환자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삶의 질 개선을 제고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되었다.
방법: 수도권 소재의 700병상 이상인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내·외과 병동 및 응급실에 근무하는 경력6
개월 이상의 간호사 24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결과: 간호사가 인지한 공감피로는 두 하부영역인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소진으로 나누어 측정되었는
데,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총점 50점 만점에 증등도 수준인 23~41점대가 83.8%(201명)로 가장 많았
고, 소진의 평균은

총점은 50점 만점에 중등도 수준인 23~41점대가 96.7%(2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

체화 증상의 정도는 60점 만점에 23.58±7.85점으로 나타났으며, 침묵반응 정도는 총점 150점 만점에
41~94점의 중등도 위험 수준의 대상자가 80.4%(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95~150점의 고위험에 해당되
는 대상자가 17.1%(41명)으로 나타났다. 임상간호사의 공감피로, 신체화 증상, 침묵반응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소진(r=.601, p<.001), 신체화 증상(r=.480 p<.001), 침묵반응(r=.463,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소진은 신체화 증상(r=.493 p<.001), 침묵반응(r=.475,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화 증상은 침묵반응(r=.417, p<.001)과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주요변수 사이의 매개역할에 대한 검증을 살펴본 결과
먼저 공감피로의 하부영역인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침묵반응과의 관계에서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의
하부영역인 소진(ß= .810, p<.001)과, 신체화 증상(ß= .786, p<.001)이 각각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간호사의 침묵반응에 소진과 신체화 증상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는 간호사의

효과적 간

호인력관리에서 중요한 연구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소진과 신체화증상은 각각 대상자의 건강상태,
멘토(지지자)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이 확인된 바, 교대 근무로 인한 간호사의 건강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간호사의 멘토육성과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통
해, 간호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환자의 돌봄 제공자, 상담자로서 보다 양질의 간
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겠다.

Keyword : 간호사, 심리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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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역할갈등,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a
a
김진희 , 이현수

a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시 송파구 흑석동 224-1번지 중앙대학교병원, Soo10000se@naver.com

연구의 목적: 간호사의 역할갈등,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사의 긍정적인 근무
환경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개 상급병원에서 근무하는 병동 및 특수부서 간호사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간호사 1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2013년
4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도구 개발자, 수정 보완자, 번역자에게 구두 동의를 받아 일반적 특성
11문항, 역할갈등 30문항, 감성지능 16문항, 직무만족도 36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역할갈등은 5점 만점에 평균 3.79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환경장애가 평균 3.89점으로
가장

높고,

협조부족이

3.72점으로

가장

낮았다.

감성지능은

7점

만점에

평균

4.80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자기감성 이해가 평균 5.11점으로 가장 높고, 감성조절이 평균 4.4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5점으로 하부 영역에서는 전문성이 평균 3.2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보수가 평균 2.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역할갈등은 감성지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r=.224, p=.002), 역할갈등과 직무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r=-.234, p=.001),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218,

p=.002).
결론: 간호사들은 타 직종보다 높은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하위영역 중 특히 환경장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가장 큰 역할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들이 업무수행과 관련된 적절한
자원과 인적 측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느끼는 역할과다가 포함되는 영역이고 장기간 지속되는 역할과다는 간호사를
소진으로 이끌어 결국 이직으로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개인적, 사회적, 감성적 차원에 초점을 둔 감성지능은 간호사가 직면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좌절상황에서도 개인을 동기화시키고 충동의 통제와 긍정적 수용을 가능하도록 하므로
간호사의 감성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간호업무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Keywords: 역할갈등, 감성지능, 직무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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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아, 거울아, 내가 그렇게 뚱뚱하니?”
: 과체중∙비만 여성의 건강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각(perception)
a
b
c
신나미 , 박은영 박영주

a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b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c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mo_young@hanmail.net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30대에서 60대의 과체중∙비만 여성의 건강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각을 탐색하여
연령별 맞춤형 운동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이다.
방법:

30대에서

60대까지

연령별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한

질적

연구로

면담내용을

주제분석방법(thematic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과체중∙비만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지각은 사회적 분위기나 시선과 함께 스스로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뚱뚱한 나를 바라본다는 것(미적 측면)’, 늘어난 체중으로 인해 관절의 무리와
통증과 같은 ‘건강의 이상신호에 대한 염려(신체적 건강 측면)’, 뚱뚱한 신체와 이로 인한 우울, 자신감
상실 등 부정적 심리상태의 ‘무거운 마음(정신적 건강 측면)’, 자기 수용과 합리화의 상반된 감정 상태가
혼재된 ‘양가감정(행위변화 측면)’의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명명되었다.
결론: 과체중∙비만 여성들은 건강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각에 차이를 보였는데, 30, 40대의 연령층에서는
보이는 외모에 관심이 매우 높아 집단 운동보다는 육아나 가사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제한된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체중감량의

목표

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반면

50,

60대의

연령층에서는

체중감량보다는 건강관리를 우선시하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즐겁게 그룹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호하였기에 운동 중재 프로그램 개발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Overweight, obesity, women, health,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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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부모교육 프로그램 분석
a
a
a
a
a
최희승 , 김수미 , Eric Fernandez , 오연경 , 황지원

a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hchoi20@snu.ac.kr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국내외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파급효과가 높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문헌조사 연
구이다.
방법: 국내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검색 및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지를 비롯하여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국내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 및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위센터등의 웹사이트와 병원을 비롯한 사설 교육기관의
웹사이트들을

검색했다.

프로그램

검색을

위해

사용된

검색어로는

‘parent

education,’

‘family

intervention,’ ‘family program,’ ‘family intervention,’ ‘부모교육,’ ‘학부모 교육,’ ‘자녀 발달 교육’ 등이 있
다.
결과: 국외 프로그램의 경우, 영, 유아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신치료 프로그
램을 제외한 총 42개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주요 주제들은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부모-자녀 관계, 왕
따, 학교 폭력 등이었으며 특히 23개의 프로그램이 알코올 및 약물 사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은 오프라인 면대면 강의로 이루어 지고 있었으며, 한 개의 프로그램만이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국내 프로그램의 경우, 20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검색
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여러 기관이나 웹사이트에서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었다. 정신 건
강 문제 외에 자기주도학습, 자율성 키워주기, 리더쉽 함양등 학업성취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으며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유료로 제공되고 있
거나 일회성 강좌들을 모아놓은 형태였다. 전반적으로, 국외 프로그램에 비해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가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특히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내 프로
그램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소수의 프로그램조차도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었다. 더욱이 국내 부모교육프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 연구들은 대조군이 없는 실험 연구이거나 대기자 대조군 설계
연구등과 같이 연구방법에서의 제한점으로 인해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론: 본 연구결과는 국내의 경우, 거주 지역, 부모의 근무 조건이나 교육수준에 제한 받지 않고 쉽게 혜
택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시사
하고 있다.

Keywords: 청소년, 정신건강, 부모교육프로그램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810-20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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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노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건강관련 기능수준 변화
a
a
a
b
이경은 , 조은희 , 이태화 , 임은실

a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b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621호, leekyongeun@gmail.com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2등급 뇌졸중 노인의 재가서비스와 노인요
양시설 이용에 따른 건강관련 기능수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관련 기능수준의 객관적 측정지표인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재활기능의 변화 정도를 비교분석 하는데 있다.
방법: 본 연구는 2008년과 2009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일
상생활수행능력과

재활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혼란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PSM(Propensity

Score

Matching)으로 단일함수화 한 후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재활기능을 파악하고 변화를 비교분석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결과: PSM 후 재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재가서비스에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항목별 변화는 재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 이용에 따라
악화, 유지 및 향상 정도의 비율이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
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머리 감
기 등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재가서비스는 모든 항목에서 유지 및 향상의
비율이 노인요양시설보다 높게 나타났고,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악화의 비율이 재가서비스
보다 높게 나타났다. PSM 후 재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재활기능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재활기능은 재가서비스에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악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기능의 하부영역인 운동장애와 관절제한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운동장애는 재가서비스에서는 향상되었으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악화되었고, 관절제한은 재
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 모두에서 향상되었으나, 재가서비스에서 향상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 이용에 따라 재활영역의 항목별 악화, 유지 및 향상 정도의 비율은 우측상
지, 우측하지, 좌측하지의 운동장애, 고관절, 무릎관절의 관절제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
으며, 재가서비스의 유지 및 향상의 비율은 노인요양시설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론: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PSM 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재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2
등급 뇌졸중 노인의 기간의 흐름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재활기능의 변화는 재가서비스에서는 기간
의 흐름에 따라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재활기능의 수준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요양시설
에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재활기능과 운동장애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관절제한은 향상되었으나 재가서비스의 관절제한의 향상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
해 재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의 건강관련 기능수준 변화의 주요한 결과는 뇌졸중 노인의 건강기능 상
태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Keywords: 뇌졸중 노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일상생활수행능력, 재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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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하 담낭 절제술 환자의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에 따른 환자 성과 분석
b
a
서유빈 , 이태화

a

강사, 한서대학교 보건대학

b

교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 환자에게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 전과 후의 수술
부위 감염여부, 수술 후 재원기간, 병원진료비용의 환자성과를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방법: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에 따른 환자 성과 분석으
로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 전, 후의 대상자에게 수술부위 감염여부, 수술 후 재원기간, 병원진료
비용을 환자성과로 비교하였다. 자료수집은 2008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담낭염이 없는
담낭의 결석, 만성담낭염, 담낭의 용종(폴립)을 주상병명으로 퇴원한 환자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이 적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관찰군과 비교군을 선정하였다. 관찰군은 2009년 8월 1일
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입원한 대상자 143명, 비교군은 2008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입원한 대상자 106명이 포함되었다.
결과: 수술부위감염 여부는 관찰군 4명(3.8%), 비교군 4명(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술 후
재원기간은 관찰군 평균 2.77일(±0.98)일, 비교군 3.63일(±33.2%)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6).

