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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적인 공중보건간호활동을 전개한 보건사 경력 발달
- 섬 마을 보건사 생애로부터 田中 美延里(Tanaka Minori)

1),

小野 ミツ(Ono Mitsu)

2),

小西 美智子(Konishi Michiko)

3)

Key words : 1. 공중보건간호사(public health nurse) 2. 경력개발 (career development)
3. 생애사(life history)

4)

본 연구는, 선구적인 공중위생간호활동을 전개한 일 보건사의 업무 관련 생애사(生涯史)를 초점으로
그의 경력 발달을 서술하고, 특성을 밝히고자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섬 마
을에서 선구적 정신보건복지활동을 실천한 50代 보건사이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수차례 비구조적 면
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내용은 녹음하였으며 그 내용을 서술하였다. 면담 내용 중 경력 발달이 표현된
부분을 추려 개요-스토리 아웃라인-를 기술하였고, 경력 발달 특성은 질적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하는 여성으로서 길을 개척함」, 「보건사로서 목표 지향점 유지」,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실천
능력 향상」, 「서포트 네트워크 조성」, 「경력 발달 기반이 되는 자질을 가지는 것」, 5가지 경력 발달 특
성이 나타났다.

서 론

변혁이 요구되어지고 있다²⁾. 이 같은 배경에서 지

직업인이 변화하는 직무에 대응하면서 충실한 업

역간호 영역에서는, 우수 간호 활동 소재로 행정보

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발달 과제를 근거

건사의 실천 능력과 활동 기술을 개념화하고 이론

한 경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일컬어지고 있다¹⁾. 전

을 구축하는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³⁾. 향후에

문 직업인 보건사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보건의

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전문 직무 능력의 경력

료복지 시스템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최근에는 행정

조직 개발에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

서비스의 틀에서 활동하는 간호전문직으로서 활동

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문 직무 능력을 가진 보건

• Career development of a public health nurse
― the life history of a public health nurse who conducted a pioneering community nursing
practice on a remote is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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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인 발달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않고, 보건사
의 인생 경험을 전기(傳記)적⁴

2. 자료 수집 방법

⁵⁾ 형식으로 역사 자

대상자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업무 관련 인생

료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경력 발달 능력과 기술

체험을 라이프 히스토리법⁶

⁷⁾을 참고하여 비구조

획득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생애 발달 전제로 보

적 면접으로 청취하였다. 직업 선택에 걸친 「보건

건사 자신의 인생을 통합시키는 발달 과정, 즉 보

사로서의 취업」을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그후 인생

건사라는 직업을 통한 자기실현 과정을 기술할 필

체험에 대해서는 「A마을 보건 활동 변천」 자료와

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선구적인 공중보건

연결하여 인상적 사건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였다.

간호활동을 전개한 일 보건사의 업무 관련 생애사

A마을 보건 활동 흐름은 연구 대상자가 A마을에

인 인생 체험을 기초로 경력 발달을 서술하고 그

취직하고 나서 면접 시점까지의 마을 보건사업을

특성을 밝히고자 수행하였다.

모자 · 성인 · 정신 등 영역별 연표로 정리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업무를 회상하기 용이하다고 생각되

연구 방법

어 채택하였다.
면접은 정년퇴직 전 1년간, 보건센터 사무실 또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선구적인 공중보건간호활동을 전

는 대상자의 자택에서, 1회에 1시간 내지 1시간

개한 보건사이다. 라이프 스토리는 대상자가 구술

반 동안 총 7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5번째 면접부

(口述)한 직장 생활 관련된 인생 체험담이다. 본

터는 대상자 분석 결과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였다.

연구에서 선구적인 공중보건간호활동이라는 함은

면접 내용은 대상자 동의 하에 녹음하였고 그 내용

보건사가 지역 주민 요구를 기초로 정부와 현(県)

을 기술하였다. 또한 A마을이 공표한 행정 연혁

의 시책에 따라 선구적, 자치적, 독자적으로 취한

및 보건 사업에 관한 자료 뿐 아니라, 대상자의 활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대상자 선정 조건은 P현에서

동 보고 및 학회 발표, 수상 경력 등 업적에 관한

선구적 공중위생간호활동을 실천하고, 전국 수준

자료들도 수집하였다.

출판물에서 활동을 소개하고, 현 내외로부터의 견
학이나 강연 의뢰를 받는 등, 관계자로부터 높은

3. 자료 분석 방법

평가를 받고 있는, 관리직 보건사, 관리직을 최종

1)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K씨가 보건사가

직위로 퇴직한 50대 이상 보건사이다. 이러한 조건

되어 정년퇴직할 때까지 인생 연표를 작성하였다

에 선구적 정신보건복지활동이 전국 수준으로 소개

(자료 1). 시계열에는 그때그때 사회적 관계를 알

된 A마을 보건센터장 K씨에게 협력을 당부하였다.

수 있도록 항목을 나누어 배치하였다. 내용으로는

K씨는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섬에 위치한 A마을

개인적 생활에서 겪은 일, 소속 및 직장, 환경, 정

(인구 약 4,400 명, 2001년 3월 현재)에서 일한

신 보건 복지 활동 및 기타 보건 활동의 주요 전

59세 여성보건사로, 2002년 3월말에 정년 퇴직하

개, 국가 시책과 현의 보건복지 동향으로 나누어

였다.

기술하였다.
2) 작성된 인생 연표와 녹취록 내용 중에서 K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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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발달 계기를 시대로 구분하고, 각각 인덱스를
붙였다.

2. 시대 • 시기 이야기

3) 녹취록에서 경력 발달이 표현된 이야기는 그대

K씨의 생애 구술 시기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

로 관점을 맞추어 인생 연표와 대조하면서 시대마

다. 지면 제한에 따라, 보건부 증원 후 정년퇴임까

다 나타난 「삶의 언어」를 활용하였고, 줄거리 중심

지는, 정신보건복지활동 전개와 관련된 구술에 맞

으로 이야기를 기술하였다.

추었다. 부제목은 * 표기, 관련 요인은 <

4) 기술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시대를 【시기】로 구

여 경사체로 기재하였다. 또한 실제 이야기는 「 」

분한 다음 각각 인덱스를 붙여 개요를 표시하였다.

표시를 붙여 기술하였고, 연구자들에 따른 보충은

5) 기술한 스토리를 보건사라는 직업을 통한 자기

(

>을 붙

)로 기재하였다.

실현 과정 관점에서 해석, 관련 요인을 정리하였고
특별한 상황을 특성화하였다.

1) 보건부가 되기까지

6) 스토리 기술과 아웃라인 등에 관해서는 연구자

【간호학교 진학을 결심하다】

간에 내용을 검토한 후 K씨 확인을 얻었다.

K씨는 1941년(소화16년), 세토나티카이(瀬戸内海)
섬에 있는 M마을(우리 A마을 M지역)에서 8명 남

4. 윤리적 배려

매 중 차녀로 태어났다. 열 살 때 마을 의회의원이

본 연구는 히로시마대학의학부 보건학과 간호학

던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섬

전공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No. 67). 면접 실

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는 진로 결정에 가정

시 전에 연구 방법의 한계로 독자에 따라 인물이

형편과 「흔한 OL(Official Lady_사무직 여직원)이

추정될 수 있다는 것과 연구자의 개인 정보 보호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자격증 취득 가능한

약속 등을 설명하였고, 협력 동의를 얻었다.

