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Your Future with Us
World Leader in Nursing
서울아산병원에서 당신의 미래를 활짝 꽃피우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아산병원,

당신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는 도전과 아낌없는 투자로
세계적인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성과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생명 존중 정신’과 병원 설립 가치인 ‘나눔 정신’을 실천하여
대한민국 대표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자 중심 병원

특화된 병원(센터) 중심의 의료 서비스

기다리지 않는 병원,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병원을

암병원·심장병원·장기이식센터·당뇨병센터 등 특화된 병원

만들기 위해 진료 시스템과 의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

(센터)을 중심으로 특정 질병에 맞춰 전문화된 진료 서비스를

였으며, 질병이 아닌 환자 중심의 다학제 협진 체제를 갖춰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연구 활동도 활발

최적의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선 의술 더 큰 사랑의 실천

국내 최고 수준의 간호인력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을 찾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간호관리료 등에서 국내 최고

펼치고 있습니다.

수준인 1등급(신생아중환자실 2등급)을 유지하여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의 흔들리지 않는 철학은
세상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Systematic
Education

서울아산병원의 체계적 교육 시스템,
당신을 대한민국 최고의 간호사로 키워냅니다.
체계적인 신입간호사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최고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MISSION
“인간을 존중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간호를 제공하여
인류의 행복과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

VISION
전문간호를 수행하는
실력있는 간호부

함께 일하고 싶은
신뢰받는 간호부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는 간호부

혁신적인 간호경영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간호부

신입간호사 교육

아카데미 교육

신입간호사는 프리셉터와 함께 부서별 2~3개월 동안 일대

신입직원 교육, 간호 직무교육, CS과정, 리더십 과정 등 전문

일 교육을 통하여 병원의 전반적인 실무에 대하여 교육을

성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실시하

받습니다.

고 있습니다.

프리셉터는 교육 기간 초기 담당 환자수를 줄여 신입간호사

해외연수를 준비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문화의 이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매너 교육 등을 실시하여 해외 연수자의 현지 적

신입간호사 독립 후 적응기간에는 담당 환자수를 50~70%

응을 돕고 있습니다.

로 조정하여 신입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교육

CORE VALUE

현장 교육 간호사

세계 수준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연수 및 국제학회

신입간호사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

등의 간호사 해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 간호사로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외 연수 간호사 : 연간 30~40명)

시뮬레이션 교육

탁월성

소통과 협력

정직

환자 안전

창의성

간호의 전문성과 탁월성을

간호대상자 및 타 의료진과

윤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모든 간호과정은 환자의

통찰과 공감을 통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며

정직과 성실을 실천한다.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협력한다.

창의적인 간호,
즉 예술적 간호를 수행한다.

기본술기교육, 시나리오 기반 술기교육 등을 통하여 다양한
간호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Professional
Nursing

서울아산병원은 당신의 커리어를 함께 고민합니다.
전문성 함양으로 간호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드립니다.

Great
Work Place

서울아산병원은 ‘직원이 행복한 병원’입니다.
간호사의 행복은 환자의 행복으로 이어지니까요.

간호사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합니다.

최고의 간호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간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로 인한 긍정 에너지가
환자에게 희망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areer Ladder System(간호사 경력관리제도)

국제 자격증 취득 지원

간호 지원 시스템 운영

안전한 일터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로 임상 단계

세계적인 전문간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 자격증 취득

환자 이송반 : 검사, 수술 등을 위한 환자이송을 전담하고 있

ESM(Employee Safety Manager) 운영 : 직원의 안전한 업

(Clinical Nurse Ⅰ~ Ⅳ)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을 격려하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무 환경을 위해 병원 내 갈등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전

린넨교환 전담인력 : 환자의 린넨 교환을 지원하여 간호사

문인력을 운영합니다.

의 직접간호시간을 증가시켰습니다.

스트레스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직장 내 스트레스를 경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챔피언 간호사
전문간호사

주요 간호 전문교육과정(통증, 당뇨, 상처장루)을 이수하여

전문 분야의 간호지식이 뛰어난 실무자로, 해당 분야에서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환자 간호뿐

다양한 근무제도 도입

높은 수준의 임상 실무와 교육, 상담, 연구, 자문 등을 수행

아니라 교육자 및 자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전담 제도 : 대학원, 자기계발, 육아 등의 개인 사

직원릴랙스

유로 야간 근무 전담을 희망하는 간호사에게 유급휴가를

스트레스 완화와 피로 회복을 위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합

부여하고 있습니다(월 15일 근무).

니다.

하고 있습니다.

험한 직원의 회복을 위해 ‘마음지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의료비상팀(Medical Alert Team)

12시간 근무제도 : 부서 특성에 따라 12시간 근무제를 도

급성 악화 환자 관리를 위해 MAT(Medical Alert Team)가

입하여 환자간호의 연속성 확보와 개인 여가시간 활용을 동

간호복 세탁서비스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자동 스크리닝

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 착용한 간호복을 세탁해드립니다.