병원

진료비용은

관찰군은

2,327,144.4

8(±219,622.10)원,

비교군은

평균

2,308,863.50(±347,642.18)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연구 결과 수술부위 감염여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수술
부위 감염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연구된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수술 후
재원기간은 관찰군에서 유의하게 짧아 재원기간 단축의 성과를 보였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병원진료비
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병원 진료비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개발이 필요하며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의 권장을 유도하며 다양한 환자성과와
이용 지침을 개발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환자를 위한 간호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가 후향적 관찰 연구로서 연구자료 이용의 한계가 있으므로 미래에는 대규모 전향적 연구를 제
언한다.

Keywords: 임상질지표, 예방적 항생제, 환자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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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교육캠프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
경험을 통한 간호보건계열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의 변화
a
a
a
b
c
신나미 , 이지원 , 김나래 , 조용성 , 김광욱

a
b
c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한국선교100주년 기념교회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nshin@korea.ac.krc
연구의 목적: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여 2006년부터 매년 2천
명 이상이 입국, 현재 2만 명이 넘었으며, 이들 중 약 16%가 19세 미만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신체·심리
적 건강상태 및 남한사회 적응 등에 대한 연구는 시행되어 왔으나 이들을 대하는 남한 의료진의 문화
적 역량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고자 차세대 의료진인 간
호학과와 보건계열 전공 학생들이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캠프를 기획하고 실행한 후 이
과정을 통해 나타난 이들의 지식과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캠프대상자는 정규 보건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북한이탈청소년이고, 교육자는 담당 교수가 고려
대학교 간호대학과 보건과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면접을 통해 선발한 25명의 대학생들이
다. 캠프 기획단계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와 남한 적응 실태 등에 대한 학습 단계로 4차례의 세미
나와 프로그램 별 준비 모임으로 구성되었다. 캠프 실행단계는 2박 3일간의 건강교육 및 문화적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평가방법은 건강교육 캠프에 참여한 간호 및 보건계 전공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참가자 인터뷰로 캠프 참여 전ㆍ후 지식과 태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결과: 간호학과 18명(72%), 보건과학대학(물리치료, 임상병리, 치기공학, 식품영양학과) 7명으로 총 25명
가운데 대부분이 여학생(22명, 88%)이었다. 총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만 21.12±2.05세이었다. 북한이탈주
민을 같은 민족으로 느끼는 정도는 캠프 이전 78.0±19.37점(100점 만점 기준)에서 캠프 이후
86.41±13.91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느끼는 정도가
63.20±23.22점에서 68.82±21.97점으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큰 변화이다. 통일에 대한 관심은 2.52±
0.95점(5점 만점 기준)에서 4±0.91점으로 긍정적으로 증가하였다. 캠프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북한주민의
가장 큰 건강관련 문제로 영양결핍(96%), 건강지식부족(40%), 의료혜택부족(36%)을, 북한이탈주민의 애
로사항으로 구직(76%), 차별대우(60%), 문화차이(40%), 소외감(40%)을 꼽았다.
결론: 캠프에 참가한 북한이탈청소년의 캠프후기에 따르면, “건강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요, 지난 며칠은 한국 안에서의 작은 통일 같았어요.” 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캠프 전과 비교
하여 볼 때, 건강교육캠프 이후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참여 대학생들의 이해도와 이들을 위한 교육 및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으며 지식과 태도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
에서 수행한 건강교육캠프는 미래의 의료진이 될 간호학과 보건계열 전공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교육봉사 프로그램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Keywords: 북한이탈청소년(North Korea Adolescent Defectors), 건강교육(Health Education),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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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의 건강행태 및 노후생활 인식에 관한 성차비교
a
b
전혜진, 허나래, 김지영 , 김옥수

a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b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헬렌관 109호, jeonhjin@ewha.ac.kr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생)를 대상으로 건강행태 및 노후생활 인식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자료(2010년)를 활
용하여 베이비부머 세대 3,02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건강행태 관련 요인으로 ‘흡연’, ‘운동’, ‘음주’, ‘균
형잡힌 식사’, ‘건강식품섭취’, ‘건강검진 시행’을, 노후생활 인식 관련 요인으로는 ‘간병수발’, ‘노후생활의
어려움’, ‘성공적 노후’,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 ‘노후에 하고 싶은 일’에 응답한 내용을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의 차이 비교를 위해 각 문항에 대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
다.
결과: 연구대상자 3,026명 중에서 남성은 1432명(47.3%), 여성은1,594명(52.7%)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최
종학력은 ‘고졸 이상’이 2082명(68.8%)였으며, 남성 1,233명(47.6%), 여성1,360명(52.4%)이 현재 배우자와
살고 있었다. 남성은 1,342명(58.4%), 여성은 957명(41.6%)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건강행태 조사결과 흡연(χ²=1695.178, p=.000), 음주(χ²=374.633. p=.000)항목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건강식품의 섭취 비율(χ²=36.707, p=.000)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운동,
균형잡힌 식사, 건강검진 시행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중 대상자가 돌봄 받기 원하는 간병수발자(χ²=317.041, p=.000),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χ²=24.952, p=.000), 노후에 하고 싶은 것(χ²=211.84, p=.000),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될 것이라
고 생각되는 점(χ²=23.381, p=.000)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
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은 노후의 간병수발자로 ‘배우자’를 선호하는 반면
(629명, 44%), 여성은 ‘노인요양원 등 의료 및 복지시설’을 가장 선호하였다(1,082명, 68%). 성공적 노후
에 대해 남성은 경제적 안정과 주거문제(649명, 43%), 여성은 건강(734명, 46%)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하였다.
결론: 본 연구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음주와 흡연의 비율이 높은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비율은 낮
았다.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와 인식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화 사회에서 베이
비부머 세대가 건강한 노후를 맞기위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 간호계획 수립과 보건정책마련이 필요하다.

Keywords : 베이비부머, 노령화, 건강행태, 노후생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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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식 수혜자의 이식 후 사회적지지, 우울 및 건강상태
b
C
C
박병준a, 신나미 박영주 이숙자

a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임상전문간호사
b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C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nshin@korea.ac.kr
연구의 목적: 심장이식의 사례와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식 후 경험하는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에, 회복과 복귀를 위해 적용되는 사회적지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우울과 신체·정신적 건강상태를 살
펴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써 S대학병원에서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대상자 전체 71명 가
운데 외래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 전수조사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심장이식 수혜자의 90.6%는 남자였고, 수술 당시 평균 연령은 47.44±13.40로 보고되었다. 수술 전
과 후의 심장 초음파 심박출량은 18.47±5.63에서 63.25±7.57로 향상되었고, NYHA class도 수술 전 31명
이 class Ⅲ, Ⅳ에 나타났던 것이 수술 후에는모든 수혜자가 NYHA class Ⅰ, Ⅱ로 향상 되었다. 사회적지
지와 우울 및 건강상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우울의 정도는 경증에 근접한 점수로
나타났고, 이식 후 건강상태도 일반인 보다 낮게 보고되었다. 또한 수혜자가 의미 있게 인식하는 대표적
인 사회적지지 제공원 상위 7가지 중 81.3%가 배우자를 택하였고, 의사와 간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론: 이식 후 향상한 객관적인 신체·생리적 건강지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의 회복과 복귀에
요구되는 사회적지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배우자와 의료
진의 지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과 더불어 이식 후 경과에 따른 차별적 접근의 간호중재
개발과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Keywords: 심장이식 수혜자, 사회적지지, 우울,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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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기도관리 교육방법에 따른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임상수행능력
c
b
이미자a, 정덕유 , 김혜진

a

간호사,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b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c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 석사과정생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헬렌관 309호, dyjung@ewha.ac.kr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기도관리교육을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군과 강의식 교육만을 받은
군의 응급기도관리에 대한 자기 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을 비교 하여 복잡한 위기상황에 대한 임상 사례
를 적용한 응급기도관리에 대한 시뮬레이션기반 교육과 강의식 교육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4월 28일부터 2012년 5월 12일까지로 응급기도관리 교육 프로
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를 시뮬레이션 군과 강의 군으로 나누어 시뮬레이션군은 응급기도관리에 대한
강의, 소그룹 워크숍, 팀시뮬레이션의 실시하였고, 강의군은 응급기도관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두 군 모두 교육 전 응급기도관리에 대한 자기 효능감,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사전 조사와 교육 후 사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증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독립표본 t-test,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통해 분석하였고, 강
의식 교육과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가설 검정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응급 기도관리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시뮬레이션 군이 4.04±.55점, 강의 군이 3.34±.32점으로 시
뮬레이션 군이 강의군보다 .7점이 더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985, p<.001).
또한, 임상수행능력은 시뮬레이션 군이 4.26±.57점, 강의 군이 3.51±.47점으로 시뮬레이션 군이 강의군
보다 .75점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532 p<.001).
결론: 시뮬레이션기반 교육은 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봄으로
써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임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시뮬레
이션 도입이 효과적으로 사료된다.

Keywords: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자기 효능감, 임상수행능력, 응급기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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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자기관리 이행: 이행과 관련 요인
a
b
김보경 , 송미순

a
b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112병동 교육상담실, bmtnurse@snuh.org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자기관리 이행 정도와 이행의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방법: 문헌고찰과 3명의 전문가를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4점 척도로 이루어진 조혈모세포이식
자기관리 이행도구를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적 자기관리 25문항, 히크만 카테터 관리 2문
항, 증상관리 3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대상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외래를 방문한 112명의 환자였다.