직업을 희망하였다. X시(市)(관서 지역 대도시)에
사는 「고민 상담 대상인 오빠」로부터 간호사가 되

연구 결과

라고 권유받았고, 동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본 연구에서는 「보건부」가 「보건사」로 명칭 변

어머니가 「미리미리, 누군가가, 아픈 것을 말해주

경 이전 생애를 분석한 연구법 특성에 따라 구술

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든

중 사용된 직업 명칭은 「보건부」 「조산부」 「간호

되었을지도 모르는데…」라는 말을 흘려듣고, 어머

부」로 기재하였다.

니에게는 사후승낙을 받기로 하고, X시 간호학교
에 시험을 치른 후 진학하였다.

<어린 시절 상실 체험> <가정 경제 사정> <자격

1. 구술 개요
K씨의 구술 개요(스토리 아웃라인)는 표 1과 같

직 지향> <사랑하는 오빠 추천> <오빠의 말에 의

이, 보건부가 되기까지, 1인 보건부 시대, 보건부

한 과거의 상실 경험 회상> <질병 예방 중요성에

증원 후 정년퇴임까지 3개 시대, 11개 【시기】로

대한 인식> <간호부 일에 대한 기대> <결의를 관

구분하였다.

철한 행동력>
【보건부가 되기로 결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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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던 위생교육을 실천하는 기회> <실습에서

K씨는 간호학교 졸업 후, X대학 병원에 취직하

표 1. K씨 구술 개요
시

대

보건부가 되기까지

시

기

【간호학교 진학을 결심하다】
【보건부가 되기로 결정하다】
【고향 마을 보건부가 되다】

1인 보건부시대

【홀로 활동 방법을 모색하다】
【활동 기반을 만들다】

｝

【서포트 네트워크를 넓혀가다】

【가정에서 다양한 역할 수행】

【네트워크가 선구적 활동에 연결되다】
보건부 증원 후,

【주민, 관계자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정년퇴임까지

【목표 실현 기쁨과 상실감을 맛보다】
【활동 자세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다】

였다. 매일 간호 현장에서 「심각(위중)해지는 사람

선배보건부로부터 위생교육 칭찬받는 기쁨> <실습

뿐」임을 목격하였다. 「어머니 말씀을 떠올리며, 이

지에서 취직 실패> <고향에서 마을대표를 하고 있

렇게 악화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모두에게

는 큰아버지의 설득>

알려줄 방법을 없을까. 그것은 보건부 밖에 없다,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1년 만에 퇴사, 보건부 학

2) 1인 보건부 시대

교에 진학하였다.

【홀로 활동 방법을 모색하다】

<중증환자 간호에 따른 과거 아버지 상실 체험

* 어머니 교실을 출발점으로 모자보건사업 추진

상기> <질병 예방 중요성 재인식> <보건부의 교육

1965년(소화40년), A마을에 취직한 K씨는, 보건

적 기능 기대> <결심을 관철하는 행동력>

부 혼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모르고, 무

【고향 마을 보건부가 되다】

엇인가부터 하자』고 생각하였다. K씨는 직장이 있

N보건소에서 실습했던 K씨는 「내가 하고 싶다고

던 모자건강센터에 모이는 주민을 보고 가장 대처

생각했던 위생교육」 어머니 학급을 맡았다. 「(보건

하기 쉬운 것은 모자보건이라고 생각, 조산사와 함

사의) 『잘됐어』라는 한마디에, 나도 할 수 있고 할

께 「(실습에서) 칭찬받은 어머니 교실」을 시작하였

수 있는 줄 생각하고」 매우 기뻐하였다. 실습지 N

다. 당시 지역의 모자보건사업은, 모자보건법이 막

시 보건부 채용 시험에 불합격, 다른 시험을 치르

자리를 잡는 참이었다.

려고 생각하던 참에 고향 A마을에서 (제2대) 마을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대표 맡고 있던 큰아버지께서 보건부 결원이니 돌

탐구 자세> <실습 성공 체험에 따른 대처 용이성>

아오면 좋겠다고 하여 귀향하였다. A마을 국민보

<조산부와 협동>

험보건부(이하 국보보건부로 표기)가 되었다.

* 지역(지구)에서 상담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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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국민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부
신분이었으나 「마을 전체 보건부로서 일하지 않으

있었다. 좀 더 계속하라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
말을 믿고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마을 전체의 보건부」'라는 인식> <활동 성과

좋을지 몰라」서 직속 계장(행정직)과 함께 수작업

가 드러나지 않는 초조함> <어머니의 질병> <사랑

으로 국민보험 질병 통계를 기초로 지역 분석에 나

하는 오빠의 격려>

섰다. 「당시 보건부 활동은 방문이 주력」이었지만,

* 정신 위생 활동 요구 싹틈

「인구 1만 명 남짓, 보건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K씨는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애연금 상담

걸어서 방문해도 예닐곱 건으로, 충분히 할 수 없

코너에서 I정신병원 의사와 만난다. 지인 가족의

었다. 그것보다는 지역 편에 서는 생각으로」, 취업

병세 등을 상담했다. 지역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2년째 지역별 건강 상담을 개시하였다.

소리를 들었는데, 섬에는 정신과 의료기관이 없기

<「마을 전체 보건부」라는 인식> <행정직 상사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장기 입원 어려움, 치료 중단

이해와 협력> <지역 분석 기법 활용> <보건부 혼

사례가 많은 것을 실감하였다. 국민보험 의료비 질

자서 활동 방침 선택> <지역으로 찾아가 주민 목

병 통계에서도 정신질환 비율이 높은 상황이어서

소리를 듣는 자세> <개별 상담 기술 활용>

「정신 위생 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 보건소 담당 부서와 교류

일어났지만, 「정신과는 특별하기 때문에 불안하였

보건소 관내 보건부 정례 모임에서 활동 정보와 자

다」고 말한다.

료를 제공 받았다. 「어머니 세대의 보건소 보건부

<관련 업무 코너에서 정신과 의사 만남> <지역

들로부터 풋내기 젊은 보건부라고, 큰 사랑을 받았

주민 소리를 듣는 자세> <국민보험 의료비 질병

다.」 소화40년대(1965∼74) 보건소는 결핵, 성인병

통계 분석 실시> <명확해진 정신 위생의 필요성>

검진 실시 후 「각 마을을 조사하고 있었고, 나도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사명감> <정신과 활동에

보건소 내부를 잘 알아, 담당자 얼굴과 이름을 알

대한 불안>

아 부탁하기 쉬웠다」고 이야기한다.

