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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1966년 1월 31일은 한국 간호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128명의 

자격증을 갖춘 간호사들이 독일 땅에 도착하였고 ‘간호사’의 독일 이주노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1) 한인 여성의 독일간호이주사의 시작은 1950년대 말

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자격증을 갖춘 간호사가 대규모로 움직인 이 날의 

의미는 매우 크다.2) 그 이전에는 주로 독일 간호학교에 교육 받을 간호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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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간호인력이 독일로 노동이주를 가던 시기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라는 용어대신 각 

각 간호원, 간호보조원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사용되었다. 본고에서는 오늘날의 사용 용어

로 표기한다. 단, 신문보도의 내용이나 인용문의 경우에는 그대로 당시의 용어를 사용한다.

2)  이미 그 이전에도 한인 간호사를 받아들이고자 했던 지방노동관청의 자료들이 있고 그들이 

독일에 도착하게 된 것을 보도한 신문 기사들도 있다. 따라서 정식 간호사가 그 이전부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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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으로 갔었다. 이 날 이후,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글에

서 대략 1만 여 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간호 인력이 독일로 이주했는데3) 그 속

에는 자격증을 갖춘 면허간호사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갔던 간호조무사까지 

포함된다. 독일간호이주는 대략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에까지 약 

20여 년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이 역사에 대하여 그동안 한국사회의 관심

은 대부분 같은 시기에 이주노동을 갔던 광부의 그것과 함께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도에 몰려 있었다. 이 이미지가 강한 때문인지 전문역사연구에서도 그들

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더뎌서 최근 약 4-5년 사이에 와서야 이주노동의 동기

나 삶과 관계된 연구가 몇 편 진행되었을 뿐이다. 한국의 간호사(史) 속에서

도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의료가 단순히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의 발전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처럼, 

병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 역시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현상이며 의학 분야

가 다양화되는 것만큼 간호와 관련된 업종도 사회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경험

한다. 예를 들면 노인인구의 증가와 가족규모의 축소는 요양보호사4)를 증가

시키고 죽음의 의미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호스피스의 숫자를 촉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가 간호 관련 문화의 변화를 동반한다

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의 국가적인 틀을 넘어서서 작동했던 사회적 

변화의 메커니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약 20여 년 간 진행된 한국여성의 

독일 간호이주의 역사는 단일 국민국가적인 범주의 일에 그치지 않고 공간적

으로 확대되어 국제적인 범주의 이동과, 활약과, 영향을 행사하는 트랜스내

셔널한 이주사의 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노동이주의 측면에서 자국에

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주규모가 컸던 

1966년 이후의 사례들이 주로 역사적으로 주목된다. 

3)  2008년에 보고서가 제출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960

년부터 1976년까지 11,057 명이 독일로 갔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갔던 통계에 잡

히지 않은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인원에 대

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파독 광부, 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

여의 건」, 2008년 후반기 보고서. 

4)  독일의 노인요양사(Altenpfleger)를 한국적인 방식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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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던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당시로서는 매

우 큰 모험이기는 하지만 국경을 넘어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나섰던 것

이다. 다른 한 편, 늘어나는 간호수요에 대응할만한 노동력을 찾지 못했던 독

일의 병원과 각종 요양시설에서는 먼 지역이자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고려해야 할 불리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적당

한 노동력을 찾았던 것이다. 이른바 국제적인 수준의 노동시장이 아주 먼 거

리를 사이에 둔 나라들 사이에서 형성되어졌던 것이다. 그 수요와 공급의 적

절한 충족이 만든 사회적 변화는 그대로 양 국가 간호의 역사에 고유한 영향

을 남기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과정과 영향의 의미를 양국 간호의 역사 속에 서술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이주가 이주민 유입국과 유출

국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이주사 연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한국인들의 독일 이주사에서 한국사회에 끼친 긍정

적인 의미만 강조되어오던 것을 벗어나서 한인 간호이주의 독일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의미를 드러내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으로 한인의 독일 간호이주사에 접근한다. 

트랜스내셔널한 방식은 오랫동안 역사학의 상식적인 접근 프레임이었던 국

민국가적인 틀을 넘어서서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경을 넘는 이

주는 이주 유입자와 유출자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보내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문화적인 소통과 수용, 변화들을 이끌게 마련인데 이런 의미에서 

특히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발달해왔던 간호도 예외는 아니

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틀에 묶여있지 않은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적인 접

근은 문화전이로서의 독일간호문화나 제도의 역사도 동시에 살펴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한국인 간호이주 여성들을 받아들이면

서 독일의 관련기관들 사이에 오고갔던 공식적인 문건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주로 사용되었던 공문서는 독일 코블렌츠(Koblenz)에 있는 연방문서보관소

(Bundesarchiv)의 외국인 고용관련 관청들에서 만든 문서들이다. 공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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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쓰인 박사학위논문, 신문에 실린 수고와 인터뷰내용, 거기에 직접 구술한 내

용들을 주로 참고하였다.5) 

2. 한인의 독일 간호이주의 역사와 역사학의 관심

이 글에서 시도하는 트랜스내셔널한 방식의 역사이해는 일국사적인 패러

다임을 극복하고 공간적 이해의 틀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특히 국민국가를 

횡단하여 국제적인 관계사 속에서 인간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이다.6) 이 시도

는 이주자가 자국의 국경을 넘는다 해도 본국과의 사회적, 문화적, 일상 관습

적 관계들을 지속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1960년대 이후, 이주현상을 

이해하는 한 관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국민국가단위의 사회나 문화

를 단순히 비교하기보다는 그들 사이의 관계(relation), 또는 이전(transfer)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적당한 인식이며 그런 의미에서 문화의 상호교류와 이전

의 역사를 살피는데 유용한 인식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 방식을 통하여 “파독”의 한국현대사로, 그리고 단기계약직 외국인 노동

자 고용의 독일 현대사로 각기 분리해서 연구하던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양국의 상호문화의 관계, 그리고 상호이전(transfer)의 역사 속에서 간호 이주

노동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실제로 195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중반

까지 진행되었던 간호 인력의 국경을 넘는 이동은 국제적인 의미에서의 일종

의 노동 분업이었다. 그리고 그 분업은 노동력 부족을 채우거나 경제적인 이

익을 채우거나 또는 냉전체제로 묶여 있는 상호동맹관계를 지속하려하는 구

5)  이 글에서 사용되는 인용문의 경우, 원래 구술자의 표현을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문장의 오

류나 표현상의 오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6)  트랜스내셔널 역사에 대해서는 정현백,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의 가능성과 한계」, 『역사교

육』108, 2008, 188쪽; 이 이 외에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박혜정, 「민족적인 것의 

경계를 넘어서」, 『독일연구』20, 2010, 177-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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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속에서 발생하였다.7)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자국의 경제적 수입 증가나 노

동력 보충이라는 것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간호문화의 만남도 가져왔다. 특

히 양국의 간호문화가 그 역사적인 발전의 고유함 속에서 매우 상이했던 점

은 양국의 간호문화 속에 단순한 인력 수급 의미 이상의 것을 서로에게 경험

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양 국가의 간호문화 변화와 

발전에 서로 영향을 주었다. 그런 이유에서 한국과 독일 양 국 사이에 진행된 

간호이주의 역사가 양국 간호의 역사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

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광

부를 포함하여 이들은 소위 “파독” 한인이라 불린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국

가적인 차원에서 강제로 보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파독이라는 단어는 역

사적 사실과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고 대신, 

한인간호이주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우선 여기서는 그 역사에 대해 개

략적으로 살펴보겠다.8) 

독일로 한인여성이 간호이주를 했던 약 20년간 그 과정은 대략 두 번의 변

화과정을 거치며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종교기관을 통해서 간호학생 명분으

로 교육과 그 이후 귀국을 형식적인 조건으로 하고 갔다. 물론 그들도 독일사

회의 간호 인력 부족현상 해소에 기여했음은 말할 나위 없다. 1966년에 이르

면 한국인 의사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중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호학교나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1969

년 8월의 양국 공적 기관 간의 협정이 맺어지고 이른바 공적인 중재에 의해 독

일취업이 이루어졌다. 약 20년간 갔던 만여 명의 여성들 속에는 간호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간호학생, 정식 간호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7)  한 사회의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또는 한 국가의 금전적인 필요라는 일국사적인 이유를 넘어

서 양 국가의 관계사속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동맹관계 속에서 간호이주의 역사가 진행되었

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나혜심, 『독일로 간 한인간호여성』(산과글, 2012),제 5장. 