결과: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5.1세였고,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환자가 68.8%이었으며, 조혈모세포이식 후
경과기간은 1년 이내의 환자가 81.2%이었다. 자기관리 하위 영역은 일반적 자기관리 이행 평균 3.19점,
히크만 카테터 관리 이행 3.98점, 증상관리 이행 3.20점이었다. 전체 자기관리 문항 중 가장 이행 정도
가 낮은 문항은 자조집단 활동 이행으로 평균 1.63점이었고, 증상관리 중에는 우울/불안의 관리 이행이
2.28점으로 가장 낮았다. 일반적 자기관리 이행 정도는 여성(p=.01), 조혈모세포이식 후 3개월 이하인 환
자(p=.00),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p=.00), 히크만 카테터를 삽입한 환자(p=.00), 절대호중구수가
1000/uL 이하인 환자(p=.00)가 자기관리 이행 정도가 높았다. 증상관리 이행 정도는 여성(p=.00), 대졸
이상 환자(p=.03), 직업이 없는 환자(p=.04), 절대호중구수가 1001/uL 이상인 환자(p=.02)가 자기관리 이
행 정도가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자기관리 이행의 유의한 예측 변수는 성별, 조혈모세포이식 후 경과
기간으로 설명력은 22.1%이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관리 이행 관련요인 위험군을 대상으로 자기관리 이행을 잘 하도록 하는
중재를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울/불안, 스트레스의 증상관리가 가장 잘 이행되지 않음을 볼
때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심리적 상태를 사정하고, 중재할 것을 제언한다.

Keywords: 자기관리 이행, 조혈모세포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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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년층 당뇨병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 행위에 대한 연구
a
b
c
김지현 , 홍지연 , 김옥수

a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부, b호원대학교 간호학과, c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14 원광보건대학교 학림관 E217, rnjinny0402@gmail.com

연구의 목적: 당뇨병은 합병증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어려우므로 당뇨병 대상자의 건강상
태를 파악하거나 건강관리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0세 이
상의 중∙노년층에서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대상자와 진단받지 않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리 행위
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2011년 제 5기 2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맞게 40세
이상 중∙노년층 4,257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령, 성별, 가구소득, 교육수준, 배우자 동거여부, 주관
적 건강상태, 고혈압 유병 여부, 고지혈증 유병 여부, 비만 유병 여부, 근력운동, 유연성 운동, 일주일간
걷기 일수, 구강검진 여부, 흡연여부, 음주여부 등의 변수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8.0을
2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와 Rao-Scott χ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중년층의 경우 여성(χ2=10.301, p<.002)과 중졸 이하(χ2=7.836, p<.001) 집단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당뇨병 대상자는 진단받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매
2

2

우 나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중년층: χ =21.020, p<.001, 노년층: χ =2.479, p<.046), 고혈
압(중년층: χ2=95.574, p<.001, 노년층: χ2=36.187, p<.001)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2

2

으로 나타났다(중년층: χ =76.971, p<.001, 노년층: χ =12.763, p<.001). 건강관리 행위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신체활동에 있어서 노년층의 경우 당뇨병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일주
일간 유연성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χ2=6.109, p<.003). 중년층에서 당뇨병 대상자가
2

흡연자가 더 많았으며(χ =8.209, p<.001), 노년층에서 당뇨병 대상자가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
2

은 것으로 나타났다(χ =8.920, p<.003). 중∙노년층 모두에서 비만 유병, 근력운동, 걷기 및 구강검진여부
는 당뇨병 진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당뇨병 대상자는 진단받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거나 고혈압,
고지혈증을 동반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 당뇨병 진단 여부에 따른 운동, 흡연, 음주 등 건강관리 행위는
중년과 노년층에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년은 만성질환이 발현하는 시기이고, 노년에 있어서는
만성질환이 분명히 드러나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행위의 간호학적인 접근도 각
각 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당뇨, 건강상태, 건강관리 행위,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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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시킨 가족의 경험
하성경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10-8번지, skblue01@lycos.co.kr
연구의 목적: 치매노인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킨 가족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가족들이 경험하는 근
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입소 후 변화되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적인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법: 치매노인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킨 주가족 돌봄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
집하였고,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6개의 범주와 27개의 주제묶음으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6개의 범주는 ‘어느 날 보니 치
매, 받아들어야 하다.’,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날들, 절망의 끝에 이르다.’, ‘입소 결정, 그러나 계속 망설
이다.’, ‘적절한 노인요양시설 결정과 입소 후 적응과정이 어렵다.’, ‘마음을 회복하다.’, ‘해방되지 않는다.’
이었다. 치매노인의 주가족 돌봄자들은 초기에는 치매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가정에서 돌보고자 노력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치매증상이 진행되나 치매노인의 치료와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점차 부양부담의 증가와 소진으로 점점 절망의 끝에 이르게 되며, 이러
한 경험들은 이후 치매노인의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하게 되고, 치매노인과의 분리로 인한 마음의
회복을 가지지만,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을 경험한다. 하지만 입소가 가장 최선의 선택이였
기에 다시 집으로 모실 수 없다고 합리화 하였다.
결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치매 초기부터 치료적 접근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관리와 교육이 필요함
을 알 수 있으며 더불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가족 돌봄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노인요양시설 서
비스 이용 후 치매노인의 긍정적 가정 복귀를 유도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노인요양시설 입소, 치매, 노인요양시설, 경험,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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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litative Study of Breast Cancer Survivors’ Experiences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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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b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meaning
of the illness experience of breast cancer survivors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vention program.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5 breast cancer survivors who had completed treatment at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and unstructured audio-recorded
interviews by the investigator.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describe their illness experience. Th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Giorgi's method for phenomenological analysis.
Results: The interview data were organized by theme into 6 categories that emerged from the
analysis. The themes were acceptance of the illness, active coping with reality, gaining strength
through

the

support

of

surrounding

people,

struggling

to

overcome

a

negative

mindset,

self-reflection, and the pursuit of a meaningful new life.
Conclusion: We recommend the development of a survivorship program based on self-reflection,
which can engender self-transcendence and spiritual well-being.

Keywords: Breast cancer survivors, Experiences of Illness, Qualit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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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Nurses’ Knowledge and Visual Differentiation Ability in Pressure
Ulcer Classification System and Incontinence Associated Dermatit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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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clinical nurses’ knowledge and visual
different diagnostic ability of pressure ulcer classification system (PUCS) and incontinence associated
dermatitis (IAD).
Methods: A convenience sample, 602 nurses were asked to pressure ulcer classification system and
incontinence associated dermatitis knowledge test (PUCS & IAD KT) and visual differentiation tool
(VDT), consisting of 21 photographs including clinical information
Results: The overall mean score of correct answers was 14.5(±3.2) in PUCS & IAD KT and
11.15(±4.9) in PUCS & IAD VDT. Incorrect responses were most common for statements related to
stage III, IAD of PUCS & IAD KT and suspected deep tissue injury (SDTI), unstageable, stage III of
PUCS & IAD VDT.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PUCS & IAD KT and VDT (r=0.48,

p<.001). The variable factors that affect the PUCS & IAD VDT were PUCS & IAD KT and frequency
of pressure ulcer and IAD management and participation in wound care education programs.
Conclusion: The nurse in this study had overall understanding of PUCS & IAD, but tended to lack
of visual different diagnostic ability regarding stage III, SDTI, Unstageable. Continuing education is
needed to improve knowledge and visual different diagnostic ability for PUCS.

Keywords: Pressure Ulcer, Nurses, Knowledge, Derm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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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ele-nursing Triage for Low-income elderly
with Hypertension
a
b
Hanna Choi , Jeongeun Kim

a

Doctoral student, RN,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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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the Stud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Tele-nursing triage for older people with
hypertension aging in place. Hypertension is a major risk factor of cardiovascular disease.
Hypertension is one of the most common disease in Korea, being considered as a serious challenge
to morbidity and mortality higher. It will provide a systematic advice proven by patients and experts
and give a chance to take care of hypertension effectively without any reference to variety of
experience.
Methods: This methodological study was based on book review, need assessment survey from
patients, and confirmation from professionals. First, 8 kinds of pre-triage protocols were established
by 11 books, 2 articles, and 2 health-related web sites among Medline, CINAHL, and Korean journal
for last 20 years. These references have been studied to categorize the sign and symptoms of high
blood pressure (HBP). Second, 21 kinds of symptom triage protocol were developed through survey
from 149 HBP participants. All participants were diagnosed with hypertension and have been taking
antihypertensive medication over 6 months. The study was conducted on July 2012 at senior
citizens center, community space, and apartments of public rental housing with 4 researchers. They
were asked most serious problem with an open question, and revise pre triage protocols. Finally,
protocols for HBP were confirmed by 2 experts in health informatics and 2 nurses who have had
over 7 years as a nurse.
Results: Finally, triage protocols were developed to 14 different sign and symptom. Fifteen
references were identified Headache, Dizziness, Heartbeat, Fatigue, Chest pain, Breathing problem,
Blurred vision, Nose-bleeding as major signs and symptoms of HBP. The pre triage protocols was
developed targeting these signs and symptoms.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women were 79.6%, 86.5% had below middle school education, and
62.4% had no family member. And, 91.7% had no job, and 68.6% lives with under 300,000(Korean
Won) per month. The 21 signs and symptoms related to HBP were Headache(3), Dizziness(3),
Breathing problem(4), Fatigue(2). Others, Joint(4), Leg(28), Knee(14), Neck(2), Shoulder(8), Back(38),
Arm