【활동 기반을 만들다】

<보건소의 지도성 발휘> <신입 보건부로서 존중
받은 경험> <보건소와 원활한 연계>

* 지역별 건강 상담에서 집단 검진, 위생교육으로
의 전개

* 슬럼프 극복

혼자서 사람들이 모인 곳을 돌아다니며 건강 상

K씨는 취직 3년이 지났을 무렵 「슬럼프에 빠졌

담을 행하는 중 「조금이래도, 『혈압 재주러 나가볼

다」고 말한다. 건강 상담 내소자가 아직 적고, 「내

까』하였고, 점점 늘어나」 그것은 정착되었다. 당시,

가 있는 것으로 과연 몇 명의 사람이 건강해질 수

모이는 장소가 따로 없는 지역에서는 자치회 회원

있는 것일까 하고 자문자답하기 시작」했고 「엄마

이 자택을 흔쾌히 개방해 주었는데, 「지금도 잊을

혈압 관리도 못하면서」라고 고민한다. X시에 사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건강 상담 중 혈압 측정

오빠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편지 보냈더

결과를 기록하지 않으면 주민이 결과를 알 수 없기

니, 「답장에 한 마디로, 『나의 페이스(My Pace)다

때문에 A마을에서는 독자적으로 건강 수첩을 만들

(흔들리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_의역)』라고 쓰여

었다. 상담 차 방문하여 호소하는 주민 이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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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을 합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그렇게

에게 활동을 인정받는 경험> <보건부로서의 명확

해나가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이고, 이 마을에서는

한 목표> <보건소와 유연한 연계> <자기 계발 의

무엇으로, 왜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하는

욕 고조>

식으로 보여왔다」고 말한다. 건강 상담에서 빈혈

【가정에서 다양한 역할 수행】

증세를 호소한 사람이 많은 지역 성인병 검진에서

* 결혼 출산 후 업무 지속

는 예상했던 대로 빈혈 주민이 많은 결과로 나타났

K씨는 20대 후반에 같은 직장 직원과 결혼하였

다. 보건소 영양사 협력을 얻어 식생활 지도를 실

고, 1남 1녀를 두었다. 첫아이 산전 휴가를 사무소

시하였더니, 이듬해 검진에서는 개선되는 경향이

에 신청하니 남편 직장에서 비난이 심해졌다. 남편

보였다. K씨는 「하면 된다」 「주민의 소리를 소중

은 「(아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

히 여기면 소중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져주는 것인가」라고 상사에게 이야기하러 갔다.

고 이야기한다.

「당시 직장에서 여성의 『결혼은 곧 퇴직』이라는

<꾸준한 지역 활동> <주민의 건강 상담 활동에

인식」이 강하여, 결혼 후 일하는 여성은 보모 이외

스며듬> <지역 조직의 협력> <실천을 뒤돌아봄>

에 K씨가 처음이었다. K씨가 산전 휴가를 취득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활동 실천> <보건소 기술

것을 기회로 보모도 신청하게 되었다.

원조 활용> <활동의 성과 실감>

<일하는 여성 모델 부재 직장 환경> <일에 대한

【지원 네트워크 확대】

남편의 이해와 협력> <보모 경력 영향>

* 활동 사례 발표 도전

* 일과 육아 양립 위기의 극복

K씨는 보건소 보건부로부터 「젊으니까」 활동을

K씨 아이가 보육원 시절 신경 쓰이는 장난을 쳤

정리하여 발표하라는 권유를 받는다. 활동이 궤도

지만 이유를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계속 그러면

에 오른 모자보건부터 발표를 시작하였. 임상 연수

일을 그만 둘 거야」하고 하며 1시간 정도 울면서

수강 후에는 임상으로부터 지역 돌봄 전개에 대한

아이와 이야기한 적이 있다. 결국, 아이는 「이제

발표 기회가 주어졌다. 「토탈 케어를 하고 싶다」는

안 그럴게. 일하세요」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자신

발표를 「(관계자) 전체가 보아주고, 『제대로 하고

이 계속 일을 함으로 「아이에게 꽤 부담이 되었

있지 않은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활동 발표에

다」고 말한다. 매년 4월부터 지역에서 건강 만들기

따라 「스스로 확인해 가면서 (활동) 할 수 있다. 자

간담회 때문에 밤에도 일을 하러 나갔다. 어느 날

기 혼자 (보건부)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차례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이가 야채 샐러드를 만들어

차례로 활용하는 동안, 현(県)과 보건소의 연계를

기다리고 있었다. 밥은 잘 지어지지 않았지만 아이

취할 수 있게 되어 「또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겠

의 기분은 무척 기뻤다. 지금도 건강 만들기 간담

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발표 자료는 「자

회 시기가 되면, (현 외에서) 간호부를 하는 딸이

신의 일부로서, 자신의 역사로 남을까 생각되어 지

「또 나가는 날이네」라고 연중행사처럼 전화를 한

금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한다.

다.

<보건소 보건부로부터 활동 발표 권유받음> <다
른 사람 생각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성격> <관계자

<아이와 대치> <아이의 응원> <보건 사업의 가
정 내 연중 행사화> <간호부가 된 딸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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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습 받은 것만으로는 제대로 활동 할 수 없
* 개호를 하면서 업무 계속

다, (나) 혼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모두 몸이 약했기 때문에

다.

「둘이 한 몫」으로 아이를 돌봐주었다. 친정어머니

<현지 대학 의학부 설립> <연수 정보 신청> <주

가 입원 중일 때,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이를 업고

민 요구에 부응하는 사명감> <결심을 관철하는 행

병원에 갔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장을 그만두

동력> <장기 연수에 관한 주변의 이해> <정신위생

고 돌봐드리면 좋지』는 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엄

활동에 대한 현실 인식의 고조> <소수파 시정촌

마를) 간호하면서, 그래도 나에겐 일이 있어, 이 일

보건부로서 주목받는 존재> <결석을 배려한 보충

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지. 그래서 결국 일을 하

실습 설정>

려고 도망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 시범 검진을 계기로 성인보건활동 내실화

<육아를 도와준 어머니에게 감사> <「보건부 업

33세 때 현(県)의 소리에 기울여, 대학, 현, A마

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

을 공동으로 성인병 종합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

* 친척 및 주변 사람과의 교류

다. 이 사업으로 현의 보건행정을 이끌어 갈 젊은

K씨는 「직업여성이 적었던 시대」이었기 때문에

의사들과 만날 수 있었다. 이어 다른 시범사업을

「주변 사람들이 『보건부로 일하니까』라며 자치회

실시하였고,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위원을 면제시켜주거나, 친척들까지도 『무슨 일이

마을 독자적으로 검진을 사업화하였다. 이윽고 농

있으면 해줄게』라고 말하고 친정어머니를 돌봐주거

협과 연계한 검진으로 발전시켰다.

<시범 사업 실시> <활동 발전에 따른 관계자와

나」 「보건부라는 직업을 소중하게 생각해주었다」고

의 만남>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말한다.

<보건부 일을 인정해 준 지연, 혈연 네트워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자세>

사업화> <다른 기관과 연계>
* 학급 활동에서 질병예방교육 추진

【선구적 활동에 연결된 네트워크】

K씨는 「먼저 질병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생활

K씨가 31세 때 그 지역 대학에 의학부가 설립되

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 검진 후 보건학

었다. 이듬해, 현(県)에서 정신위생상담원 인정 강

급에서 위생 교육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학급 활동

습회가 40일간 개최되었다. K씨는 처음 강습회 안

에서의 교육이 참가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

내를 보고 「가고 싶다 생각하여 날아가(달려들어)」

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

수강하였다. 당시, 정신위생업무는 보건소 업무여

변에서 아무도 평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서, 시정촌에서는 몇 명이 수강하였다. K씨는 I정

(설문) 조사로 우선 평가하려 했다」고 이야기한다.

