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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간호사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단다 간호협회,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병원 만들기’ 캠페인 전개

전국 간호사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단다
간호협회,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병원 만들기’ 캠페인 전개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40만 간호사 및 예비간호사인 9만여 대학생과 함께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병원 만들기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3월 26일 ‘간호조직체계 및 문화혁신 선언식을 갖고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간호사들 스스로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분분에 대해 즉시 행동해 나가겠다는 결의이자 실천약속이다.

이를 위해 간호사들이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캐치프레이즈가 새겨진 배지를 유니폼에 달고 근무하게 된다.

또한 ‘행복한 간호사, 국민건강권의 첫걸음입니다를 주제로 한 홍보포스터가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된다. 첫 번째 포스터
에는 간호사들이 서로 존중하고, 비인권적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며, 경직된 간호조직체계와 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실천약속으로 ‘간호사, 함께 가요’를 선정했다. 소주제에는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기 △긍정-칭찬-존중하는 말하기 △내
가 먼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배에게 관심을 "괜찮니?" △하루 1가지 감사한 일 찾기 등 5가지 실천과제
를 담았다.

캠페인은 국제간호사의 날인 5월 12일 시작해 연중 계속되며, 대한간호협회 간호조직체계 및 문화혁신위원회에서 주관
한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병원 내 구성원 모두가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간호사가 떠나지 않는 병
원을 만들고, 병원에서도 간호사 적정인력 배치를 준수하고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간호사가 행복할 때 국민
도 건강해진다는 의미를 담아 이번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자정노력의 하
나로 시작하는 이번 캠페인이 잘 뿌리내려 간호사가 병원에서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하루빨리 조
성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
이 실현되도록 정책활동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전국 간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배지 달기 인증샷 이벤트를 함께 진
행한다. 캠페인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유니폼에 배지를 단 모습을 촬영해 보내면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https://www.
koreanurse.or.kr)와 간호사신문 홈페이지(http://www.nursenews.c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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