&

Ankle(2)

pain,

Constipation(2),

Cough(1),

Common-cold(1),

Hearing

loss(2),

Loss

of-

appetite(1), Urination-difficulty(1), Indigestion(3), Cramp(1), Numbness and tingling(1), and Swelling(1).
Among these problems, researchers attempted to categorize signs and symptoms related to HBP.
Total 14 kinds of triage protocols wer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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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Establishing the level of acuity from triage protocol enables the tele-nurse to decide the
order in which client will be treated at the right time. In performing a tele-nursing triage, nurses
must confident in tele-nurse clinical skills.
Keywords: Tele-nursing triage, Hypertension, Low-incom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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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Transitional Nursing Care Program fo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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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used the transition theory of Meleis et al. (2000) to develop the
transitional nursing care program for patients undergoing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and verified the clinical validation of the developed program.
Methods: In the stage of program development, the 27 items for measuring transition conditions
and process indicator for pattern of response were deduced by transition theory, literature re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The program content was comprised by gathering data from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literature related to nursing care for PCI. After the verification of the
content validity by experts, the final transitional nursing care program was developed.
In the stage of program’s clinical validity verification,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experimental research design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transitional nursing care
program for patients undergoing PCI between September to November, 2012. The 20 patients were
assign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17 patients to the control group respectively. A
pre-survey of sociodemographics, transition conditions and pattern of response was given to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before the transitional nursing care program. After the pre-survey,
the transitional nursing care program was only offered to the experimental group for four weeks
from Oct 29 to Nov 12, 2012. When the transitional nursing care program was complete, a
post-survey was conducted on both group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PC
Window 18.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1. In the stage of program development, based on transition theory,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and results of focus group interview, the program content was designed by classifying nursing
domains according to the key points of transition period: assessment and monitoring, intervention,
psychosocial support, patient and family education, and discharge and follow-up planning. The
detailed content of the program was composed through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literature
related to nursing care for PCI. In addition, methods and tools were composed according to every
each content of intervention. After then the final transitional nursing care program was developed,
followed by ver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by the experts.
2. In the stage of program’s clinical validity verification, the hypothesis 'the differences of
process indicators of the experimental group will be increased significantly more than the
differences of the control group’ was partially supported. The hypothesis 'the differences of
outcome indicators of the experimental group will be increased significantly more than the
differences of the control group’ was partially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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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In conclusion, the transitional nursing care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for PCI
patients facilitated transition conditions and enhanced pattern of responses to induce positive
transition experience and contribute healthy transition outcomes.
Keywords: Transition, Nursing,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atients, Progra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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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 Fatigue, Sleep Disturbance, and Depression
: Evidence for a Symptom Cluster in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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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 symptom cluster is a group of two or more symptoms that occur together and are
related to each other. It is important to explore symptom clusters in cancer because patients with
cancer generally experience multiple symptoms that often occur simultaneously in groups or clusters
rather than in isolation.
Purpose of the Study: This paper will provide an integration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on
symptom clusters in cancer with a focus on the four most common and distressing symptoms (pain,
fatigue, sleep disturbance, and depression); summarize what is known about relationships among
these four symptoms; identify knowledge gaps; and mak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Methods: A literature review from 2004-2013 was conducted using OVID MEDLINE. Descriptive
studies, intervention studies of multiple symptoms, and theoretical and conceptual articles were
explored. Articles were selected if at least two of the four cancer symptoms (pain, fatigue, sleep
disturbance, and depression) were examined, and if relationships between or among symptoms were
explored.
Conclusions: Studies yielded consistent evidence of high

correlation of pain, fatigue, sleep

disturbance, and depression in patients with cancer. However, few studies have addressed theoretical
frameworks, the influence of other factors that modify the symptom cluster, outcomes associated
with the symptom cluster, the effect of interventions that target the symptom cluster, or common
biological mechanisms for the cluster. More investigation is needed to strengthen the evidence for
existence of this cluster, to identify its underlying mechanisms, and to determine optimal
interventions.
Implications for Nursing: Clinical nurses should give to consideration to assessing the presence of
this cluster, as well as to management approaches. This clinical focus, combined with more research,
may lead to strategies that target and manage multiple symptoms and enhance patient outcomes.

Keywords: cancer symptom cluster, pain, fatigue, sleep disturbanc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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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llege students
a
b
c
Haesun Yun , Su Hee Kim , Chung Yul Lee

c

a

PhD student,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 Republic of Korea

b

PhD student,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 Republic of Korea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Nurs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621,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50, Yonse-ro, Seodaemun-gu, Seoul,
heasyun@dreamwiz.com

Purpose of the Study: Consumption of Energy drink is becoming popular in South Korea and
causing several health problems. In order to perform an advisable drinking behavior in college
student for Energy drinks, related study is need to investigate the realities and the health effects of
Energy drinks consump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atterns of
energy-drink consumption and associated factors in a group of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Methods: Cross-sectional, self-report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231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private school in Seoul on November of 2012.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standard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energy drink consumption and related
behaviors,

health

related

behaviors,

health

status,

perceived

stres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energy drink
consumption.
Results: Students consuming energy drinks accounted for 81.8% of the entire sample and 40.3% of
college students reported that they mixed with alcoholic drink. The most common reason for
drinking an energy drink was " To stay awake", followed by " To relieve fatigue ". Side effects of
Energy drink consumption were experienced by 65.8% of users. The most common side effect was
heart palpitations.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energy drink
consumption was alcohol drinking behavior.
Conclusion: Consumption of energy drinks has been quite common in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college students regarding potential health effects of energy drinks, in particular in mixing
alcoholic beverage, should be increased through health education.

Keywords: students, health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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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총회 회의록

일 시: 2012년 6월 27일 (수) 15:30～16:30
장 소: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진리관
참석자: 김 희순 외 73명
1. 김 희순 회장의 개회사로 정기총회를 시작하다.
2. 이 현경 총무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추 상희 회원 동의, 채 덕희 회원 재청하여 전원
가하여 통과되다.
3. 이 현경 총무가 2011년 7월～2012년 6월의 회무내용으로 회원현황, 회의개최 내역, 공문
수신 및 발송 내역을 보고하다. 김 옥수 학술위원장, 송 라윤 재정위원장, 이 현경 총무, 강
희선 법제/홍보위원장의 부재로 김 희순 회장이 법제/홍보위원회의 2011년 7월～2012년 6월
의 위원회별 사업을 보고하다.
이 경혜 감사가 2011년 7월～2012년 6월의 회계와 사무내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하고 감사보고서를 낭독하다. 송 라윤 재정위원장이 2011년 7월～2012년 6월의 결산내
역을 보고하다.
5. 송 미순 회장이 2012년 7월～2013년 6월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하고 차기 임원(김
옥수 차기회장, 이태화 학술위원장, 정연희 재정위원장, 김경희 법제/홍보위원장, 최희승 총
무)를 발표하다.
이에 대해 오 가실 회원이 평생회비 적립금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다.
위의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 할 것에 대해 김 희순 회장이 제안하고 나 연경 회원
동의, 윤 현정 회원 재청하여 전원 가하여 통과되다.
6. 토의안건
1) 정관개정
김 희순 회장이 임원 회의 및 증경회장 회의를 통해 논의한 차기 회장 선출건은 정관 개
정이 필요하므로 임원회의에서 논의 후 2013년 정기총회에서 알리는 것에 대해 김 희순 회
장이 제안하다. 강 문희 회원이 동의, 오 가실 회원이 재청하여 전원 가하여 통과되다.
오 가실 회원이 평생회비 적립금을 현행 50%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
다. 위의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 할 것에 대해 김 희순 회장이 제안하고 나 연경
회원 동의, 윤 현정 회원 재청하여 전원 가하여 통과되다.
이상의 논의 후에 오후 4시 30분에 폐회하다.
회장: 김 희순
총무: 이 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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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년도 회무보고
(2013. 6. 30)

회원현황
분 류

인 원 (명)

평 생 회 원

완납 375/ 미납 30

일 반 회 원

382

총 회 원

787

*2013년 7월 5일 평생회원 34명(완납:16/분납:18), 일반회원 12명 입회예정(총 46명)

회의개최
회 의 명

집 회 수

임원회의
학술위원회의

5
5

법제홍보위원회의

0

재정위원회의

1

회원심사위원회의
증경회장단 회의

1
0

계

12

분 류

건(회)수

문서수발
발신공문
서면
E-mail

125
505

수신공문
서면

10

E-mail
시그마 소식지 발송

3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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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년도 사업보고 및
2013~2014년도 사업계획
2012~2013년

2013~2014년

사 업 보 고

사 업 계 획

◎ 법제/홍보위원회
학회홈페이지 운영
지속적인 update

학회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update 및 관리

지속적인 update

: 천사홈페이지(주: 이프론트)
- 업데이트 내역
: 오픈포럼 및 학술자료, 소식지
- 홈페이지 홍보 내역
: Open Forum, 학술대회, 초록모집,
신입회원모집, 국제학술대회 발표 지원,
STTI 24th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
42nd Biennial Convention 등
Interest Group 활성화 Inactive Interest Group 관리 기준을 각 group에 발송

학회 홍보

Interest Group 활성화

학회 홍보

국제학술대회 공지
시그마학회 본부의 국제학술대회 초록 모집 공지
연구비지원 뉴스 공지 시그마학회 본부의 연구비지원 뉴스 전 회원에게 공지

STTI 본부 홍보
국제학술대회
연구비 지원 공지
한국지부 홍보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오픈포럼
후학세대 지원
흥미그룹 지원