8)  이들 간호 인력의 독일이주를 다룬 역사부분은 나혜심, 「파독한인여성이주노동자의 역사」, 『

서양사론』 100, 2009, 255-286쪽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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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었던 간호사,9) 그리고 간호사의 집단취업 직후에 만들어지고 간호

사들과 같이 이주노동을 갔던 간호조무사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간호 인력으

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10) 그 중 약 1/3은 계약을 마치고 귀국하고 약 

1/3은 다른 나라로 재이주 했으며 나머지가 독일에 남아 해외 한인으로 살아

가고 있다. 독일로 갔던 시기, 독일이 이들을 받아들이는 명분은 단기계약직

의 손님노동자(Gastarbeiter)였다. 일정기간동안 머물며 노동력만 판매하고 

돌아와야 하는 이들이었고 이민이 아닌, 단기간 체류가 전제된 이들이었다. 

독일이 1955년부터 1973년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외

국인 노동자 유입 허용조치를 취했던 시기의 이주였다. 

한인 광부를 비롯하여 이들이 독일로 가게 된 이유가 한국이 당시 독일로

부터 받았던 차관에 대한 댓가라고 알려져 있지만11) 이는 역사적 사실과는 거

리가 멀다.12) 이 점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강조되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정

도로 사회 내에 확산되어 있다. 실제로는 한국과 독일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 

외교적 관계,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 등의 구조 속에서 진행된 일이었다. 우선 

독일 쪽 상황을 살펴보면, 이차대전 직후 마샬플랜으로 전후 복구는 물론 역

사적인 유례를 찾을 수 없었던 경제호황기를 지나고 있던 여러 유럽의 국가들

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이 연장선상에서 195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성장과 사

회적 재분배의 문제를 연계하여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다. 어떤 

특정 분야들에 있어서 일자리보다는 일을 원하는 사람이 적었던 관계로 독일

은 많은 해외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했다 (Oltmer, 2012: 9). 그런 분야 중 대표

9)  면허 간호사 들 내에 교육받은 곳에 따라서 간호고등학교, 간호대학 등 출신 교육 기관에 따

른 차이가 많았기에 이들 내에도 실상 사회적 성격의 차이가 또 존재한다.

10)  하지만 정식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간호사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지칭할 때에는 간호

사라는 용어를 병행해서 사용한다. 

11)  “차관관련설”은 매우 오랫동안 한인의 독일노동이주의 동기를 이야기할 때 언급되던 것이

다. 한국이 독일에서 차관을 얻을 때 담보로 이들의 독일고용 건이 진행되었다는 것인데 그

간의 연구에 의해 이는 증빙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바 있다. 실제로 그 설은 역사

적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 점은 2008년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보고서>

나 나혜심, 「파독한인여성이주노동자의 역사」 『서양사론』 100, 2009에서 언급한 바 있다. 

12) 이에 대해서는 나혜심, 「파독한인여성이주노동자의 역사」, 『서양사론』 100, 2009, 282-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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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업종이었던 간호 분야의 상황에 더 집중해서 보자면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상승과 더불어 간호, 간병, 요양인력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다. 의료와 요양에 대한 사회적 요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더 주목할 만한 현상 중의 하나는 1957년 연금개혁으로 노인들이 퇴직이후의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던 점이다. 노인들이 편안한 요양의 권리를 국가

에 사회적 권리로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13) 의료와 요양 분야는 이를 위한 수

요에 대비하여 기반을 확충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인력의 필요는 늘

어갔지만 생산직은 물론 서비스 업종의 운영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

였던 독일사회에서 직업선택의 기회를 많이 갖게 된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고된 직업은 기피하였고 그런 분야의 인력부족 현상은 더 심각했는데 그 기피

대상 중의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간호업이었다. 

그래서 이 분야 노동력 부족은 매우 심각했는데 그 정도는 독일이 손님노

동자를 유럽 바깥에서 찾음으로써 외국인 고용정책의 원래 원칙에서 벗어났

던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원래 1955년부터 1973년까지 외국인 채용정책

의 대상은 유럽적인 범주에 한정되어 있었고 인력을 받을 국가와 독일 사이

에는 노동교환을 위한 협약이 맺어졌다.14) 하지만 이들에게서 간호 인력을 구

하기 어려웠던 독일은 동양에까지 그 대상을 넓혔던 것이다. 실제로 1965년

의 한 지방신문에는 간병과 요양일을 할 인력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

키 등에서 구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여(erfolglos), 먼 동양에서 행운을 

추구하게 되었노라고 보도하고 있다.15) 1971년,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한국

을 방문했던 독일병원협회의 사무차장인 라우터바흐(Lauterbach)는 동아일

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에 약 “87개”국에서 온 간호 인력이 일을 하고 있다

13)  1962년에 연방사회부조법(BSHG)의 발효로 노인복지가 그 안에 포함됨으로써 노인에 대한 

요양보조는 국가의 의무가 되었다. 정영섭, 남은순, 「독일지방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배경과 

역할」, 『사회과학연구』 18, 2004, 74쪽. 

14)  1955년에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그리스(1960), 스페인(1960), 터키(1961), 포르투갈(1964), 

유고슬라비아(1968)와 협약을 맺었다. 

15)  “Koreanerinnen werden alt Leute Pflegen,” Duesseldorf Nachrichten, 1965.4.24. 

Budesnarchiv B. 149. Nr. 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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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서 독일병원이 처한 “주목할 만한 위험상태”에 대해 이야기 한 바 있

다.16) 그야말로 병상을 줄이거나 심지어 병동을 폐쇄해야 하는 위기상황이 벌

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여성들이 독일로 

간 것이었다. 

다른 한편, 한국의 경우 전쟁의 폐허 위에서 외국의 도움을 받아 복구 중

이었고 별로 많지 않았던 산업기반 속에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

었다. 그래서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독일로 인력 보내는 문제를 위한 외교

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1962년 해외 이주법을 재정하고 남아도는 인

력을 외국으로 보내는 일을 본격화 한 것이나 1965년 11월 3일에 이를 위한 

전담부서인 한국해외개발공사를 만들었던 것도 모두 이런 맥락 속에 있었다 

(정해본, 1988: 38). 게다가 이 역사에는 전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

신의 개인적인 삶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원했던 젊은이들의 의지

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원조를 제공하고 있던 독일의 종교기관

들이 중재에 나서 간호 인력의 독일 취업을 서두르면서 독일로의 간호이주

가 시작되었다. 당시 독일사회에서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우가 가

장 열악해 특히 일손부족이 심각했던 까닭이 이들의 초기역사에 동기를 제공

했다 (나혜심, 2012: 82). 그들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간호학생의 형식으로 한

인여성들이 독일 간호일자리에 투입되기 시작했고 간호이주의 역사가 시작

되었던 것이다

가톨릭 성직자들과 좀 더 뒤의 프로테스탄트 기관들의 개입에 의해 시작된 

간호 이주의 역사는 1966년에 소위 탈 세속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간호학생

의 이주가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정식 간호사의 대규모 이주가 이수길, 이종

수라는 한국인 의사에 의해서 진행됨으로써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들의 이주

가 본격화된 것이다.17) 한국의 해외개발공사와 대사관, 보사부 등이 중간에 

16)  함민선, 「인터뷰: 한국인은 명랑하고 상냥해」, 『동아일보』, 1971년 2월 27일.