신병원 의사와 방문하였던 사례를 보고한 적이 있

또, 어머니나 친척들에게 학급 활동에 들어오라고

었다. 아이가 아파서 방문 실습을 빠지는 경우, 훗

부탁, 위생교육에 관한 솔직한 의견도 들었다. 그

날, 보건소 보건부와 대학의 B정신과 의사가 동반

리고 교육 중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녹

방문하여 보충해주었다. 그렇지만, 「강습 받았으니

음기를 구입하여 연습하였다. 항상 「(주민에게) 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

야기할 때에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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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면서 이걸로 할 수 있을까, 조금씩 생

했을 무렵, 지역정신의료에 열의가 있는 B의사로부

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

터 「정신 위생 활동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바라던 질병예방교육 실현> <혼자만의 활동평

제안이 있었다.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 가능하다」

가 방법 모색> <설문조사로 사업평가> <혈연 네트

는 B의사 이야기에 힘을 얻어 「입원에서 퇴원, 그

워크 활용> <녹음기를 이용한 학급 교육 준비>

후로도 케어를 제대로 받고 싶다. 정신과라면 의사

〈질병 예방을 위한 위생 교육 추진 자신감〉

의료 기관이 적어 할 수 있다, 주민의 고민도 듣고

* 건강 만들기 추진협의회 설치에 따른 조직적 건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정

강 만들기 활동 전개

신위생 상담 사업을 시작하였다.

K씨가 35세 때 제4대 촌장이 취임하였다. 다음

〈모자·성인 보건활동실적에 따른 정신위생활동의

해, 정부의 국민 건강 만들기 추진사업 실시에 따

발전> <정신과 의사로부터 사업화 권유받음> <다

라, K씨는 국민보험보건부에서 시정촌 보건부로 신

른 사람 생각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성격> <포괄적

분이 이관되었다. K씨는 시책에 따라 마을 신규 사

케어라는 명확한 목표 보유> <주민 요구에 부응하

업으로서 A마을 건강만들기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는 사명감>

마을 대표를 비롯한 지역 조직과 관계 기관의 대표

* 정신위생활동에 관한 자기계발

에 위원을 맡았다. 추진협의회에서 보고할 때에는,

K씨는 정신위생 활동을 위한 「여러 책을 사서,

자신이 이제까지 이끌어온 사업을 바탕으로 각 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읽었다」고 했다.

건사업의 목적, 활동실적, 문제점, 이듬해 사업 계

다른 현의 보건부가 정신과 의사와 연계 활동을 하

획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자료 만들기 과정을 통

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생생한 일을 하고 있어 좋

하여 「지역에 관하여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다」

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선진지 활동 사례를 향하여 자료수집>

고 이야기한다. 추진협의회의 자료 만들기는 집에
서 심야나 이른 아침에 진행되는 일이 많았지만,

* 정신위생 상담 내소 의료 확보

「그때는 그것이 고생이 아니었다 (즐거움이었다)」

정신위생 상담은 「마음, 건강 상담」이라는 이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필사적이었

으로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주민으로부터 고혈압

다. 지나고 보니, 그런 시간이 어디서 기인한 것일

등 내과 질환 혹은 경제적 문제까지 폭넓은 상담

까 생각한다. 보고 내용을 들은 위원이 『좋았다』라

내용이 들어왔는데, B의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친절

고, 한마디로 대단히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게 상담에 응하여, 주민이 상담 받으러 오기 쉬

<시정촌에서 보건활동 중시 흐름> <마을 건강
만들기 추진의 조직적 활동> <자료 만들기 활동

운 상황을 만들어냈고 의료와 연결할 수 있게 되었
다.

회고> <가정에서 업무 시간 융통> <주민 요구에

<쉬운 상담 환경과 상황 설정> <정신의료의 확

부응하는 사명감〉 〈관계자에게 인정받은 활동 경

보로 이어진 인식>

험>

* 정신 병원 직원과 동반 방문 시작

* 정신과 의사 협력으로 정신위생 상담사업 시작

정신건강상담원인정 강습회에서 만난 정신건강센

성인 보건 활동으로 검진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

터 의사가 I정신병원에 부임한 것을 계기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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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프와 동반하여 대상자 가정 방문을 시작하였

사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주민과 대화> <사실 확인에 의한 관계 조정 실

다. 상담과 방문 사업 모두 정신장애인과 관련되어

시> <장애인과 이웃 주민과 교류 촉진>

졌다.

<연수에서 만남에 의한 활동의 발전> <장애인에

* 대응이 어려운 경우 관계 공부

대한 지원 방법 충실>

또래의 독거남 집 등, K씨 혼자 대응 곤란한 경

* 장애인 전화나 방문에 대한 대응

우에는 민생 위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동반 방문하

정신위생상담을 시작하고 나서 대응에 곤란한 사

였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고

례가 점점 생겨났다. 집으로 밤늦게 전화가 걸려오

민하지 않고,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었다. 평상시

거나, 장애인이 직접 찾아오는 일도 많아졌다. 오

의 관계에서 정신과 일은 서로 가능할 수 있다」는

랜 시간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주던 중, 아무렇게나

것을 실감했다고 말한다.

<1인 보건부 활동의 한계 자각> <지역 조직의

대답해 버려서, 훗날 장애인에게 사과를 한 적도
있었다. K씨가 집에 없는 경우 장애인이 집으로 찾

이해와 협력>

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남편과 아이가 용건을 듣

* 대상자의 자살 경험

고 응대한 후 전달해주었다.

젊은 남성을 설득하여 치료에 연결할 수 있기

<정신 건강 요구의 표면화> <주민과 공과 사를

때문에, 가족에게 퇴원하면 반드시 보건부에게 연

초월한 관계> <주민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태도>

락을 넣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전혀 연락이

<가족의 이해와 협력>

오지 않았다. 다른 경로로부터 퇴원 정보가 들어왔

* 장애인 가족으로부터 연락에 신속한 방문

을 때에는 「스스로 길(죽음)을 선택해버렸다」. 「연

K씨는 장애인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에는

계, 연계 말하지만, 가족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인지,

즉시 그 집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상태가) 어떻

연락을 받았더라면 조금은 무언가 할 수 있었을지

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고, 전화뿐만 아니라 자신이

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후회가 되었다」며 눈물을

직접 확인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혼자 가기 부담

글썽이면서 이야기한다. 정신위생활동을 시작하고

(위험)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 남자 직원이 뒤에

그와 관련된 자살 경험 충격으로 기분이 가라앉지

따라오도록 했다」고 말한다.

않을 때에는 B의사에게 조언을 받았다. 「아무도

<신속하게 상황을 확인하는 활동 방침> <위기

(장애인에)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를

개입 방법 모색> <보건부 홀로 활동하는 것에 대

가진 사람이 지역에는 있다」고 말한다. 지금은 「치

한 한계 자각> <행정직 직원 협력>

료 과정에서 증상을 꽤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 이웃 주민과 장애인 사이의 갈등 해결

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생겨 세상이 넓어졌다」 그

이웃 주민과 금전 문제를 일으킨 장애인을 방문
하여 이야기를 듣고, 「우선적으로는 병이 문제지

래서 「자살이 적어졌다고 생각 한다」고 이야기한
다.

만, 갈등 원인에는 역시 무언가 있다」고 깨달았다.