소식지 발간

시그마학회 한국지부 2012년도 하반기 소식지 발간

소식지 발간

STTI Asian Regional Office에 한국지부 소식지 발송

계속사업

학회정관 개정
학회정관 발송

회장 자격에 대한 정관 개정안 보고
미국 본부에 시그마학회 한국지부의 정관 발송

◎ 학술위원회
오픈포럼 (2회)

제49회 Open Forum
주제: 간호사가 된다는 것: 근본적인 변환을 위한 부름

오픈포럼 (2회)
계속사업

일시: 2012년 11월 3일 (토) 9:30 ~ 16:30
장소: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강당
참석자: 교수, 학생 (총 78명)

제50회 Open Forum
주제: 국내 간호연구의 최신동향
일시: 2013년 4월 20일(토) 9:00 ~ 12:00
장소: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강당
참석자: 교수, 학생 (총 83명)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1회)

제27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주제: 간호와 예술의 만남
일시: 2013년 7월 5일 (금) 13:00 ~ 15:30
장소: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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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1회)
계속사업

2012~2013년

2013~2014년

사 업 보 고

사 업 계 획

◎ 재정위원회
재정확충

재정확충
연회비 미납회원 확인

연회비 미납회원 확인 연회비 미납 회원 확인
연회비 미납 회원 납부 독려
연회비 납부 독려
평생회원 미납 회원 회비 납부 독려
기타 활동

연회비 납부 독려
평생회원 분납자, 미납자

(2013. 2. 11 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거)

확인 및 납부 독려

1987년~1999년 평생회원 미납자 70명 연회원 처리
2000년~2012년 평생회원 미납자 51명 중 12명
미납금 완납 (납입금: \3,000,000)

◎ 사무국
Interest Group 운영
신규그룹 지원

Interest Group 활성화
활동비 지급

신규 Interest Group 승인 및 지원
- 대한보건 연구회(리더: 이성은 교수)

활동비 지급
논문 게재 지원
기타활동

신규그룹 지원

오픈포럼에 흥미그룹 발표가 없어 활동비 지급 안함

논문 게재 지원

논문 게재를 한 Interest Group 없음
Inactive Interest Group 관리

(사사표기 의무화)

- Inactive Interest Group 관리 기준을 임원회의에서
정하고 각 group에 발송

(저자 50%이상이 회원)

회원자격 심사
신입회원 심사

오픈포럼 발표그룹 지원

회원자격 심사
신입회원 심사

회원자격 심사
- 2013년도 신입회원 51명 지원 중, 총 45명 등록

후학세대 지원

후학세대 지원 사업

후학세대 지원 사업
- 2013년 2월
: 13개 회원대학 학부학생 시그마학회장상 시상
- 2013년 4월
: 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2013년 2월 심사)
2인 각 50만원 지원, 사사표기 의무화
- 2013년 7월
: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2013년 4월 심사)

시그마학회장상 시상
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상반기: 2명 (각50만원)
하반기: 2명 (각50만원)
사사표기 의무화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상반기: 2명 (각50만원)
사사표기 의무화

2인 각 50만원 지원, 사사표기 의무화

회원대학 관리

회원대학 관리

회원대학 대표자회의 Online을 통한 회원대학 대표자 회의
회원대학 회비 납부 회원대학 회비납부 독려

회원대학 대표자회의
회원대학 회비납부 독려

- 3개 회원대학 회비 납부

본부 학회 연계활동
The Circle 활성화
유관기관 후원

본부 학회 연계활동
The Circle 홍보 계속사업
유관기관 후원

STTI 본부, Asian Region과의 연계활동
- 시그마본부에 한국지부 활동 보고
- Asian Region Newsletter에 한국지부 자료 공유
- 신입회원 본부 등록

회원 관리
기타활동

- GKNF 사업 홍보 및 후원
회원명단 관리 및 통합
- 1989~2013. 4. 19까지의 회원현황 정리 및 통합
(회원종류, 회비납입 상태, 인적사항 등)
회원종류
완납

375

분납
연회원
미분류 (미국 본부에만 자료가 있는 회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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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 및 확인
Inactive 회원 활동 독려

명수
405

평생회원

회원 관리

30
382
400
1187

Interest Group 활동보고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이성은 교수 (관동대학교)
Group Leader

Office) 033-649-7611
yisungeun@kd.ac.kr

목적

근거중심 간호실무의 철학적 배경을 탐구하는 담론의 장
김성실(전 한림대학교)
박정모(경인여자대학)
박달이(성신여자대학교)

회원

이성은(관동대학교)
조현숙(가천대학교)
최남희(서울여자대학)
유순애((전서울대병원)
윤성원(청원대학교)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월례회
2013년
활동보고

2012년

: 7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 1월 3월 6월

(2012. 7. 1
~2013. 6. 30)

주제 1. 철학을 권하다(2012년).
주제 2.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들(2013년)

2014년
사업 계획안
(2013. 7. 1
~2014. 6.30)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월례회
월례회 주제 :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들 등 EBNP을 위한 담론
출판 : philosophical issues in nursing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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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보건연구회

이성은 교수 (관동대학교)
Group Leader

Office) 033-649-7611
yisungeun@kd.ac.kr

목적

대학생 건강을 위한 보건의 간호학 영역 확대와 발전
김현리(충남대학교)
박정모(경인여자대학)
박정희(마산대학)

회원

윤성원(청원대학교)
이성은(관동대학교)
조현숙(가천대학교)
최선하(강릉원주대학교)

2013년
활동보고
(2012. 7. 1

1. 연구활동 : 대학보건 실태조사 연구 진행 중
2. 학술활동 및 친목 : 매월 두번째 토요일 연구회 개최

~2013. 6. 30)
2014년
사업 계획안
(2013. 7. 1

1. 연구활동 : 대학 성매개감염관리 현황 연구 수행
2. 학술활동 : 8월 중 학술대회 개최
3. 친목활동 : 매월 두번째 토요일 연구회 개최

~2014.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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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Health

정금희 교수 (한림대학교)
Group Leader

Office) 033-248-2713

010-6302-1693

ghjeong@hallym.ac.kr
1. 여성건강 이슈에 대해 회원 상호간 토의하고 정보를 나누고 연구
하고 발표한다.
2.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학접근과 중재방법을 모
목적

색한다.
3. 학제적 간호 연구를 장려한다.
4. 회원 상호간의 공동관심사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장려한다.
5.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세계 여성 건강문제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전략을 모색한다.

회원

고효정(전 계명대학)

김현경(두원공과대학)

김경원(대구한의대학)

박혜숙(동양대학)

김계숙(전 안산대학)

배경의(가야대학)

김선희(대구가톨릭대학)

송영아(안산대학)

김

양순옥(한림대학)

수(연세대학)

김성실(전 한림대학)

이경혜(전 이화여자대학)

김영희(동국대학)

이미옥(동우대학)

김지현(한서대학)

이선희(김천대학)

김진향(안산대학)

이영숙(전남대학)

김희경(공주대학)

정금희(한림대학)

김희숙(동남보건대학)

u 학회연구발표
- 부모자녀건강학회 연구 발표 (2012. 12. 14. 이화여자대학교)
2013년
활동보고
(2012. 7. 1
~2013. 6. 30)

(1) 문화역량간호 개념 - 박혜숙
(2) 결혼이주여성의 생식건강 교육자료 개발 – 정금희
- 부모자녀건강학회 연구 발표 (2013. 6. 14. 한림대학교)
(1) 결혼이주여성의 생식건강요구 - 김경원
(2) 간호사의 문화간호 자기효능감과 문화간호역량-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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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학술 활동
[문화역량간호, 결혼이주여성 건강증진] 주제로 콜로키움 진행
1차

2차
2013년
활동보고

2012. 9. 15. 10-13.

이화여대 헬렌관 302호

주제: 문화역량도구개발 검토

발표: 김선희

2012. 10. 13. 11-14.

이화여대 핼랜관 301호

주제: 문화역량간호(1)

발표: 박혜숙, 김지현

2012. 11. 17. 11-14.

이화여대 핼랜관 301호

3차 주제: 문화역량간호(2)

발표: 김영희. 김경원,

(2012. 7. 1

정금희

~2013. 6. 30)

2012. 12. 14. 10-13.
4차 주제: 결혼이주여성의

이화여대 ECC
발표: 박혜숙

생식건강(1)
5차

6차

2013. 4. 20. 토. 10-13.