17)  1966년 1월에 이수길 박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의도에

서, 그리고 이종수 박사는 이미 1962년부터 간호학생을 중재하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1966

년 7월 경 면허간호사들을 독일로 보내게 되면서 자격증을 갖춘 간호사들의 독일이주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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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를 했지만 어디까지나 독일 측의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중재를 통해서 된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들의 중재는 적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에 1969

년 8월에 한국 측의 해외개발공사와 독일 측의 병원협회가 전적으로 개입하

는 이주사업으로 발전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 노동계약이 각 기관마나 

달랐던 것이 통일된 내용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다 1973년에 중동지

방의 정치적 상황이 유럽에 오일쇼크로 이어지면서 독일의 경제사정이 나빠

졌고 독일의 외국인 고용허가조치는 중단되었다. 그 뒤 한국 간호 인력들은 

1976년까지만 독일 취업이 가능했다.18) 

이들의 독일노동이주에서 눈에 뜨이는 것은 그들이 독일 병원에서 했던 일

이다. 한국 간호 인력이 독일에서 마주친 일들은 독일의 간호사들 역시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과는 같지 않았다. 그것은 의료

적인 처지나 환자처지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가진 전문직으로서의 일이기 보

다는 간병행위에 가까운 것이었다.19) 병원에 가족이나 간병인이 따로 있지 않

고 환자를 돌보는 일들이 간호사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소나 빨래 

등을 분담하는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의 독일병원에서 병원과 환자를 위한 거

의 모든 일에 간호 인력들이 동원되고 있었다. 즉 우리가 간호라고 부르지만 

당시 독일인들이 외국인 여성 간호 인력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일에는 한

국에서 보아왔던 간호사의 의료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병원에서 환

자를 돌보는 일에서부터 양로원 노인들의 일상을 돌보는 일, 결핵요양원이나 

정신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 등 모든 간호, 간병, 양로, 요양 분야의 일들

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당시 갔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 중

작되었다. 그 이전에도, 그리고 이 두 의사의 중재 이외의 경우로 독일로 간 면허 간호사들

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량의 인원이 갔던 것 때문에 독일사회나 한국사회에서 1966년 이

후에 갔던 이들이 갖는 의미나 비중은 매우 크다. 

18)  이후로는 아주 개인적인 방식으로 소수만이 취업이주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에 남은 

여성들의 재취업은 이후에도 가능했기에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한인 간호 인력의 

독일생활이 지속되고 있다. 

19)  독일에서 한국 간호 인력들이 했던 일은 나혜심, 「독일 한인간호여성의 노동의 성격」, 『독일

연구』17, 2009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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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간호사들의 충격은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간호이주를 갔던 약 20여년의 세월, 그리고 그 후에 일부가 한국으로 돌아

오고, 일부가 다른 나라로 재이주를 갔지만 그 곳에 남았던 여성들은 결혼과 

자녀의 출산, 육아의 과정을 거치면서 독일에서 생활해오고 있다. 그리고 사

회적 네트워크나 개인의 생활방식, 문화 등은 독일적인 부분과 한국적인 부

분이 혼재되어서 한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국경을 넘은 트랜스내셔널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개인의 트랜스내셔널한 존

재성만큼이나 이들의 이주현상이 초래한 한국과 독일사회의 변화 역시 간과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주현상은 이주자 자신은 물론 유입국과 유출국 사회 모

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들을 떠 올릴 때 생각하게 마

련인, 한국사회에 있던 가족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것을 돌아서 한국사회

에 끼친 긍정적 도움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간호제도나 간호문화에 끼친 영향

도 적지 않았다.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연구사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독일로 간호이주를 간 사람이나 그 과정에 대한 초기 연구는 거의 당대에 

간호 인력의 독일 적응을 직접 지켜보았던 유학생들에 의해서 독일에서 이루

어졌다. 이 연구들을 주로 사회학적 성과들이기 때문에 사료가 풍부하지 않

은 오늘날 일종의 사료로 이용할 만한 설문이나 인터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

다. 그 반면, 국내에서 이 주제는 특히 역사연구의 대상으로서는 주목받지 못

했다. 그 이유는 한국현대사의 성과와 관련해서 역사적 의미가 너무나 분명

해보였기 때문이다 (나혜심, 2012: 14-15). 

그러다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이 확산되고 탈국경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주의 여성화라는 현상에 주

목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해갔다. 그 속에서 한국에 증가

하는 이주여성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들이 독일로 간 여성 간

호 인력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20) 그러나 매우 오랫동안 한국사

20)  예를 들면, 이수안, 「이주여성의 타자성과 관용의 상호발현에 대한 이론적 모색」, 『사회와 

이론』 12, 2007; 이수자, 「지구화와 이주과정에서 발현되는 문화혼성성」, 『한독사회과학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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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확산되어왔던 “차관관련설”은 역사적 대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여전히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그들이 간호 인력이었으므로 간호학계에서 진

행한 연구가 일부 눈에 뜨이기는 하는데 그 역사가 갖는 의미와 비교해보았을 

때 그 연구 성과는 충분해보이지 않는다.21) 

간호史적인 분석이 충분해보이지 않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한국 내 간호의 

역사서술이 일정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상당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22) 한국 내 간호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근대 간호의 역사를 꼼꼼

하게 연구, 정리한 통사 성격의 연구사도 있기는 하나23) 자생적인 역사로서의 

의녀나 간호인에 대한 글, 그리고 한국사회에 영미권의 간호문화가 유입되는 

과정을 인물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글들이 다수를 이룬다.24) 그것도 근대 개항

기와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시기까지가 거의 대부분이며 개설서 이외에 전문

적인 연구로는 해방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25) 물

론 한국 현대사의 많은 주제들이 역사화 되지 않은 상황과 비슷한 이유도 거

총』 16-2, 2006; 이수자, 「이주여성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

리티」, 『한국사회학』 38-2, 2004; 김용찬, 「여성노동자 국제이주와 이주수용국가에서의 조

직화관계연구」, 『사회과학연구』 15; 김학선, 홍선우, 최경숙, 「파독간호사 삶의 재조명」, 『한

국산업간호학회지』, 18-2, 2009 등. 

21)  그 연구 성과 중 하나를 예로 들면, 김학선, 홍선우, 최경숙, 「파독간호사의 삶의 재조명」,  

『한국산업간호학회지』18-2, 2009, 174-184쪽. 이 연구는 독일에서 일하다 귀국하여 다시 취

업한 여성, 이 연구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성, 독일에서 오래 동

안 살다 한국으로 역이주를 한 여성을 각각 대상으로 하여 독일로 갔던 이유와 그곳에서의 

경험, 독일에서의 삶에 대한 의미부여 등을 묻는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을 분석했다. 이 이

외에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2010년 12월에 이애주 국회의원의 역사화작업의 시

도가 자료수집과 결과발표회로 이어진 바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

한 글, 「여성 재외동포의 지원정책 모색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1)이 쓰여지기도 했다. 

22)  예를 들면, 옥성득, 「초기 개신교 간호와 간호교육의 정체성」, 『한국기독교와 역사』 36, 

2012, 185-225쪽. 