<전인격을 기울인 개별 지원 경험> <지원자로서

이웃 주민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서로의 기분(감

위기에 직면> <정신과 의사 조언에 따른 위기 극

정)을 잘 알면 장애인에게 호의적이 되고 이웃과

복> <정신위생 요구의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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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 증원을 향한 제도화

어 섞어 정신위생 간담회를 열고, B의사로부터 장

건강만들기추진협의회 업무를 통하여 「과장이 이

애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관련 방법을 배웠

사에게 보건부 증원의 필요성을 이야기 해주고」,

다. 장애인과 가족과 함께 타 지역 보건소 데이케

보건부 학생 장학금제도(1년)가 생겼다. A마을 출

어 견학을 갔다. 정신위생 상담을 이용하고 있던

신 간호학생이 이 제도를 활용, 소화60년도(1985

이웃 마을 가족을 포함하여 정신장애인 가족 교실

년)부터 보건부 2명이 되어, K씨의 20년에 걸친 1

을 시작하였다. 교실을 추진해가는 중, 「쉼터, 모임

인 보건부 시대가 끝이 났다.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가족과 장애인의 소리가

<건강만들기추진협의회 업무 평가> <제도 설립
으로 보건부 인력 확보> <행정직 상사의 움직임>

들려왔다. 가족과 작업장 견학을 갔다. 「이런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기대에 부풀었다.

<당사자 생각을 이끌어내는 움직임> <복지 관계
3) 보건부 증원 후, 정년퇴직까지

자와 협동> <지역 조직의 이해와 협력>

【주민 · 관계자, 같은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다】

* 마을대표와 B의사의 비공식적인 논의

* 대상자 요리 교실 개최

K씨가 당사자 및 관계자와 학습 활동을 하던 무

보건부가 두 사람이 되고나서, 정신위생상담 대

렵, B의사와 마을대표(촌장)가 우연히 두 번, 같은

기 내소자에게 차를 내거나, 같이 물건 만들기를

배에 함께 탔다. 둘은 정신장애자 사회복귀 중요성

하거나, 「데이케어적인 작업」을 도입하였다. 상담

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기회가 되어 작업소 설립

짬짬이 작업은 좀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담

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일에는 요리교실을 시작하고, 방문객끼리 커뮤니케

<관계자끼리의 대화 중시> <배라는 우연한 장면

이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도시락을 만들어

설정>

서 가족과 꽃구경을 가는 등, 요리교실을 통한 장

* M지구에서 정신위생 연수회 개최

애자, 가족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처음, 요리교실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가 많았던 Y씨와 2

운영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동사무소 직원에게,

명의 장애인이 정신병원을 퇴원하게 되어 M지구에

K씨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서 지역 정신위생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의

(활발히) 움직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장애인이 직

민생위원, 자치회 임원, 피해를 입었던 주민 중심

원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안심하는 모습(눈치)이

으로 참가할 것을 호소, 35명이 모였다. B의사 강

었다.

의 후 지역에서의 대응에 관하여 밤늦게까지 주민

<보건부 증원에 따른 사업 재검토> <상담 프로

들과 의논하였다. Y씨와 동급생 한 명이 「어렸을

그램에 데이케어 요소 넣는 시도> <요리 교실에

때는 이러했다, 저러했다. 전부 받아들일 수는 없

초점을 맞춘 작업 활동 변경> <장애인 · 가족 교류

지만, 그 부분이 병이었구나 생각한다」며 Y씨를

촉진> <장애인에 대한 동사무소 직원의 편견에 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K씨는 행정적으로 가능한 모

응함>

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당사자와 관계자의 학습회 개최

연수회 당일, 참가자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에 관

민생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을 개입하여 묶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반수 이상이 「누구라도

- 10 -

広大保健学ジャーナル，Vol. 5, 2005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장애자를 격리해서는

소를 하기도 하였다. 「환경 정비와 서로 인사를 나

안 된다」에 동의하는 반면, 「가까이 있으면 기분이

누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점점 괜찮다는 인식을 알

좋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K씨는 이 결과를 보고

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지역에 열린 작업소를 목표로 움직임> <인근

「아주 나쁘지는 않아, 우리가 움직이고, 관계를 가
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해나갈 수 있다」고 생

주민들과 교류 촉진>

각. 지역을 변화시켜가면서 정신위생 업무를 추진

* 작업소 회원 간 교류와 가족의 태도

하는 자신감이 되었다. M지구에서 행한 정신위생

작업소에 결석한 회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회원

연수회는 「모든 지역에 공통으로 행할 수 있는 것

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게 되었다. 한 사람이

은 아니며, 지역 형편에 따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암으로 사망했을 때, 회원들이 「그 회원의 자리에

고 이야기한다.

꽃을 바치고 싶다」고 말하였다. 「봉급을 우선적으

<지구 주민과 대화> <정신과 의사와 협동> <정

로 불단(종교적 제단)에 바치고 나서 쓰는 사람」,

신병원과 제휴> <문제의식이 높은 주민에게 호소

「월급날에 집으로 반찬을 사서 가지고 가는 사람」

함> <지역 주민의 유대감 실감> <전문가로서 책임

등, 「회원은 마음이 자상하고 친절하고」, 「『이 아

있는 대응 약속> <설문조사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이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고?』하며 가족들도 스스

확인> <정신 위생 활동을 진행시켜 나갈 자신감>

로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였다」고 이야기한

* 인근 마을과 합동으로 작업소 설립 준비

다.

<대상자의 바람직한 변화 감지> <장애인의 자상

작업소 설립을 위하여 장애인과 가족, 관계자,
이사들의 결심이 서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이웃

함을 접하는 경험>

마을 이용자를 위하여 교통 좋은 곳을 후보지로 꼽

* 작업소 회원과 지역 주민의 교류

았다. 인근 주민을 모이게 하여 작업소 설립 이해

마을 산업문화축제와 건강박람회에 작업소 회원

를 구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웃 마을과 합동으로

작품을 실명으로 전시하였다. 처음 회원 본인이

가족모임이 구성되었다. A마을에 만들어진 소규모

「이름을 쓰겠다」고 말하여 K씨는 가족에게 양해를

작업소는 현(県)내 최초의 마을작업소로서 주목을

구하였다. K씨는 전시를 관람한 주민으로부터 「저

받았다.

아이는 이런 병인 거야?」라고 질문 받았지만, 치료

<당사자 · 관계자들의 결심(마음 움직임)> <이웃

중이라는 것과 작업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설명

마을과 협력> <작업소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배

하고, 주민에게 장애인의 「진실한 모습을 보아주

려>

자」고 하였다. 이윽고 인근 사람들이 작업소 회원

【목표 실현의 기쁨과 상실감을 맛보다】

에게 「잘 다녀오세요」라고 먼저 말을 걸거나, 모습

* 작업소 설립 초기 인근 주민과 교류

이 보이지 않으면 「쉬는 거야?」라고 염려하거나

작업소 설립 초기 인근 주민들은 건물 반대쪽

하게 되었다. 지나가던 주민이 간식을 들고 찾아오

도로로 통행하였다. 한 아이가 현장에서 매미 잡기

고 K씨는 지역이 조금씩 변화해 가는 하는 것을

를 하는데 아이 엄마가 제지하기도 하였다. K씨와

느낄 수 있었다. 작업소가 지역에 문을 열고 발전

작업소 회원, 직원들과 함께 주변에 꽃을 심고, 청

해 감에 따라, 심각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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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어졌다. 자택으로 찾아오거나, 전화가 걸려오

<촌장의 리더십> <오빠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상

는 일이 「신기할 정도로 거의 없어졌다고」고 이야

실감 증대> <인생 목표가 무너진 생각> <작업소

기한다.