이화여대 핼랜관 301호

주제: 성교육과 상담 교수법

발표: 김계숙

2013. 6. 14. 금. 11-15

한림대학교

주제: 다문화와 부모자녀건강

발표: 김경원, 김선희

u 연구 활동
- 연구논문: ‘문화간호역량 개념 분석’,
‘문화간호역량 측정도구 개발’ 주제 공동연구 진행. 학회 발표.
- 간호학 전공 학생 대상 문화간호 관련 교과과정 개발 연구예정
- 국내외 학회에서 연구결과 발표

2014년
사업 계획안
(2013. 7. 1
~2014. 6.30)

u 학술 활동
[문화간호역량] [문화간호교육과정] [대학생 성건강교육]
주제로 총 5~6회 콜로키움 개최 예정

5~6차
(예정)

2013. 8. 17 –

문화간호역량 개념분석

2013. 10. 12 –

문화간호역량 도구개발

2013. 12. 14 –

다문화 여성의 자녀양육

2014. 2. 8 –

여성과 성건강

2014. 4. 12 –

간호교육과 문화간호(1)

2014. 6. 14 –

간호교육과 문화간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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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Methodology

송라윤 교수 (충남대학교)
Group Leader

Office) 042-580-8331
songry@cnu.ac.kr

목적

간호학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다양한 간호연구 방법론에 대한 새로
운 정보교환
진주혜 울산대학교
김옥수 이화여자대학교
박경숙 중앙대학교
강문희 충남대학교

회원

정영해 동신대학교
이은현 아주대학교
홍귀령 한양대학교
이해정 부산대학교
박명화 충남대학교
(추가 모집 중)
1. 연구방법에 대한 interest group 구성
2. 2012년 정기학술대회에서 mixed method 주제발표

2013년
활동보고
(2012. 7. 1
~2013. 6. 30)

3. 온라인을 통한 회원모집 공고 진행중
4. 하반기 연구방법 세미나
일시: 8월 13일 2시-4시
장소: 충남대학교
주제: 메타연구방법론
참석자: 송라윤, 강문희, 이은현, 정영해, 박명화 교수

2014년
사업 계획안
(2013. 7. 1
~2014. 6.30)

1. 전반기 예정 정기회의를 인증평가준비(leader 소속대학)관계로
하반기로 연기함.
2. 하반기 정기회의 주제를 온라인으로 결정하기로 함.
3. 회원모집 진행 중

- 67 -

Academic Association of Nursing and Idea

공병혜 교수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Group Leader

Office) 062-230-6328
bhgong@chosun.ac.kr
간사: 권영란(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보건의료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의료 윤리,

목적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병원 문화 및 사회적 구조와

갈등에 대한 논의

를 통해 인문학적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회원

공병혜 (조선대학교)
정영(조선대학교 명예교수)
권영란 (조선대학교)
노영희 (동강대학교)
김숙정 (광주보건대학교)
김자옥 (서남대학교)
정용선 (동신대학교)
안효자 (동신대학교)
양진주 (광주보건대학교)
신혜진 (조선간호대학교)
박경님 (미래아동병원)
박경애 (조선대학교병원)

공은숙 (전주예수대학교)
김수진 (전남대학교)
송지은 (화순전남대병원)
이정숙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한석영 (전남대학교)
노헤레나 (강진 성요셉여고)
소향숙 (전남대학교)
김선희 (국립나주병원)
이갑순 (기독간호대학교)
김선영 (국립나주병원)
최성식 (광주 YMCA)
이수진 (미래아동병원)

지역 내 보건의료인들의 연구모임인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사상연
구회는 40여명의 등록된 회원들이 매월 한 차례씩 모임을 갖고 있다.
특히 2012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월례모임에서는 이 사회구조를 냉철하
게 분석한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에
2013년
활동보고
(2012. 7. 1
~2013. 6. 30)

대해 탐구하였다. 두 권의 책을 통해 인간행위에 대한 이해와 성과주의
사회가 양산하는 우울증에 대해 통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0월 12일에는 한국에서 미학을 전공하고 독일
에서 문화학을 연구한 ‘김남시 박사’의 ‘권력이란 무엇인가; 현대사회의
문화비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오늘날 인문학과의 융복
합학문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의료, 돌봄의 문화를 이
해하고 나아가 현대사회의 문화와 권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토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간호사상연구모임의 조직을 활성화하여 호남지역의 간호학자나 학생들

2014년
사업 계획안
(2013. 7. 1
~2014. 6.30)

에게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인문학의 특성을 지니는 간호철학
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공동으로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하여 간호사
상연구모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간호사상
연구모임은 우리지역의 간호학문의 위상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보건의
료인문학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의 간호철학을 이끌고 대표하
는 연구조직으로서 간호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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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and Exercise

이경숙
Group Leader

010-9981-2364
kslee@gwnu.ac.kr
간호중재 영역에서 운동을 적용한 문헌 및 방법론적 고찰을 통해 다양

목적

한 대상자에서 운동의 효과를 정리하고 측정방법을 확립함과 동시에
간호학의 중재영역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둔다.
강현숙(경희대학교)

송라윤(충남대학교)

강현숙(공주대학교)

은영(경상대학교)

구미옥(경상대학교)

이경숙(강릉원주대학교)

김금순(서울대학교)
회원

이은남(동아대학교)

김인자(대전대학교)

임난영(한양대학교)

김종임(충남대학교)
김희자(한국교통대학교)
박형숙 (부산대학교)

최명애(서울대학교)

송경애(가톨릭대학교)

활동보고
(2012. 7. 1
~2013. 6. 30)
2014년
사업 계획안
(2013. 7. 1
~2014. 6.30)

조경숙(가천대학교)
채영란(강원대학교)

현혜진 (강원대학교)

2013년

전미양(서일대학교)

l 연구: 간호교육과정중의 운동관련 과목 분석 연구 진행중임
l 저서:
1) 최명애, 김종임, 이경숙, 김은희(2013), 운동간호중재,
2)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운동간호 중재” 집필 진행 중임

l 연구: 간호교육과정 중의 운동관련 과목 분석
운동중재 간호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l 저서: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운동간호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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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널스, 서울

Child Bearing & Rearing

방경숙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Group Leader

Office) 02-740-8819
ksbang@snu.ac.kr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건강 이슈에 대해 논의, 연구함으로써

목적

영유아 및 학령전기, 학령기 아동에 대한 올바른 양육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발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회원

2013년
활동보고
(2012. 7. 1
~2013. 6. 30)

권미경(관동대학교)

남혜경(가천대학교)

김지수(가천대학교)

최미영(청주대학교)

강현주(서울대학교 대학원)

유주연(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지선(서울대학교 대학원)

황인주(서울대학교 대학원)

-새로운 IG 회원 구성
-공동 관심을 가진 회원 추가 확보 예정
-향후 study 주제 논의
: 다문화 가정의 양육, 산후 우울 관리, 미숙아 추후 관리 등에 대한 주제
가 논의됨
-선정 주제에 대한 정기 모임 진행을 통해 공동 연구 수행 및 논문 출간

2014년

을 목표로 함.

사업 계획안

-국내외 문헌고찰

(2013. 7. 1

-연구 주제 도출

~2014. 6.30)

-공동 자료 수집
-논문 투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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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coping Adaptation

김성재(서울대)
Group Leader

Office) 02-740-8814
sungjae@snu.ac.kr
1)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적응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2) 간호학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이론과 관리에 관한 학술활동을 주도한

목적

다. 즉, 회원들은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적응을 주제로 한 연구의 학술
발표에 참여한다.
3) 국내외 다학제 스트레스 관련 학회에서 간호학 분야를 대표하여 적극
적인 학술 활동을 수행한다.
이소우(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임숙빈(을지대학교)
김주현(강원대학교)

회원

김성재(서울대학교)
주세진(남서울대학교)
한금선(고려대학교)
배정이(인제대학교)
1)Mongolia(몽골)에서 열린 제 15차 아시아 심신 의학회(ACPM: 2012

2013년
활동보고
(2012. 7. 1
~2013. 6. 30)

The 15th Congress of Asian College Psychosomatic Medicine) 에 참석,
논문 발표: 이소우 회원, 김성재 회원
2)건강한 사회적응력의 뿌리-애착, 2012년 11월 4일 – 대한스트레스학회
추계학술대회 강연, 강연자: 주세진 회원
3)의료인의 소통능력 증진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2013년 4월 28일, 대
한스트레스학회 춘계학술대회 강연, 강연자: 한금선 회원

2014년
사업 계획안
(2013. 7. 1
~2014. 6.30)

*스트레스 교과서 저술 작업에 참여한다. 저술 주제는 다음과 같다.
김주현 회원-심상요법
김성재 회원-아우토겐 트레이닝
배정이 회원-노년기와 스트레스
한금선 회원-중년기와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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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upport

이선옥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Group Leader

Office) 02-3668-4703
solee@mail.knou.ac.kr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연구자간의 친

목적

목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지지 체계를 개발하여 간호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

이선옥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오경옥 교수(충남대학교)

오가실 교수(몽골 울란바타르대학)

김정아 교수(세명대학교)

김희순 교수(연세대학교)

정추자 교수(한중대학교)

이숙자 교수(고려대학교)

박영주 교수(고려대학교)

이성은 교수(관동대학교)

김혜령 교수(인제대학교)

전화연 교수(동남보건대학교)

강정희 교수(경복대학교)

홍성경 교수(동남보건대학교)

이혜진 교수(신흥대학교)

1. 2012년 12월 논문게재
- <성인기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지지망 연구> 연구논문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3), 436-445 에 게재함.
2. 2013년 1월 23일 정기회의
2013년
활동보고
(2012. 7. 1
~2013. 6. 30)

- 차기 연구사업 과제로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를 하기로 함.
- 몽골에서 오신 오가실교수님도 함께 참석하심.
3. 2013년 3월 16일 정기회의- 다문화가정 연구사업
- 질적, 양적으로 접근하기로 함.
- 대상은 동남아 지역 이주결혼 여성으로 함.
- IRB는 방송통신대학교에 받기로 함.
- 관련개념 정립 : 가정생활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 대상자 가능여부 지역별로 쉼터나 센타 등을 통해 자료를
파악하기로 함.