이 되어 신속한 응급환자 간호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병동 체험을 하며 감명을 받았
생 때 서울아산병원으로 견학을 왔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반
며, 처음 보는 후배들을 위해 진심으로
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
해 지원하게 됐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 지원하신 이유? ● 대학

CN Ⅳ 승단은 어떤 의미인가
요? ● 서울아산병원의

3000명이 넘는 간호사 중
3번째로 CN4로 승단한 것은
제 인생에 있어 정말 자랑
스러운 일입니다. CN4 승단
이후 더 책임감 있게 행동
하게 됩니다.

하는 일입니다. 또한 저는 다른
게 도움이 될 때 큰 보람을 느
서로의 진심이 통할 때, 그리고 누군가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 ● 제가 생각하는 간호는 돌봄을 제공
내가 생각하는 간호와 간호의 보람은

내가 생각하는 간호란?
● 간호란 나의 환자뿐 아니
라 그 주변까지 살피는 전문
적이고 과학적인 돌봄입니
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습니다. 소아응급실에서
만난 환아가 퇴원하는 날
환하게 웃으며 배꼽 인사
할 때도 그랬고, 미리 적절
를
한 간호를 제공했는데 그게
맞을 때도 뿌듯합니다.

낍니다.
, 하루하루를 함께 하고 있는
배우는 곳입니다. 환자와 보호자 분들
나에게 서울아산병원이란? ● 감사함을
외과간호1팀
105 ACS, LTS Unit
김다혜 RN
2018년 입사

나에

함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분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존재

어린이병원간호팀
PER Unit

들에게도 진정한 돌봄과 공
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다른 사람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먼저 자신
간직하
반짝이는 존재들임을 항상 마음속에

신우아 Unit manager
2003년 입사

운 일이지만, 우리 모두
감을 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려
시기를 바랍니다.

게 서울아산병원이란? ●
저는 간호사가 꿈이었습니다
. 서울아산병원은 그 꿈을
저의 열정을 표출할 수 있는
이룰 수 있게 해주었고
훌륭한 장이 되어 주었습니
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간호

사가 꿈이라고 했을 때 주변
에서는 그 고생스러운 일을
왜 하냐며 말렸습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견뎌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인생
내는 사람들 곁에서 전문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 물론 포기하고 싶은 날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로 살아가는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

암병원간호1팀
111 대장암 Unit
김소연 CN

CLS, CN Ⅲ 승단은 어떤 의미? ● 간호사들은 연차만 쌓이고 성장이란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CLS 제도

간호 업무 중 경험, 느낌, 보람 등 ● 상처·장루·실금 전문간호사로 일한 지 만 10년입니다. 처음 이 업무를

를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고, 또 그러한 성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의 간호

시작할 때에는 의료진도 환자도 낯설어 했지만 이제는 의료진을 비롯한 많은 환자 분들이 중요성을 인정해

관을 재정립하고 지금껏 이룬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주십니다. 여기에 힘을 얻고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간호는? ● 환자들에게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

내가 생각하는 간호란? ● 공감(sympathy)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자들을 만날 때 항상 이 마음으로 대

다. 그래서 최대한 전문적으로 간호하며 진심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그분들이 내가 이곳에서 존중 받고 위

하고 경청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고 이해

로 받았구나,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하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에게 서울아산병원이란? ● 하나의 인생인 것 같아요. 입사할 때의 설렘, 성장하면서 겪었던 좌절과 아픔,

그리고 일을 해나가면서 얻은 성취감, 앞으로의 다짐과 희망, 삶에 대한 감사. 이런 모든 감정을 가질 수 있
는 곳이니까요.

상처·장루· 실금 전문간호사
황지현 CNS
2005년 입사

나에게 서울아산병원이란? ● 흔히 사람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은 상처·장루·실금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저의 노력들을 지지해주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
도록 해주었습니다.

2007 입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분명 이 직업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죠. 힘이 들 때는 나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간호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작은 배려가 환자에게 큰 힘이 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또 어떤 때에는 내가 오히려 환자에게 위로

도와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을 누군가는 감사히 여기고 배운다는 것을

받는 날도 있을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픈 이들에게 힘이 되려는

지금의 서울아산병원이 있기까지 수많은 간호사들이

당신의 따뜻한 마음,

로서 사랑과 열정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서울아산병원과 함께라면
그 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아픈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간호사’
서울아산병원은 간호사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
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교육과 투자
를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긍지를 가지
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자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좋은 이웃이 되는 병원,
간호사가 일하고 싶어 하는 병원,
행복한 문화가 숨쉬는 병원에서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더 큰 세상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당신을 향해
서울아산병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당신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부원장

정영선

우리 사회의 좋은 이웃이 되는 병원
간호사가 일하고 싶어 하는 병원
서울아산병원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아산병원의 우수함은 직원 각자의 역량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직원 모두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간호사를 꿈꾸는 당신의 인생에 가장 멋진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당신의 꿈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부
인사팀 02-3010-7476,7477 n-recruit@amc.seoul.kr
간호부 0
 2-3010-5374

http://nsg.amc.seou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