회원의 행동에 감격>

<당사자의 기분 존중> <주민에게 장애인의 「진
실한 모습」을 전하는 자세> <지역이 변화해가는

【활동 자세를 다음 세대로 연결】
* 지역 어린이들의 작업소 방문

반응> <정신보건 복지 활동 거점 형성>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행사 중 아이들이 작업소를

* 후생 대신(장관상)표창 수상과 오빠의 죽음

방문하여 장애인과 가까이 접하게 되었다. K씨는

K씨는 쉰 살에 지금까지의 활동 실적으로 후생

「아이들로부터 부모에게로 작업소와 관련한 일을

대신 표창을 수상하였다. 동경에서 돌아오는 길에,

화제로 삼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에

(X시) 오빠에게 수상 소식을 전하였더니 「네게 큰

게 「작업소는 이런 곳이라는 것이 점점 스며들어갔

영광이구나. 형제로서 얼마나 좋은 일인가」하며 기

다」고 말한다.

뻐하였다. 이듬해 오빠는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유치원 · 초등학교와 연계> <어린이와 장애인

K씨는 「가장 많이 의지했던, 든든한 오빠」를 잃어

의 교류 촉진> <아이들을 통한 부모에게로 움직

충격이었다.

임> <지역에 작업소가 스며들어감을 실감>

<수상에 따른 활동 업적 평가> <사랑하는 오빠

* 정신보건복지 활동의 지원

의 칭찬> <심리 지지대 상실>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 촌장의 죽음과 작업소 회원의 장례식 참석

정신 활동을 하고, 관련하여 (상대방이) 변해가는

(제4대) 마을대표는, 작업소 회원과 마을에서 만날

것이 즐거워졌고, 그것은 업무를 하는데 있어 버팀

때마다 이야기를 걸어왔다. A마을 작업소는 현(県)

목이 되었다. 나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있어,

내외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마을대표(町長)는 현

주변에서 지탱해주고 주위가 풍성해졌다」라고 말한

(県)에서 정신보건대회를 열거나 외부로부터 심포

다. 「건강한 시점에서 질환이 발병하고, 다시 돌아

지엄을 불러 정신보건복지 정책을 역설하였다. 정

오는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촌장(町村長) 회의에서도 작업소 설치 추진 발언을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큰 과제

해나갔다. K씨는 정촌장(町村長) 자필 발표 원고

이었기」 때문에, 「궁극의 목표였던 토탈 포괄 케어

일부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는 정신 활동으로 실현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

K씨 오빠가 사망한지 2년 뒤, 촌장(村長)이 오빠

다」고 말한다.

와 동일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아, 저런 사람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사명감> <대상의 바람직

이 되고 싶다』는 인생 롤모델 목표가 무너지고, 집

한 변화 감지> <주위가 「풍성하였다」는 인식> <보

안의 가족이 돌아가신 것 이상으로 외로웠다」고 말

건부로서 하나의 목표가 실현된 실감〉

한다. 촌장의 장례식에 작업소 회원이 정장을 입고
참여한 모습을 보고 감동하였다. 평소 작업소 설립

* 활동 자세를 간호학생에게 제시

에 있는 힘을 다하고, 교류가 활발했던 촌장에게
회원이 감사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민들은 『(K보건부에게) 상담하면 반드시 돌려
준다』고 말하였다. 상담 받으면 꼭 결과를) 되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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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무언가가 어떻게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안

속해나가는 기쁨이 되었다.

되겠다」라고 되돌려주었다. 「어중간하게 있으면 다

2) [보건사로서 목표 지향점 유지]

음에 (그 주민에게) 만났을 때 말을 걸 수 없으니

K씨는 진로선택 시기에 아버지 죽음과 질병예방

솔직하게 그렇게 해왔다」고 말한다. 대학에 강의하

의 중요성이 동기가 되어, 【간호학교 진학 결심】을

러 가면, 간호학생의 질문지에 반드시 답을 적어

하였다. 병원에서 중증환자 간호를 통하여 질병 예

보내고 있다. 「학생 시절의 인상은 중요하니까. 주

방을 위한 지식 보급의 얼마나 필요한가 통감하고,

민에게 돌려주자고 해놓고 (학생에게) 안 할 수는

【보건사가 되기로 결정】, 보건사 학교에 진학하였

없는 노릇」이라고 말한다.

다. 즉 K씨는, 기초교육을 받기 전에 【보건사로서

<주민에게 상담 결과를 돌려주는 자세> <주민과

지향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주

솔직하게 마주하는 자세> <기초 교육의 영향 중

류였던 지식 제공형 위생교육에 관심을 가져, 1인

시> <보건부로서 일관된 활동 자세>

보건사 시대에는 어머니학급이나 보건학급에서 위
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또한, 임상 경험과

3. 경력 발달의 특성

보건사가 되고부터 임상 연수 필요성을 느껴, 입원

K씨의 구술로부터 5가지 특성이 발견되어졌고

에서 퇴원, 마을에 돌아오기까지 포괄적 케어를

그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보건사로서 목표 지향점〕으로 정하고 관계자 앞에

1) [일하는 여성으로서 길을 개척함]

서 그 뜻을 표명하였다. 활동 사례 발표를 기회로

K씨는 「직업여성이 적은 시대」에 일하는 여성

발전시켜나갔다. 【서포트 네트워크가 선구적 활동

모델 부재 환경에서 결혼 후에도 보건사의 업무를

으로 연결되고】 정신위생 상담 사업이 시작되고,

계속 수행하였다. 주위의 상당한 비난 강도를 느끼

급기야, 【오랜 목표가 실현된】 것을 느꼈다. 또, 제

면서도 보건사의 일에 대한 가족의 이해와 협력에

4대 촌장으로부터 정치 이념과 리더십, 한 사람의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 산전휴가 취득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법에 대하여 영향을 받았다.

계장, 관리직으로의 승진, 현(県)내 시정촌(市町村_

K씨의 보건사 활동에는 1인 보건사 시대부터 「마

면단위) 계장직에 보건사 발탁 등 다른 여성 캐리

을 전체 보건사」 「주민 목소리를 소중히」 「사업을

어에 파급되는 결실을 이루어 갔다. 한편, K씨는

계속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주민에게 결과를

【가정에서의 다양한 역할을 완수한】 시기에 대해

되돌려준다」는 등 기본적 자세로 관철되어 있다.

서, 당시는 「직업을 가진 부녀자가 적은 시대」였기

그것들은 보건사 증원 후, 특히 관리직이 되어서

때문에, 보건사의 일을 계속 한 이유로 지연, 혈연

【활동 자세를 다음 세대에 잇는】 것과 후배 보건

의 네트워크를 의지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일을 계

사와 간호학생을 향하여 언어화 되어졌다.

속함으로써 아이에게 큰 부담을 주기도 하였지만,

3) [서포트 네트워크 조성]

육아를 통하여 자신도 성장해, 「이 일을 하지 않으

K씨는 【활동 기반을 만들던】 때, 보건소 보건사

면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로서 활동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도전 기회를 부

있는 힘이 되었다. 딸이 간호사가 되고, K씨 업무

여받았다. 이러한 발표의 장을 통하여 1인 활동을

를 자랑스럽게 여겨준 것은 보건사로서의 일을 계

확인하고, 관계자로부터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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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서포트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던】

구를 계속하는 등, 그것은 서포트 네트워크 조성의

때에는 현지 대학 의학부가 설치되는 시기와 겹쳐

기반이 되었다.