2014년
사업 계획안
(2013. 7. 1
~2014. 6.30)

1.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를 위한 연구도구, 자료수집 계획 함.
2. 신입회원 확보 노력.
3. 몽골과 학술교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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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Ethics

김 인 숙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Group Leader

Office) 02-2228-3304
iskim@yuhs.ac

목적

간호윤리 교과과정, 교육내용 검토 및 개발,
윤리학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및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김인숙(연세대학교)
김상희(연세대학교)
공병혜(조선대학교)

회원

유명숙(대구가톨릭대학교)
이희정(대구가톨릭상지대학교)
이명남(경복대학교)
박지영(연세대학교 박사학위 과정)

2013년
활동보고
(2012. 7. 1

연구: 2010년대 한국간호사가 인식한 윤리적 가치관

~2013. 6. 30)
2014년
사업 계획안

학부 윤리교육에서 이론과 임상실습의 연계를 위한

(2013. 7. 1

통합 교과과정 개발

~2014.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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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 년도 결산보고
대 차 대 조 표
(2012. 7. 1. ~ 2013. 6. 30)
차 변
항목

대 변
금액

재정

항목

금액

재정
정기예금: 농협
(계좌번호)
소계

140,163,960

평생회비 적립금

140,163,960

경상비

소계

140,163,960
140,163,960

경상비

인건비

6,797,000

운영비

1,435,130

사업비

20,496,479

이월금
(경상회비통장+평생회비통장)
입회비

1,200,000

연회비

700,000

이자
회비

3,272,774

예비비

2,530,828
경상비

25,638,715

4,464,462

평생회비

23,006,000

신입회원
international fee

3,200,000

8,982,075

핀대금

2,320,000

15,611,891

사업비

9,500,000

11,503,000

회원대학 연회비

차기이월금
평생회비
평생회비 적립금

600,000

소계

70,629,177

소계

70,629,177

합계

210,793,137

합계

210,7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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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년도 결산 및 2013-2014년도 예산안 (수입부)
(2012. 7. 1 ~ 2013. 6. 30)
관

항목

합계

2012~2013 년

2012~2013 년

예산

결산

25,638,715

2013~2014 년

비고

예산

25,638,715

비고

24,593,966
경상비 통장
실잔액:

이월금

경상비 통장

16,388,715

16,388,715

8,982,075

14,082,075 원
(차액: 2013 년
정기총회 지출예산
잔액: 5,100,000 원

평생회비 통장

9,250,000

9,250,000

15,611,891

합계

27,370,000

30,426,000

26,970,000

1,500,000

700,000

연회비

(2013 년) 5 만원 * 14 명

1,500,000

5 만원 * 30 명

(2012 년) 평생회비 분납금
10,306,000 원
(2013 년) 전환회원 5 명

(2013 년)분납

2,500,000 원

평생회비

17,200,000

23,006,000

(2013 년) 미납금 처리금

16,800,000

3,000,000 원

회비

40 만원 * 17 명
(2014 년) 50 만원
* 20 명

(2013 년) 신입회원 7,200,000 원
:50 만원 * 11 명(완납)
10 만원 *17 명 (분납)

입회비

1,500,000

1,200,000

(2013 년) 3 만원 * 40 명

1,500,000

3 만원 * 50 명

핀 대금

3,000,000

2,320,000

(2013 년) 58,000 원 * 40 명

3,000,000

50$ * 50 명

4,170,000

3,200,000

(2013 년) 80,000 원 * 40 명

4,170,000

69.5$ * 50 명

합계

4,520,000

4,464,462

평생회비 이자

4,500,000

4,448,555

20,000

15,907

20,000

4,300,000

9,500,000

4,300,000

1,800,000

7,200,000

1,800,000

2,500,000

2,300,000

신입회원
International fee

이자

경상비 이자
합계
등록비
사업비

(Open forum)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4,520,000
적립금 통장 이자 4,441,604 원
평생회비 통장 이자 6,951 원

4,500,000

2012 년 감사후 이월:
2,090,000 원

2,500,000

2013 년 사전등록: 210,000 원

회원
대학

2,600,000

600,000

64,428,715

70,629,177

200,000 원 * 3 개 대학

2,600,000

연회비
총수입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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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83,966

관

항목

학회사업비
STTI 후원금

2012~2013년

2012~2013년

예산

결산

2013-2014년

비고

예산

9,850,000

5,882,669

10,200,000

200,000

0

200,000

비고

핀 $50*40개

Pin 구입비
Interest
Group 지원
신규 IG
leader 지원

3,000,000

2,424,269

400,000

0

200,000

200,000

1,000,000

0

letter opener $12.95*3개
배송비 $80.85

대학보건연구회

3,000,000

400,000

20만원 * 2그룹

200,000

10만원 * 2그룹
50만원 * 2그룹

IG 논문지원

1,000,000

사업비
(계속)

(시그마지원
사사표기시)

신입회원 모임

200,000

0

200,000

1,500,000

1,000,000

2,400,000

1,060,000

800,000

698,400

13개 대학 수여

800,000

0

2년 주기

1,000,000

국제학술대회
참가 장학생

50만원

* 2인

1,500,000

지원
학위논문지원
시그마학회장상
국제학술대회대
표자참가비 지원
국제한인간호
재단 후원
합계
Annual Chapter
회비

assessment fee
International fee

-

500,000

500,000

4,370,000

3,272,774

4,220,000

220,000

199,185

4,170,000

3,073,589

2012년

$151

4,000,000

5,000,000

11,503,000

3,700,000원 기적립
(2012.9.3-2013.6.17)

8,000,000

7,803,000원 적립예정

2,437,715

2,530,828

2,000,000
91원

이월금

경상비통장

25,000,000

24,593,966

실잔액:14,082,075원

21,303,966

(경상비통장차액:
2013년 정기총회
지출예산잔액 5,100,000원)

총지출
합계

3인 포함

2년

주기

220,000

평생회비통장실잔액:15,611,8

차기

심사료 2만원 *

8만원 * 50명

(2011.10-2012.9.3.)

적립금
예비비

2,120,000

500,000

평생
회비

500,000원 * 2인
심사료 20,000원 * 3인

64,428,715

70,62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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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83,966

평생회비의
50%

2012~2013년도 결산 및 2013-2014년도 예산안 (지출부)

(2012. 7. 1 ~ 2013. 6. 30)
관

항목

합계
인건비

간사급여

2012~2013년

2012~2013년

예산

결산

6,000,000

6,797,000

6,000,000

6,000,000

회원DB구축
인건비
합계

운영비

예산

50만원

* 12월

6,000,000

1,910,000

교통비

100,000

0

100,000

통신비

360,000

68,300

360,000

소모품비

800,000

770,400

800,000

우편비

150,000

221,310

150,000

잡비

300,000

375,120

경조사비

200,000

0

200,000

19,550,000

20,496,479

19,550,000

2,200,000

1,310,290

2,200,000

1,500,000

1,110,290

1,500,000

400,000

200,000

400,000

300,000

0

300,000

7,000,000

12,392,720

7,000,000

임원회의
상임위원회
회원대학
대표자 회의
프로그램 사업비

50만원 * 12개월

797,000
1,435,130

회의비

비고

6,000,000

1,910,000

합계

사업비

-

2013-2014년

비고

학회정관번역비: 211,792원
소식지번역감수: 68,918원

300,000

(2012년 지출) 972.090원

정기총회 및
입회식

5,000,000

5,600,000

(2013년 지출) 500,000원
(2013년 지출예산잔액)

5,000,000

사업비

200만원
포함

5,100,000원
춘계

Open forum

2,000,000

6,792,720

2,000,000

및 추계

사업비 100만원
포함

(2012,2013년) 서버업체
224,000원

홈페이지 관리비

500,000

910,800

(2013년) 컨텐츠관리
440,000원
(2013년) 도메인계약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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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

토의 안건
1. Interest Group 관리 방안
2. 정관개정 관련사항

(첨부 1. 참조)

(첨부 2. 참조)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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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Interest Group 관리 방안
1. interest group 활동 현황
Group
Child Bearing & Rearing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Family Health
Gerontology I
Gerontology II

Global Nursing

Leader
방경숙

연락처
010-2272-1552

(서울대)
이성은

ksbang@snu.ac.kr
033-649-7611

(관동대)

yisungeun@hanmail.net

최경숙

kschoi@cau.ac.kr
010-7702-5804

(강릉영동대)

oknam@gyc.ac.kr
02-2228-3305

이태화

O
O
회원명단 없음
2012년
활동보고
리더 교체 예정

02-392-5440
twlee5@yuhs.ac

High Risk Infant Care
Movement and Exercise
Nursing Diagnosis,
Intervention & Outcome
Nursing Ethics
Nursing Informatics
Nursing Philosophy

리더 변경 원함
이경숙
(강릉원주대)
박성애

033-760-8651
010-9981-2364

O

kslee@gwnu.ac.kr
02-740-8821

(서울대)
김인숙

sungaepa@snu.ac.kr
02-2228-3258

(연세대)
박현애

iskim@yuhs.ac
02-740-8827

(서울대)
공병혜

hapark@snu.ac.kr
062-230-6328

(조선대)

bhgong@chosun.ac.kr

리더 변경 원함

Social support
Stress-Coping Adaptation
Wholistic Care
Women's Health
대학보건연구회

2012년

O

활동보고

O

Nursing Theory
Pain
Research Methodology

비고

활동보고

010-8636-0106

(중앙대)
황옥남

(연세대)

2013년

회원명단 없음
회원명단 없음
송라윤

042-580-8331

(충남대)
이선옥

songry@cnu.ac.kr
02-3668-4703

(한국방송통신대)
김성재

solee@knou.ac.kr
02-740-8814

(서울대)
김수지
(한국사이버대)
정금희

ssungjae@snu.ac.kr

O
O

9월부터 이숙자
(고려대)변경 예정

O

susiekim@dreamwiz.com
033-248-2713

(한림대)
이성은

ghjeong@hallym.ac.kr
033-649-7611

(관동대)

yisungeun@hanamil.net

O
O

2013년
신규그룹

2. 활동이 없는 interest group의 정리기준을 정하다. (2013년 4월 20일 임원회의 결과)
: 1년간 보고서가 없으면 inactive, 연속 3년 동안 inactive이거나 보고서가 없으면 group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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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정관개정 관련사항

