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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서명자 100만 명 돌파 서명운동 시작한 지 5년 만에 이룬 ‘쾌거’

간호법 제정 서명자 100만 명 돌파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 담겨
서명운동 시작한 지 5년 만에 이룬 ‘쾌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작했던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서명자가 마침내 100만 
명을 넘어섰다.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거둔 쾌거다.

국민건강을 외면했던 현재의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간호단독법을 제정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인
력체계를 만들기 위해 대한간호협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간호법에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의료보장체
계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간호사의 전문적 지위 확립과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 서명자 100만 달성과 관련, “힘을 모아주신 국민들과 회원들게 감사를 드린
다”면서 “이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
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간호인력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가 전개해 온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은 지난 2013년 6월 26일 KNA연수원에서 열린 간호협회 대표
자회의에서 안건으로 처음 논의됐으며, 거수투표를 통해 서명운동 추진이 결정됐다.

이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은 물론, 국민들과 간호사 가족들이 적극 참여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간호사들까지도 동참
하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러다 2015년 12월 9일 간호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64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명에 참여하는 서명자가 75만 명
에서 주춤했으나 최근 대한간호협회 내에 ‘백만인서명운동추진본부’(본부장 손혜숙 이사)가 결성되면서 다시 불붙기 시
작한지 3주 만인 6월 22일 16시 현재 서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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