23)  예를 들면, 이꽃메, 『한국근대간호사』 (한울, 2002). 

24)  예를 들면, 최순예, 「조선전기 의녀제의 성립과 의녀의 활동」, 『강원문화연구』 29, 2010, 

31-57쪽; 이미숙, 「조선시대 의녀의 역할」, 『한국사상과 문화』61, 2012, 169-203쪽.

25)  예를 들면, 이꽃메, 박정호, 「일제 강점기 관공립 간호교육에 관한 역사적 연구」, 『간호행

정학회지』 5-2, 1999, 317-336쪽; 이윤주, 「우리나라 근대간호의 도입과 정착」, 『간호학탐

구』9-2, 2000, 79-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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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작용하겠지만26) 한국의 영역을 넘어 국제적인 차원에서 약 20여년 동안 

진행되었던 독일간호이주가 간호史 연구에서 그리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인 노동분업의 한 

유형으로서 양 국의 상호관계사의 한 유형으로 한국여성들의 독일 간호이주

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역사

에 대한 트랜스내셔널한 시각에서의 접근의 의미를 한 가지 더 들자면, 독일

의 간호의 역사 서술에서도 빈약하게 연구되어 있는 1950년대 중반에서 70년

대 말까지의 역사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지나치게 실전 

위주의 간호체제로 변화되었던 나치시기 극복이라는 목표 하에 간호 분야의 

심각한 노동력의 부족현상과 간호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었고 

제도적인 개선의 필요가 일부 시도되고 있었지만27) 이 시기에 이들의 고민 해

결에 실제적이고 임상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간호 인력과 문화의 외부로부터

의 유입 문제에 대한 설명이 시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28) 그런 의미에서 

독일 간호의 역사도 보완해 줄 수 있다. 

3. 한인의 독일간호이주가 양국의 간호문화에 끼친 영향

이 장에서는 사람의 이동만이 아니라 문화와 제도의 전이(transfer) 발생이

라는 측면에서 한인 간호이주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국민국가적인 틀을 넘

어 고용된 한국여성의 독일병원에서의 생활이 양 국가의 간호문화와 제도에 

26)  전산초, 「서양간호유입에 의한 간호문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연구소 간호학술심포

지움 자료집』, 1991. 이 글은 예외적인 경우로, 1991년까지의 간호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27)  예를 들면, Martin Albert, Krankenpflege auf dem Weg zur Professionalisierung (Baden: 

Buehl, 1998); 또는 Mathilde Hackmann, Pflegegeschichte (Hamburg: ebookbrowse.

com, 2010) 등이 그러하다.

28)  예를 들면, Christoph Schweikardt, Die Entwicklung der Krankenpflege zur staatlich 
anerkannten Taetigkeit im 19. und fruehen 20. Jahrhundert (Muenchen: Martin 

Meidenbauer, 2008)처럼 독일의 간호의 역사를 다룬 글에는 20세기 전반부에 한정되어 있

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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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독일의 간호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것이다. 

1) 한인의 독일간호이주와 독일간호문화

2005년 이민법 제정을 통해 이민국임을 선언하기 전까지 독일은 외국인의 

국내 정주에 부정적이었다. 그나마 외국인의 취업이 원활했던 시기는 1955

년에서 1973년까지 였다. 실상 허용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 환영되던 때이

다.29) 1973년에 외국인채용금지(Anwerbestopp)조치 이후, 유입제한과 귀국

종용에도 불구하고 가족초청 등의 유형으로 정착해가는 외국인이 늘어가면

서 어쩔 수 없이 이주자의 독일사회화를 고민하는 다양한 목소리와 정책들이 

나왔다(정재각, 2011: 80). 하지만 원래 독일의 외국인 채용은 소위 손님노동

자, 즉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 시

기에 한인여성들이 간호일을 하러 갔다. 종교단체를 통하여 기술교육생으로

서의 간호 인력이 받아들여졌던 것은 1950년대 말부터이지만 1961년 3월에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간의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가 체결

되면서부터 이 일은 양 국가 사이에 제도적인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더 활발

하게 진행되었다. 병원에 딸려 있는 전문학교에서 짧은 시간의 이론교육과 

실습을 하면서 병원에서 필요한 노동을 제공해주었기에 비록 정식 간호사는 

아니지만 간호노동력으로 유용했다.30) 1966년을 전후해서는 간호대학졸업자

나 간호전문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격증가진 간호사들이 대규모로 독일로 갔

29)  1961년에서 1973년에 이르는 시기동안 가장 많은 외국인이 독일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었는

데 그 숫자는 55만에서 260 만 명에까지 이르렀었다. 

30)  독일의 직업교육이 19세기 이후로 실습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의 간호학생은 병

원 부설의 학교에서 주로 간호인력의 주변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교육기간을 보냈다. 더구

나 학생이 되기 위한 예비학생기간은 거의 9개월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되며 이 기간에는 

언어와 문화를 익힌다는 명분이었지만 병원 내에 잡다한 일들 처리는 이들이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들을 간호학생으로 데려갔던 사람들은 독일정부에다 이들

을 데리고 가는 데에는 독일사회에 부족한 간병인력의 역할과 가사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나혜심, 『독일로 간 간호여성』(산과

글, 2012), 99-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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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의 독일유입은 독일사회로 하여금 간호문화와 관계해서 매우 중요한 

경험을 하게 했다. 이 경험은 독일의 간호문화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이주

노동력이 독일 땅을 대거로 떠난 후에 간호교육의 질적인 고양을 꾀하는 계

기가 되었다.

 당시 한국에서 갔던 간호인력과 1년 이상 생활한 독일인을 인터뷰하고 

그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박사논문을 썼던 유도진에 의하면 전문성 부분에서 

한국 여성들이 약 69,8%의 “ 매우 좋은 내지 좋음”의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YOO Dojin, 1975: 242). 거기에 만족함(26,7%)이라는 항목의 수치까지 포

함하면 한국여성들의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95%를 넘는다. 그러나 

이 평가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독일의 간호수준에 비교하

면 한인간호이주자들의 교육적인 수준과 업무능력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20세기 초에 간호대학이 만들어졌던 영미권의 간호제도와 문화의 영향 위에

서 한국의 근대적 간호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이윤주, 2000: 16) 그런 이유에

서 한국에서 간호사는 당시 한국 여성들이 받았던 교육의 정도나 사회적 인

식 면에서 독일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고급 직종의 전문직 의료인에 속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은 간호업이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특징이 비교적 강하고 

직업으로서의 이미지가 다른 직업에 비하여 낮다. 서구사회 대부분에서 그

러하듯이 간호는 오랫동안 종교적인 사명 수행과 결부되어 있었다 (나혜심, 

2012: 60). 환자가 발생하면 집안의 여성이 간병했고 가정 바깥에서의 간병은 

주로 부랑아들을 돌보는 가톨릭, 특히 의사의 역할을 하는 남성성직자의 옆

에서 수녀들이 담당하는 전통 속에 간호의 역사가 발달해왔다. 19세기 초에 

이르러 프로테스탄트 계열의 사회봉사조직이 이 일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 

종교적으로 확대되고 종교와는 거리를 두는 적십자 소속 간호 인력이 생겼지

만 그 조직의 유형조차도 여전히 종교적 성격의 것이었다. 탈 세속화와 간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31) 간호는 종교적

31)  20세기 초에 간호업의 전문화를 위한 프로이센의 제도적인 노력, 그리고 이후에 영미권의 

간호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Christoph Schweikardt,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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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선행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직업적 전문성 보다는 육체적인 서비스업으로

서 여성의 전용 직업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20세기 중반 들어서 전문화를 위

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면 나치시기에 줄어들었던 이론수업 시간

을 늘리기 위하여 1957년에 간호사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쉽게 변화되지 않

았다.32) 왜냐하면 개정된 간호사법에서도 교육 내용 안에 ‘1년의 가사일을 배

우는 시간’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33) 가사는 요리, 청소, 빨래 등 우리가 흔

히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에도 간호는 그 직업적 위상

의 “위기”라는 말로 그 직업적인 상황이 표현되기도 한다 (Albert, 1998: 67). 