현안
제5조 (임원 및 임원선거)
3항 차기회장은 3개 이상의 회원대학에서

개정안
제5조 (임원 및 임원선거)
3항 차기회장은 임원회의에서 회원대학을

추천을 받고 후보에 동의한 자 중 총회에서 추천하고, 추천받은 회원대학에서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추천하면 총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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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Lambda Alpha Chapter-at-Large
2000.7.7 개정
2002.7.5 개정
2005.7.1 개정
2006.7.7 개정
2011.6.28 개정

정

관

제 1조 (명칭) 본회는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Lambda Alpha Chapter-at-Large
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학문적 우수성을 지향
2. 지도자적 자질개발
3. 고도의 전문직 수준 진작
4. 창의적인 연구역량 함양
5. 전문직의 목표와 이상의 강화
제 3조 (성격) 본회는 비영리 학술단체로서 어떠한 정치적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순수
학술활동만을 전개한다.
제 4조 (회원)
1항 (정의) 모든 회원은 정회원으로서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항 (회원후보의 자격)
1. 후보자들은 우수한 학업성적과 간호 분야에서의 탁월한 지도력 가능성에 대한 증거
및 업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후보자는 간호학 박사과정이 개설된 회원대학의
1) 간호학과 졸업예정자중 30% 이내의 우수한 학생
2) 대학원 간호학과 및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과정 졸업 예정자로서
졸업평점이 3.5이상(4.0기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3)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위과정에 있는 자로 한다.
3. 간호계 지도자는 다음 기준에 만족하는 자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1) 간호학 또는 기타 박사학위 소지자
2) 박사과정이 개설된 외국대학의 교수
4. 간호계이외의 지도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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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회원의 선발)
1. 후보자는 제 4조 2항에 근거하여 당해 학과 및 대학에서 추천한다.
2. 간호계지도자 후보는 회원 3인의 추천을 받는다.
3. 추천된 회원 후보자는 회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후보자들은 입회식전에 입회비와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모든 후보자들은 입회식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4항 (회원의 권리와 책임)
1. 회원은 본 정관에서 규정한 요구사항 및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 모임의 목적 달
성을 위해 전력한다.
2. 회원은 활동회원과 비 활동회원으로 구분한다.
1) 활동회원은 평생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의와 활동에 참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 받는다.
2) 비 활동회원은 본회에 가입 후 평생회비를 완납하지 않았거나 연회비를 지속적으
로 납부하지 않은 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3.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1) Chapter의 평생회비 혹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본부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회원대학은 Chapter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항 (회원대학의 자격 및 선발) (신설)
1. 회원대학은 간호학 박사과정이 개설된 대학 중 본회에서 인준을 받은 대학으로
한다.
제5조 (임원 및 임원선거)
1항 임원은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재정위원장, 법제・홍보 위원장, 감사로 구성한
다.
2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은 같은 직책에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3항 차기회장은 3개 이상의 회원대학에서 추천을 받고 후보에 동의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
한다.
4항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항 부회장, 총무, 재정위원장, 법제・홍보 위원장은 회장이 구성하여 총회 인준을 받는다.
제 6조 (임원의 임무)
1항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수행을 총괄한다.
2항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완료와 동시에 회장이 된다.
3항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에 임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학술위원회의 위원장
이 되며 학술활동을 관장한다.
4항 총무는 문서의 수신과 발신 및 제반회의 기록을 담당한다.
5항 재정위원장은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6항 법제・홍보 위원장은 정관의 재정과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7항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사무를 감사하며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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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회의)
1항 회의는 총회, 임원회, 상임위원회로 구성한다.
2항 (총회)
1. (정기총회) 매 1년마다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임시총회) 필요시 회장이나 전체회원 1/10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3항 (임원회) 임원회의는 본 회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제 규약의 개정안제출에 관한 사항
을 관장한다.
4항 (상임위원회)
1. 위원회에는 학술위원회, 재정위원회, 법제・홍보위원회, 회원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3. 각 위원회는 총회와 이사회에 사업보고를 한다.
5항 (학술위원회)
1.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무와 3~5명의 위원을 둔다.
2. 본 회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정기총회 시 입회식과 학술프로그램을
관장한다.
6항 (재정위원회)
1. 재정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예산, 결산 업무를 관장한다.
7항 (법제・홍보 위원회)
1. 법제・홍보위원장은 3명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2. 1) 정관의 재정, 심의 및 개정안을 제출하고 심의한다.
2) 학회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8항 (회원심사위원회)
1.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3명 내외의 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된다. 차기회장은 회원
심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회원의 자격을 심의하고 회원의 가입절차를 관장한다. 회원모집을 연말에 공고하고
익년 3월에 서류를 접수하고, 4월에 심사 후 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늦어도 2주전
에 후보자에게 통보한다.
제 8조 (재정)
1항 본 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정하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이자 수입, 찬조금으로 충
당한다.
2항 1. 본회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정기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2. 본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9조 (의결)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는 출석과 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제 10조 (회칙의 개정) 정관의 개정안은 총회 1개월 전에 발의되어 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출석회원의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Sigma Theta Tau 본부에 보내어 심사위원회와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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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본 회의 해체) 본 회는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되어 해체될 수 있다. 전 회원
의 3/4가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결정한다. 해체가 결정되면 임원회는 모
든 자산과 재정을 정리한 후 공고한다.
기타 회장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평생회비 관리규약

제 1조 (목적) 본 규약은 평생회원의 회비(이하 “평생회비” 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평생회원의 정의) 평생회원이란 본회가 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비납부

의 의무를 다한 자를 말한다.
제 3조 (회비외의 부담금) 평생회원이라 하더라도 본회가 정하는 회비외의 부담금에 대하
여는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 4조 (평생회비) 평생회비는 연회비의 10배로 한다.
제 5조 (평생회비의 관리)
1) 평생회비 중에서 평생회원 가입년도의 본 회비(연회비)를 제외한 원금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본회의 회비(경상
비)로 한다. 다만 본회는 총회의 결의로 평생회비를 별도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2년에 한번 시그마 본부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자 1인에게 비행기요금의 50%(편도)를 지원
한다.
(2) 평생회비 관리규약 제 5조 (평생회비의 관리) ‘평생회원 가입년도의 본 회비(연회비)를
제외한 원금을’ 부분을 ‘회비의 50%를 경상비로 전환하고 50%를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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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da Alpha Chapter-at-Large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Honor Society of Nursing

연 자 소 개

엄 영 란

- 현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10 순천향대학교 진로개발지원센터 처장
2010 ABA Vice President

- 주요 저서:
간호 윤리학
병원이 선택하는 탁월한 1% 신입간호사
함께 일하고 싶은 1% 수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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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da Alpha Chapter-at-Large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Honor Society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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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 Theta Tau
Leadership
순천향대학교
엄영란

Storgé: "love"
Tharsos: "courage"
Timé: "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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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TI의 미션과 비젼
• 미션:세계보건 변화에 기여할 간호사의 학
습, 지식 및 전문성 개발
• 비젼: 인류건강증진에 지식, 서비스, 교육
등을 활용할 세계적인 리더 커뮤니티 형성

Sigma Theta Tau와 리더십

http://www.nursingsociety.org/LeadershipInstitute/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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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nal Child Health Nurses Investing in Maternal-Child
Health, presented with Johnson & Johnson Corporate
Contributions, prepares nurses to influence clinical practice &
patient outcomes.
•Board Leadership This two-year board leadership program
prepares nurses to lead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boards.
•Geriatric Nursing Leadership In collaboration with the John
A. Hartford Foundation Centers for Geriatric Nursing
Excellence, the GNLA prepares nurses to lead
multidisciplinary teams to improve health care to older adults
and their families.
•Nurse Faculty Leadership This program, presented with The
Elsevier Foundation, prepares novice nurse faculty to become
effective educators and leaders
•Leadership Development Center A resource that identifies
your relevant member benefits!

리더십이란?
• 리더가
• 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 조직이나 집단의 공동목표를
•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 영향을 미치는 과정 또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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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 진출의 3대 허들

“이젠 리더십이다!”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멘토링, 리더십 교육참여

모성보호 및 가정양립
지원

네트워크 역량강화

일과 생활의 균형

리더십& 네트워크 배양

고학력화

교육허들

(진입기반 미약)

계속근무 허들

리더십역량 허들

(여성리더 확대 제약)

(전략화 실패)

주요 리더십 이론
특성 이론: 1900년대 초

행동 이론: 1940년대

상황 이론: 1960년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론: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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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이론
•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 슈퍼 리더십(Self-leadership)
• Servant leadership

서번트 리더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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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의 리더십을 구별해주는 질문
• 섬김받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성장하는가?
• 섬김받는 동안 그들이 더욱 건강하고 현명하
고 자유롭고 자율적인 모습으로 변하면서 스
스로도 서번트가 될 것처럼 보이는가?

• 사회에서 가장 홀대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들이 혜택을 입는가? 아
니면 적어도 더 심하게 박탈당하지는 않는가?
(Robert Greenleaf, Servant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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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번트 리더의 10가지 특성
•
•
•
•
•

Listening (경청), 내면으로 다가가기
Empathy (공감), 내적 동인 이끌어내기
Healing (치유), 배려, 돌봄의 언어 사용
Awareness (인식) , 자기인식, 상황인식
Persuasion (설득), 파트너십을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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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번트 리더의 10가지 특성
•
•
•
•

Conceptualization (개념화), 미래 모습 보여주기
Foresight (예지력), 미래에 대처하는 선견지명
Stewardship (청지기 정신),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가짐
Commitment to the Growth of People (성장지
원), 사람들의 성장가능성 신뢰

• Building Community

(공동체 의식), 상호작용

You can only lead others
as far as
you are willing to go.

Dr. Tony Baron
The Art of Servant Leadership,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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