K씨는 의사를 시작으로 많은 전문직종의 사람을
만나 인맥을 넓혀갔다. 주민의 요구를 【선구적 활

고

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 이 시기 사례 발표를

1. 보건사 경력 발달에 있어서 〔서포트 네트워

통하여 「보건사로서 인정받음」으로 자신감을 얻었

크 조성〕의 의의

고, 활동 의욕도 고취시켜 나갔다. 게다가 이러한
일들은 전문적 활동을 촉진하는 순환제가 되었고
「자신의 역사」가 되어 갔다. 또한 K씨가 원래 가
지고 있던 지연, 혈연 네트워크는 정신보건복지활
동 전개에 있어 지역에 뿌리 내린 조직적 활동을
지탱하는 시스템으로서 작동하였다.

찰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 된 특징 중 하나
인 〔서포트 네트워크 조성〕을 조직에서의 경력 발
달 지원 멘토링과 직업 정체성 관점으로부터 고찰
하고자 한다. 멘토는 보다 많은 경험을 쌓은 연장
자를 의미하고, 멘토링 기능은 크게 케리어 기능과
심리 · 사회적 기능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⁸⁾. 케

4)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실천 능력 향상]
K씨는 【1인 보건사 활동 방법 모색하던】 때, 직
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찾아 대처
하였고, 활동 중에는 계속 되돌아보는 회고 방식으
로 업무를 펼쳐나갔다. 배경이 된 것은, 보건사 교
육에 있어 실제 활동으로 위생교육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었는데, 이것은 활동 성공 체험에서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생 교육 외에 지역
사회 분석, 건강 상담 기술 등 보건사 양성 기초

리어 기능은 업무 요령이나 조직 내부 형편, 조직
에서의 승진 준비 등 관계성 측면에서 「스폰서쉽
(후원)」 「추천과 가시성」 「코칭」 「보호」 「보람있는
업무의 분할」, 5가지 구체적 행동으로 구성되어진
다. 한편, 심리·사회적 기능으로는 전문가로서의 확
신, 명확한 정체성, 높은 효율성 관계 측면에서,
「역할 모형」 「수용과 확인」 「상담」 「우애」, 4가지
구체적 행동으로 구성되어진다⁸⁾. K씨는 취업 초기

교육을 통하여 몸에 익힌 보건사로서의 기본적 능

에 1인 보건사 배치 조직 내에서 동 직종과의 1대

력을 실 상황에 하나씩 결부시켜 나가면서 발휘되

1 발달 지원 관계를 얻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비

었다. 그러한 1인 보건사 활동을 되돌아보며 실천

공식적 멘토를 찾은 결과, 서포트 네트워크를 넓혀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서포트 네트워크가 활용되었

감으로써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부분적 멘토링을 얻

다.

었다고 사료되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

5) [경력 발달 기반이 되는 자질을 가지는 것]

소 보건사로부터 활동 발표를 권유받거나, 현(県)의

K씨는 진로 선택이나 연수회 수강에서 볼 수 있

사업 모델 제의는 멘토링 기능의 「보람 있는 업무

듯, 결심을 행동으로 관철하는 추진력과 다른 사람

분할」에 해당하고, 사례 발표를 통하여 의사나 보

의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건사 등 관계자로부터 「수용과 확인」 「코칭」 「우

있었다. K씨가 「주위에 풍족했고 풍성했다」고 말하

애」를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4대 촌장은

는 것에서 볼 수 있듯 기본적인 대인관계 능력과

K씨에게 건강마을 만들기에 대한 신념, 리더쉽 「역

주변 사람에 대한 긍정적 자세, 끊임없는 자기 연

할 모델」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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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그(グレッグ)⁹⁾는 미국의 CNS(Clinical Nurse

아이가 아파서 수업에 결석했던 때, 방문 실습의

Specialist)가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프

추후 보강 실습은 K씨 경력 향상에 지원이 된 것

로세스를 밝혔다. 그는 「전문직으로서 인정되는

으로 사료된다.

것」이 중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K씨가 서

현재, 행정보건사의 교육에서는 주체적인 자기

포트 네트워크 구성원들로부터 「보건사로서 인정되

계발 전제 위에서 근무 년수에 맞는 단계적인 실천

어지는 경험」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보건사

능력 습득을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정

개인-집단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지역 케어 시

비되고 있다¹⁰

스템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는 전문적 특성을 나타

(Off-JT)에 좌담회 형식을 도입하는 등 부분적이나

내는 조직적 활동 그 자체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마 ‘피어서포트5)’를 의도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

보건사가 일상적인 업무 활동 중 만나는 다양한 사

다. 구체적인 신임 교육 체제로는 선배가 신입원에

람들로부터 생성되고, 보건사 개인 발달을 지원하

대한 맨투맨 지도를 수행하는 프리셉터 제도¹¹⁾를

는 네트워크와 중첩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

들 수 있다. 그러나 보건사 개인 발달 지원이라는

각되어진다.

관점에서는 병원 조직 및 실정이 다른 행정 기관에

¹¹⁾. 신임 보건사 대상 직장 외 연수

서의 직장내 연수(OJT)에 있어 프리셉터가 공식 멘

2. 경력 지원으로의 시사점

토로서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검토할 여

본 연구에서 발견 된 특성은 실천 능력 고취에

지가 있다. 1대1 개인 사이에 실시되는 전통적 멘

중점을 둔 기초 교육, 계속 교육의 장에서 개인 발

토링 뿐만 아니라, 직장 선배 보건사 각자 부분적

달 과업을 근거로 한 경력 개발 목표로 활용할 수

멘토링을 목표로 조직 구조를 재검토하는 것이 중

있다고 생각된다. K씨의 정신위생 상담 인정 강습

요하다고 생각한다.

회 수강을 예로 들면, 정신 건강에 대한 지역 주민

카나이(金井)¹²⁾는 대기업 경영진에게 업무에서

요구를 깨닫고, 입원에서 퇴원, 마을로 돌아갈 때

「한 꺼풀 벗겨진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한

까지 지원하는 〔보건사로서 목표 지향점을 유지〕하

적이 있다. 그 프로젝트에서, ‘듣는 미들맨’이 상사

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위생 상담원 인정 강습회를

가 이야기하는 경험에 점점 빠져들어, 더 깊이 있

주체적으로 수강할 수 있었다. 사례 보고와 강습회

게 알게 되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내용 등은 K씨에게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실천 능

선구적 활동 경험이 많은 경력 보건사의 캐리어 경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동시에, 정신위

험담을 듣는 것은 현재 활동 변혁이 요구되는 보건

생 활동의 현실 인식을 높여주었다. 강습회에서는

사에게 시대를 초월한 공통 활동 이념 및 원칙을

몇 명 안 되는 소수 시정촌(市町村) 보건사이었기

깨닫는 기회가 되고, 이를 기초 교육에 도입함으로

때문에 지역내 정신 의료에 열의가 있는 정신과 의

써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

사 등, 새로운 〔서포트 네트워크 조성〕이 가능하였

다. 또 ‘말하는 경력보건사’에게 있어서는 인생 체

다. 또 〔일하는 여성으로서 길을 개척〕해 나갈 때

험을 회고함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로써 미래 보

5) Peer-Support:‘동료 협력 및 지원’, 균형 있는 발전과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는 자율적 학습 프로그램
(https://ctn-minki.tistory.com/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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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 테마를 찾을 수 있는 케리어 지원 요소가 될

婦の記録－. 日本看護協会出版会, 東京, 1985

것이라고 생각한다.