이 위기는 비단 인력의 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이미지가 위

기에 있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다.

보다 질 높은 간호교육의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졌음에도34) 간호교

육 내에 가사노동이 들어있다는 것은 전통사회에서 가정주부가 하던 일이라

는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1957년 간호사법은 간

호교육 시작 연령을 18세로 해서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교육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했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당시 좋은 경기 속에

서 젊은이들이 간호일을 기피했으므로 이는 의미가 없었다. 그런 이유로 실제

로 일하고 있는 독일 간호 인력의 나이는 많았고 그들의 학력은 대개 중졸 정

도였다. 이런 간호문화 속에서 전문인으로 교육받은 한국여성들이 유입되었

기 때문에 업무적인 전문성 면에서 이들의 우수성은 눈에 뜨일 수밖에 없었던 

Entwicklung der Krankenpflege zur staatlich anerkannten Taetigkeit im 19. und fruehen 
20. Jahrhundert (Muenchen: Martin Meidenbauer, 2008), Chapter II.

32)  나치시기에 2년 이었던 교육기간을 3년으로 연장시키고 이론 공부시간의 비중도 늘린 것

이다. 이에 대해서는 Martin Albert, Krankenpflege auf dem Weg zur Professionalisierung 
(Baden:Buehl, 1998), p. 70.

33)  Krankenschwestergesetz vom 15. Juli 1957,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57. Teil I.

34)  모제스(Simone Moses)에 의하면 1950년대와 70년대의 간호계의 고민은 인력의 부족과 

수준을 높이는 데에 있었다. Simone Moses, “Qualifizierung und Professionalisierung 

der Pflege seit Ende der 1970er Jahre im zeitgeschichtlichen Kontext,” Institut fuer 

Geschichte der Medizin, Robert Bosche Stiftung. 알버트(Albert)의 책에도 1950년대부터 

직업적인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논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쓰여있다. Martin Albert, 

Krankenpflege auf dem Weg zur Professionalisierung (Baden:Buehl, 1998),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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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수준 높은 간호교육을 받은 이주여성들은 비단 한인여성 만은 아니

었다. 당시 독일에는 인도, 필리핀, 타이완 등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에서도 간

호인력이 유입되었었다. 필리핀의 경우, 1965년 최초의 41명 여성들을 시작

으로 독일 간호업에 대한 노동이주가 진행되었는데 필리핀에서도 간호는 대

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속했다(Schmitz, 2010: 18).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도 간호는 대학교육 이수자의 직업이었다. 또한 중국도 1835년 이후 영

미 선교사들의 유입으로 간호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 초에 이미 

영미와 마찬가지로 간호학과가 대학에 생겼다(이영복, 1999: 126-127). 이주

노동을 위하여 독일로 간 아시아 여성들의 수준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높았다. 

당시 독일 간호사의 아래와 같은 표현은 이 두 상이한 간호수준의 마주침

을 매우 잘 묘사해준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한국에서 간호사는 매우 높은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 예를 

들면 주사 놓기, 정맥주사, 혈압재기 등을 수행하지요. 하지만 기

본적인 돌봄노동, 예를 들면 씻기, 침대정리하기, 설거지하기 등

은 그들의 일이 아니지요. 언어를 배우지 않고 오는 한국여성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하도록 배치되는데도 말이에요” (YOO Dojin, 

1975: 243).

“한국 간호사들은 우선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마치 의사에

게 걸레를 쥐어주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더라구요” (YOO Dojin, 

1975: 243).

한국여성이 독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당연히 언어였고 의

사소통의 어려움은 독일 간호사나 의사들에 의해서도 매우 자주 지목되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인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이 돋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독일의사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영어를 사용했던 때

이다. 그것이 독일 간호 인력들의 눈에 뜨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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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잘 못하고 근데 우리는 와서 영어로 했거든요. 영어로 잘

은 못해도 영어로 주임의사하고 의료적인 일은 뭐든 영어나 라틴

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통해요. 순 독일어로만 하면 

안 통하니까 의사가 설명도 그렇게 해줬어요.”35)

이런 점은 유도진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난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는 자주 한국 간호사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자의 처치문제를 이야기 할 

때 그들은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의사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YOO Dojin, 1975: 249).

독일 간호 인력이 할 수 없었지만 한인 간호 인력의 업무수행이나 영어 내

지는 전문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분명 독일 인력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

을 것이다. 반면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었고 한국의 병원에서 실무경험까지 

갖고 있던 한국여성들이 독일 간호현장에서 충격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도 당

연한 것이었다. 다음의 심경들은 한국 간호 인력들의 독일생활 초기 상황을 

떠올릴 수 있게 한다. 

“나는 이 세면대를 청소하러 가면 내가 내 얼굴을 거울에 봐. 있

잖아 너무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데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걸레를 들고 닦으면 내 얼굴 옆으로 서. 옆으로 서 

가지고 내가 내 얼굴을 안 보게. 뭐 이렇게 닦고 그랬다고. 뭐 차이

가 많죠. 한국에서는 간호 하면 하얀 가운에 캡 쓰고... 여기 오니

까 완전 청소꾼이야.”36)

35)  간호대학 출신으로 한국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1970년에 갔던 여성. 현재 독일 서북부 

도시에서 살고 있음. 나혜심, 『파독한인여성간호노동자의 증언자료』, 2008년 국사편찬위원

회 구술자료수집사업보고서. 이 글에서 인용되는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익명으로 해주시

길 원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기술하지 않았음.

36)  한국에서 간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체의 보건실에 근무하다 독일 남서쪽의 작은 도시

로 갔던 간호인력. 독일인 의사인 남편과 결혼하고 현재 독일에서 살고 있음. 나혜심, 『파

독 한인여성간호노동자들의 증언자료』, 2008년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수집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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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를 졸업하고 수도의과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다 독일로 갔던 한 간

호 인력은 “말이 서툴렀던 우리에게 간호사 일인 주사 놓기, 환자 돌보기보다

는 침대 복도 청소, 환자 목욕 등의 일이 주로 맡겨졌다. 우리는 왜 청소부 일

이 우리에게 맡겨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외국 살이의 서러움으로만 생각했

다” 고 썼다.37) 

이런 불만은 비단 한인 면허간호사들만의 것은 아니었다. 간호조무사 역시 

당시 중졸 정도의 독일 간호사에 비해 높은 학력을 가졌었기에 그 업무수행

능력은 높았으며 그들이 한국에서 보아왔던 간호일과는 달랐기에 이들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38) 그러나 비록 한국 간호 엘리트들이 받았던 질 낮

은 노동의 경험이 우울한 것이었음은 분명하지만 이런 쌍방의 경험이 단순하

게 놀라움과 당혹함 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보다 현실적인 변

화를 동반했는데 그것은 간호일상의 변화였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있던 이들과의 마주침과 업

무능력에 대한 경험 속에서 독일사회에는 이전에 간호인력이 하지 않던 일들

이 간호업무에 추가되는 일이 발생 했고 이는 간호업무가 다양하게 분화되는 

경향들로 이어졌다. 우선, 병동에서 좀 더 전문적인 일이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여성들 중심으로 맡겨지기 시작하였다. 물론 한인간호인력들이 그 일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근육주사를 잘 놓잖아요. 그게 우리 한

국 사람은 찰싹해서 딱 찌르는,... 그 때는 근육주사를 주는데 그

건 굉장히 무서워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참 인기를 받았어요. 

37)  최영숙, 「외화벌이 파독 간호사의 눈물(1), 독일의 노란 천사」, 『시민의 신문』, 2002년 1월 

21일.

38)  독일 디아코니 이사회의 장으로서 1966년 한국을 방문했던 에써(Esser)는 그 해 한국방문을 

앞두고 있는 독일 대통령 부인 뤼브케에게 7월 28일에 부탁의 편지 한 통을 보냈다. 그 내용

은 한국에서 간호조무사를 독일로 보내는 문제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독일의 정식간호사들보다 한국의 간호조무사들 수준이 더 높아 보인다는 

의견이 들어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 연방대통령 부인 빌헬르미네 뤼브케(Wilhelmine 

Luebke)의 개인 비서에서 보낸 편지, 코블렌츠 연방문서보관소 B. 122. Nr. 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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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 뽑는 거 우리가 잘하잖아... 원칙은 그건 법적으로 의사들

이 할 일인데 우리가 외과니까 의사들이 8시 전에 벌써 수술대 앞

에 서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간호원들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

만 우리가 그것을 했다고...그거는 우리가 동원돼서 하고 인기가 

있었어요.”39)

“...주사를 한국 간호사들한테만 맞으려고 해요. 환자들이, 너

무 주사를 잘 놓는다고. 그리고 혈관에 피를 뽑는 이런 것도 독일 

사람들은 서툴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손재주도 좋고 빨리빨리 

하잖아요...”40)

1960년대 중반에 독일로 갔던 여성의 앞 인용문과 같은 증언은 독일간호사

들의 업무 능력과는 다른 일들을 할 줄 아는 낯선 이주여성들의 출현과 그들

의 업무진행의 능숙함, 그리고 환자들의 선호 속에서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다른 유형의 간호인 상을 독일사회에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독일 의사나 관리직은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한인

간호사들에게 당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던 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었

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한인 간호 인력들의 업무 수행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

터 간호의 질을 높여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들과 이런 변화를 거부하는 사

회적 분위기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간호교육의 수준향상을 통하여 간호 인력의 업무 전문성을 고양시켜

야 한다는 목소리는 1950년대부터 있었다. 예를 들면 1953년에는 록펠러

(Rockefeller) 재단의 지원 하에 간호대학이 생기고 비록 청강생의 자격이나

마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였다 (Albert, 1998: 70). 그리고 영미권의 

간호 상황을 경험한 몇 몇 간호사들의 주장에 의해서 간호를 학문적인 과목

39)  1966년에 간호학생으로 갔다가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던 여성. 하지만 그녀는 간호사들의 

일을 하고 있었고 이는 실제로 독일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간 구분이 그리 

분명치 않았었음을 보여준다. 

40)  한국에서 간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체의 보건실에 근무하다 독일 남서쪽의 작은 도시

로 갔던 간호인력. 독일인 의사인 남편과 결혼하고 현재 독일에서 살고 있음. 나혜심, 『파

독 한인여성간호노동자들의 증언자료』, 2008년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수집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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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또한 1957년의 간호사법을 개정하여 교육

의 수준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1960년대 중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말 이전까지 간호를 수공업이나 상업 등의 직업과 동급으로 취급하

는 일 조차, 이런 직업들의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일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정

서는 여전하였다 (Albert, 1998: 70). 그런 이유로 간호교육 수준의 향상은 상

당한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고 1970년대 후반에 가서야 간호라는 과목이 대

학에서 다루는 교과목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대학수준의 간호교육은 휠

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곳에 취업한 고학력의 외국인 간호사들

의 존재로 인해 병원에서는 실제적으로 전문학교 졸업이상의 수준을 갖춘 전

문 간호 인력의 활용이 가능했다. 

“난 참 일이 쉬웠고, 또 우리 수녀가 괴짜인 수녀가 돼 가지고 정

식 간호원은 이런 일을 시키면 안 된대요. 그래 가지고 나는 꼭 다

른 사람이 6시에 나와서 침대정리 다 하면 나보고 7시에 나오라고 

해요. 나와서 피 뽑는 것, 검사실로 보내는 것, 지시하는 것 뭐 정리

해서 뭐하는 것 그런 것만 하라는 거예요”41)

1970년대 초에 독일로 갔던 이 여성은 간호대학 출신이며 병원의 의사와 

처음에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여 주변의 독일 간호인력들을 놀라게 했다. 

이미 1960년대부터 한국의 간호 인력은 위에서 본 것처럼 독일사회, 특히 병

원에서 필요로 하고 있던 수준 높은 간호업무를 충족해주고 있었기에 그 뒤에 

본격적으로 전문 간호사들이 투입되었던 병원에서 한국, 또는 아시아권의 여

성들의 질 높은 간호의 실현은, 부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병원 내에 일손이 부족할 경우에 독일

사회에서 그동안 전통적인 간호일이라고 판단해왔던 일들은 현재 근무하는 

41)  1970년에 독일 서북부 지역으로 간호사로 간 간호인력. 간호대학 출신으로 학교에서 교사

로 근무하다 독일로 갔다. 나혜심, 『파독 한인여성간호노동자들의 증언자료』, 2008년 국사

편찬위원회 구술자료수집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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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교육적인 수준이나 숙련도가 어떠하냐에 상관없이 누구나 감당하는 일

이었고 그것이 더 일상적인 병원의 모습이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독일병원

의 간호인력 부족은 늘 있었던 문제이고 이주여성들이 투입되었던 시기에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이다.42) 하지만 질 높은 능력이 요구되는 

순간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의 능력은 임상에서 발휘될 수 있었다. 

독일병원에 질 높은 간호업무 가능자의 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간

호교육의 수준을 높이거나 하는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바로 이어지

지는 못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가 간호라는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을 고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독일사회에 나타난 변화는 간

호업무가 내부적으로 분화되는 것이었다. 이 분화가 정확하게 한국인 간호인

력 등의 출현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주노동의 등장과 전문적인 이들

의 등장은 간호 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독일사회에 분화라는 현상을 가져

왔고 그 분화는 전문 간호 인력의 능력발휘로 인해서 더 심화되었다. 이는 기

존에 간호 인력이 했던 일 들 가운데 독립적인 직업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 중 

하나는 전통적인 간호업무 중에 청소나 빨래 등의 가사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 하나의 직업군이 생긴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간호사를 돕는 간호조무사제

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런 일자리의 생산은 독일에 이주노동력이 유입됨으로써 가능했는데 실

제로 1950년대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여성노동력은 주로 청소(Reinigung)와 

환자간호(Krankenpflege)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43) 물론 여기서 다

42)  간호 인력의 증언에 의하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

들도 이런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 대학병원이라도 이제 독일의 간

호원의 수요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모자를 때도 있었고...(중략)... 간호원으로 일하

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수요공급이 늘 잘 맞지 않아요...(중략)... 하여튼 환자를 간호하

는 그런 일은 전부 간호원들이 하는거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에서 근무

하다 독일로 간 여성. 나혜심, 『파독 한인여성간호노동자들의 증언자료』, 2008년 국사편찬

위원회 구술자료수집사업보고서. 