6. 小林多寿子：インタビューからライフヒストリー
へ. 中野卓, 桜井 厚 編：ライフヒストリーの社会
学. p.43-70, 弘文堂, 東京, 1995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지면 제한으로 K씨 생애 중 일부를

7. 桜井 厚：インタビューの社会学－ライフストー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 제시된 K씨 경

リーの聞き方－. せりか書房, 東京, 2002

력 발달의 특성이 선구적 공중위생 간호활동을 전

8.

개한 다른 보건사에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는 사례

Developmental

를 더 모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보건

Organizational

행정 동향, 기초 교육 및 현재 교육의 변천 등 시

America, Lanham, Maryland, 1985 渡辺直登，

대 배경에 따른 케리어 발달 영향에 대해서도 토론

伊藤知子

해 가고 싶다.

関係－．白桃書房，東京, 2003
9.

Kram,

K.

E.:

Mentoring

at

Work:

Relationships
Life.

University

in
Press

of

訳：メンタリング－会社の中の発達支援

グレッグ美鈴：アメリカのCNSが職業的アイデ

ンティティを確立するプロセス．看護，53（10）：

감사 인사
본 연구에 협력해 주신 K씨에게 마음으로부터 감

107-111, 2001
10. 佐伯和子, 和泉比佐子, 宇座美代子, 他：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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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関に働く保健師の専門職務遂行能力の発達.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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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厚生労働省：新任時期における地域保健従事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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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보건부에서 정년 퇴직까지 인생 연표

년

연
령

1965 (S40)

23

1966 (S41)
1967 (S42)

24
25

1969 (S44)

27

1971 (S46)

29

1972 (S47)

30

1973 (S48)

31

개인사
A마을 국민
건강보험 보
건사가 되다

소속·직장환경·
표창
후생과 국보계
보건사1인설치
제3대 정장(마
을대표) 취임

33

1977 (S52)

35

1978 (S53)

36

1979 (S54)

1982 (S57)

(년도로 기재

기울임체:관련사항)
장애연금신청상담코너,
I정신병원의사와 만남

기타 보건활동의 전개

정부·현의

(년도로 기재)

보건복지 동향

모자건강센터 조산사와
함께 학급중심 모자보건
활동 시작

정신위생법 개정
모자보건법 제정

지역별 건강 상담 개시
어머니 병환
동사무소직
원과 결혼

현의 연수회 등에서
모자보건활동 발표
옆 마을 보건사와 검진
협력체제 만듬 (∼H5)

현내 최초로 정신장해자
지역가족회 결성

첫 출산
지역 대학에 의학부 개설
둘째 출산

1975 (S50)

정신보건복지 활동 전개

어머니 간호

정신위생상담원 인정 강습회
수강

현·대학과 함께 성인병
종합 검진 개최 (∼S51)

제4대 정장(마
을대표) 취임

탄생일검진 (∼S53)

일반 보건사로
신분 변화

현, 연구 집회에서 종합
검진 정리 발표
건강만들기추진협의회
설치 · 성인병 검진예산
화 · 농협과 연계한 검진
실시 · 보건학급 개시

보건소 데이케어 개시
현, 정신위생상담원 인정
강습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국보), 시정
촌 보건사 신분 일원화

37

주민과 보건계

지역 대학 정신과의사 B와
만남
정신위생 상담 개시

40

보건부학생장
학금제도(1년
간)

I정신병원 동반 방문개시
중서국(츄-시코쿠)의 연수회
에서 활동 발표

노인보건법에 기초한 사
업 개시

노인보건법 제정

정신위생간담회 개최
현의 연수회에서 활동 발표

보육원에서의 양치 지도
시작으로 모자 치과보건
활동 시작

우츠노미야병원 사건 발
생, 보건소법 일부 개정

1984 (S59)

42

1985 (S60)

43

1986 (S61)

44

정신장애자 가족교실 · 사회
복귀사업(데이케어) 개시

1987 (S67)

45

지역정신위생연수회 개최

보건계장 승진
보건부1명증원

정신위생 간담회 개최
현의 연수회에서 활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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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학급 개시
정신장애인 가족교실개최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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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연
령

개인사

소속·직장환경·
표창

정신보건복지 활동 전개
(년도로 기재
기울임체:관련사항)

기타 보건활동의 전개
(년도로 기재)

정부·현의
보건복지 동향

46

데이케어 연수회 개회
현내 보건소 연수회 강연

정신보건법 제정

1989 (H元)

47

정신장애자 지역가족회 설립
정립(町立)정신장애자소규모
작업소개설

골드플랜 제정
현 최초
공립작업소 개설 (A町)

1990 (H2)

48

전국장애인가족회연합회
국대회에서 활동 발표

1992 (H4)

50

1988 (S63)

전

후생 장관
표창 수상

미니데이서비스 실시

51

지역복지센터
설치 · 건강복
지과 보건계

재택돌봄지원센터 보건사
1명 겸무 · 종합데이터 뱅
크 사업 개시

1994 (H6)

52

보건사1명증원
과장보좌 승임

1995 (H7)

53

1996 (H8)

54

1997 (H9)

55

1998(H10)

56

1999(H11)

57

전립선암 검진 예산화

정신보건복지법 제정

2000(H12)

58

허약노인 대상
데이케어서비스 개시

개호보험법 시행
이웃 마을(町)에
작업소 설립

2001(H13)

59

2002(H14)

60

오빠의 죽음
1994 (H5)

정신장애인 재활 P집회 개
최, B의사가 마을에서 정신
의료활동 테마 저서 출판

노인보건복지계획책정
데이서비스 개시
성인치과 보건사업 개시

현외로부터 연수회강사 의뢰
를 받게 되다

골다공증 예방 교실 개시

지역보건법 제정

모자보건계획 정책
고령자 건강조사 개시
정신장애인 지역 재활 활동
교류회 개최
남편
정년 퇴직

정립(町立)소규모작업소 이전

주간으로 승진

정신장애인 홈 도우미
강습회 개최

정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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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

지역건강만들기 사업 개시

広大保健学ジャーナル，Vol. 5, 2005

Career development of a public health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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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examines the career of a public health nurse who conducted and
developed

a

pioneering

community

nursing

practice,

describes

her

career

development and clarifies its characteristics.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is a
public health nurse in her 50s who was involved in pioneering mental welfare
activities

in

a remote

island

community

in

the Seto Inland

Sea.

Several

unstructured interviews were held with her, recorded for data collection and
fabricated

into

a text. We extracted

information pertaining

to her

career

development, and made a qualitative and inductive analysis of it. This reveals five
unique characteristics of her career development : creating a way as a working
woman, retaining a high goal and commitment as a public health nurse,
improving

and

promoting

skills

in

practice

by

feedback

from

professional

activities, constructing a support network, and possessing a basic competence for
care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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