43)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의 손님노동자(Gastarbeiter)의 유입으로 독일 내 여성노동력의 

시장진출이 증가했었다는 평가를 한 마테스(Monika Mattes)는 이 시기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 상황을 분석한 뒤, 독일여성과 외국인 이주여성 사이에 업종별 구분이 있었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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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 번 강조해야 할 것은 병원에 충분한 인력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서 모든 일은 교육여부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들이 감당했다는 점이다. 더구

나 독일어가 서툴렀던 초기에 한인 여성 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서 임상의 경험이 있다고 해도 일 년, 또는 계약기간 내내 청소를 한 여성들

이 적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까지나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여성

들이었기 때문이다. 실은, 한인여성들의 수기 등에 보면 전문 청소를 위한 여

성들이 따로 고용되었고44) 특히 1963년 10월부터 이런 업종의 법정 노동시간

이 줄어들면서 이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Mattes, 2005: 200-201) 그런 일은 일상적으로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

아 좀 더 비전문적인 육체노동이 간호업에서 분리되는 상황은 이 시기의 특

징이었다고 불 수 있다. 이런 일 자리의 출현은 비록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해

서 독일 간호교육의 수준이나 업무의 종류가 의학적인 전문성 부분에서 낮다

고는 하나 지속적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간호학교에서 배운 지식

과 교육의 내용을 간병, 요양 등, 환자의 회복과 좀 더 가까운 곳에 소용되도

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독일 간호 인력의 수준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처치에 가까운 일들은 한국인 간호사들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이주 간호 인력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간호조무사도 분업 과정 속에서 등장했다. 독일에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

호조무사 제도는 1965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 독일정

부 관계기관의 문건에는 간호조무사(Kraneknpflegehelferin)나 요양보호조

무사(Altenpflegehelferin) 라는 용어가 나타난다. 또한 간호학생과 정식간호

야기했다. 독일여성들은 사무실 근무나 상품 판매를 위한 업종에 주로 진출하는 것이 두

드러진 반면에 외국인 여성들은 청소와 간호분야의 진출이 두드러졌다고 하였다. Monika 

Mattes, Gastarbeiterinnen in der Bundesrepublik (Frankfurt a. M.:Campus, 2005), p. 193.

44)  한 간호 인력은 먼저 근무하고 있던 한국 간호 인력이 병원을 떠난 바로 직후에 병실 청소

담당자가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던 자신에게 청소도구를 주었다는 경험을 이야기 해주었

다. 그 여성은 1972년에 간호조무사로 갔고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다. 그 인터뷰 내용은 

나혜심, 『파독 한인여성간호노동자들의 증언자료』, 2008년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수집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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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리고 간호조무사를 독일병원으로 보내는 일을 했던 한국인 의사 이종

수 박사의 회고에 의하면 독일에서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4주간의 

강습으로 주정부로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을 받고 병원에서 일하는 제도를 도

입했다고 한다(양희순, 2008: 206-207). 1950년대 말 이래로 서비스 업종에

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일자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것의 일환이었던 것

이다. 

인력 부족의 문제는 물론 간호일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져

가던(Hackmann, 2010: 9) 1950년대 말과 1970년대 말 사이의 독일에서 이주

노동력의 유입으로 이 두 가지 문제는 사회적 인식전환이나 교육제도의 변화 

없이도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었다. 한국을 비롯한 고급교육을 받은 전문 간

호 인력들이 있었지만 간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필요는 없었다. 

그들은 독일인이 보기에 그냥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여성

들이었기 때문이다. 제도적 변화 없이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던 

기회는 그러나 이들 이주노동력들이 더 이상 대규모로 유입되지 못하게 되면

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이런 상황은 독일 간호업 전반에

는 긍정적인 시작이 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1973년 외국인 취업정책이 폐지

되고 난 후에는 간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과 함께 간호교육의 질

을 높여야 한다는 그동안의 고민이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간호대학을 설립하는 시도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로버트 보쉬(Robert 

Bosch) 재단을 중심으로 간호교육의 질을 높이는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1980

년대 초에 이르면 처음으로 간호학이 대학교과에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전문

학교에서의 대학과정으로 간호학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지만 간

호학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전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갔다. 이

런 변화의 원인은 물론 1960년대 말 70년대 초반의 새로운 여성운동의 발생

으로 여성의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변화가 진행된 것, 그리고 1970년

대 초반 오일쇼크이후 독일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자국의 젊은이들에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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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는 직업이 선호될 만큼 노동시장이 악화되었던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한

다. 또한 1950년대 이래의 의료기술의 발달도 이런 변화를 추동한 것은 분명

하다. 그러나 이전의 간호일이 현장의 변화와 요구 속에서 분업화되어지고 영

미식의 교육을 받은 많은 이주여성노동자들을 통하여 고급의 간호문화를 접

하였던 사회가 이주노동력을 자국인으로 교체하게 되는 변화가 여기에 반영

되어 있었던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인여성들의 전문적

인 역량발휘의 경험들도 들어있다. 이들의 역량은 간호일의 분업화를 통하여 

발현되었고 이들로 인하여 영미식 간호문화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독일 간호제도와 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이주간호인력 중에 

한국 간호 인력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하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다만 간단한 수치상으로 볼 때, 당시에 극동(Fernost)에서 온 14,000명의 간호 

및 요양 분야의 여성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었던 것으로 보아

45) 약 만 여명의 한인 간호인력들의 숫자는 그 중에서 압도적인 것이라고 보

아 틀림이 없다.46) 또한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활발했던 시기에 그 중 많은 이

주여성이 간호부분에 종사했다고 서술했던 마테스(Mattes)는 그 대표적인 예

로 한국여성들을 서술하고 있다 (Mattes, 2005: 201). 이와 같은 점들을 보아 

한인여성들의 비중은 결코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한인의 독일간호이주와 한국간호문화

한인 간호 인력의 독일이주는 그러면 한국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광부를 포함하여 이들 간호인력들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에 집중되어 왔다. 그 기여

45)  이 일에 관여했던 독일인 의사, 뢰리히(Dr. Roerig)에 대한 기사. 1982년 『Mainzer 

Allgemeine Zeitung』 기사, 양희순 편, 『파독』, [스투트가르트(독일에서 한글로 출판됨], 

2008), 126쪽. 

46)  만 여 명은 계약기간을 마치고 돌아왔던 여성들, 그리고 다시 취업이 되었던 여성들 여부에 

관계없이 간호를 명분으로 독일로 갔던 여성들의 총수이기 때문에 실상 한 기간에 있었던 

여성의 숫자는 이에 비해서 적었던 것은 분명하다. 3년의 계약이라고 볼 때 대략 7,000명 정

도는 한 시기에 독일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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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당정도 과장되는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며 그것은 당연히 간접적으로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47) 하

지만 그들의 영향은 이 부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간호학생이 대부분이

었던 초기가 아니라 1960년대 중반, 이수길 박사, 그리고 이종수 박사 등이 

비교적 대규모의 인력, 그것도 자격증을 갖춘 간호사를 독일로 취업시키면서 

이 영향은 시작되었다. 그것은 독일의 처사에 대한 대내외적인 비난과 호소,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의 비판 등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반응의 이유는 두 가

지였다. 하나는 전후 복구를 위해 한국이 외국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일환으

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교육된 인력을 한국이 아닌 독일이 사

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앞의 문제와 연관되어, 그 일이 한국 내 

의료혜택의 수준을 악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에 유니세프 대표로 와 있던 맥베인 (Alan E. Mc Bain)은 의료부

분에서 현저하게 열악한 한국의 상황을 독일이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난

하였다 (나혜심, 2012:115). 영자신문『Korea Times』 1966년 9월14일자에도 

독일이 야기한 한국의 간호인력 부족사태를 실었다.48) 독일정부에게도 직접 

문제제기가 들어가기도 했다. 예를 들면 독일외무부는 구호기관인 미저리오

(Miserior)의 장에서 받은 의견서를 연방노동사회질서부(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에 보냈는데 이 문서에는 한국에서 미저리오

의 교육지원을 받은 여성이 독일로 취업했으며 이 일이 한국의 간호사 부족을 

악화시키므로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독일의 외무부는 방안을 강

구하고 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앞으로는 독일 연방노동중재및실업보장부

47)  이주자가 자신의 본국에 경제적인 이득을 주었다는 것은 실상 관습적인 사실(conventional 

Wisdom) 에 해당한다. 이주자들이 대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을 

감행하고, 임금의 일부를 가족에 보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이주

노동자 주변에서 발생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사와 관계해서 소위 “파

독” 한인들의 이러한 역할은 대단히 많이 강조되고 있고 최근의 정치상황 변화 속에서 이

런 경향은 더 증가하고 있다. 

48)  「Urgent Steps Asked To Halt Nurse-Drain」, 『The Korea Times』, 1966년 9월 14일; 

Bundesarchiv Koblenz, B. 149, Nr., 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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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esanstalt fue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losenversicherung)에서 

한국여성의 독일취업을 허용할 때, 종교기관이 한국에서 활용하려고 교육한 

이들은 제외할 것을 권한다고 추가하였다.49) 주한 독일대사관도 자신들이 대

구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베네딕트 수녀회로부터 이와 유사한 건에 대한 청원

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중단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보냈다.50) 1966

년에 대구의 파티마 병원원장은 독일 외무부로 편지를 보내 한국 간호사를 대

규모로 데려감으로써 한국사회에 이제 막 충분해지려는 간호 상황을 위협한

다고 주장했다. 그 위협성의 정도는 실제로 심각해 보이는데, 그의 표현에 의

하면 자신의 병원에서는 독일로 가기 위해 하루에 5명이 사표를 내고 있으며 

다른 주변 도시의 큰 병원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51) 

이런 분위기를 접한 독일의 노동관련 관청들은 한국간호사들을 데리고 가

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8년 10월 28

일에 독일연방 노동중재 및 실업보장부에서는 주(州)의 노동관청 앞으로 공

문을 보내 한국의 자격증 소지 간호사들 부족문제에 대한 논의 끝에 정부는 

더 이상 자격증을 갖춘 간호사를 특별한 상황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

다고 알렸다. 그리고 이미 고용된 인력들의 계약이 끝난 후에는 다른 나라에

서 사람을 찾기로 해서 우선 타이완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관계 장관 내에

서 동의을 얻고 있다는 말을 추가했다.52)

한국사회의 간호노동력 부족 문제는 한국의 언론에도 자주 언급되었다. 예

를 들면 동아일보는 1966년 11월 17일자에 「모자라는 간호원」이라는 제목 하

49)  독일 외무부가, 연방노동및사회질서부에 1966년 7월 21일에 보낸 문서. Betr: Einsatz von 

Koreanischen Krankenschwestern in der Bundesrepublik. B. 149. Nr. 22428.

50)  서울 주한독일 대사관이 1966년 8월 6일에 독일 외무부로 보낸 문서, Betr.: Beschaeftigung 

von koreanischen Krankenschwestern und Schwesternschuelerinnen in Deutschland. B. 

149. Nr. 22428. 

51)  대구의 파티마(Fatima) 병원의 여의사 바이스트(Edeltrud Weist)가 독일 외무부로 보낸 편

지. 1966년 8월 22일. Betr.: Verschickung von koreanischen Krankenschwestern nach 

Deutschland. B 149. Nr. 22428.

52)  연방노동중재및실업보장부에서 각 지방노동관청(Landesarbeitsaemter)에 1968년 10월 28

일 보낸 문서. Bundesarchiv Koblenz, B. 149, Nr., 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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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특히 서울대학병원의 경우, 전체 인원 중 50% 이상

이 해외로 나갔고 남아있는 사람들 절반이상이 1년 미만의 경험을 가진 이들

이어서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물론 이미 1962년부터 미국으로도 간호사가 

취업했고 그 이외에 약 15개 국으로 간호이주를 갔으므로53) 이는 독일만의 영

향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인원이 독일로 갔었기 때문에 국내의 불만은 대부분 

독일로 향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1970년대 초에

도 유사한 내용의 신문기사들이 등장한다.54) 

독일의 국민보건과 건강, 요양의 사정은 먼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 

간호 상황의 혼란과 인력부족을 초래했다. 국민들의 의료적인 사회권을 총족

시켜 주기 위한 독일의 국가적인 의도와 시장의 사정은 “인력수출”을 통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려고 하는 한국의 국가적인 정책, 그리고 외국에서 삶의 개선

을 꿈꿀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국경을 넘는 취업 러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한국의 간호업 주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의 한 

가지는 간호 인력의 수가 증가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없던 또 하나의 

간호 관련 직업이 등장한 것이다. 오늘날까지 한국사회에서 의료인으로 인정

되지 않는 간호조무사 제도가 그것이다. 

한국 내 간호인력 부족은 우선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간호학교장들이 모여서 증원을 도모하고55) 우선적으로 간호학교 각 학년에 1

학급씩 증설하기로 하였다.56) 문교부에서는 해마다 900명 씩 배출되는 정원

을 3천명 늘려 3,900명씩 배출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해 학과정원을 늘리는 것

은 물론 간호고등기술학교가 없는 도에 학교 신설을 인가해주기로 했다.57) 이

53)  당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약 15개국으로 간호인력이 수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기사 미

상, 「해외로 꿈 부푼 여성」, 『동아일보』, 1966년 9월 1일.

54)  예를 들면 기자미상, 『동아일보』 1971년 3월 9일에 「간호원 해외로만 빠져 국내에 태부족」

이라는 제목 하에 우리나라 유자격 간호사는 소요인원의 절반에 불과한데도 서독으로 만 3

천 여 명을 장기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55)  동아일보 1967년 3월 3일자에는 간호학교 학생 수 천 명을 늘리기로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기자 미상, 「간호학교장회의: 내년에 천명증원」, 『동아일보』, 1967년 3월 3일.

56)  기자 미상, 「1학급씩 증설:간호학교 각 학년」, 『매일경제』, 1967년 11월 20일.

57)  기자 미상, 「매년 3천명 배출:간호원 늘리기로」, 『경향신문』, 1966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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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움직임들이 간호사 수의 급증으로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간호조무사 제도의 출현이다. 한국에 간호조무사제도

가 언제 생겼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찾기 힘들다. 간호조무

사 협회에서는 1966년에 생겼다고 홈페이지에 적어두었다. 간호의 역사에 

대한 책에는 1973년 간호조무사제도가 만들어지고 간호조무사 협회가 창립

되었으며 1974년 간호조무사 1회 졸업생이 배출되었다고 되어있다 (김문실, 

2008: 264). 간호조무사 협회의 경우는 민간에서 간호조무사(당시는 간호보

조원) 교육과 고용을 하던 것을 시작으로 보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1973년 

의료법에서 ‘간호보조원’을 언급하고 이에 의거하여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

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던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

다. 그 법적이고 공식적인 시작은 좀 더 뒤에 시작되었지만 적어도 그 역사

의 시작은 한국적인 상황보다는 독일이주과정을 통하여 직업적인 필요가 증

가했던 데에서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인 역사

는 다음과 같다. 

1966년 독일 디아코니 회 이사회의 장(長) 인 에써(Esser)는 인력 유입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간호사의 독일취업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되

고 있던 때였다. 이 때 그는 지방 소도시나 작은 병원에 자격증 없이 근무하

던 사람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58) 당시 독일에서는 부족한 간호인력 보

충을 위해 간호보조원, 돌봄 보조원 제도 등을 도입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한

국인 인적 풀을 독일적인 조건에 맞추고 독일로 데려가는 방안을 그 계기로 

생각해내게 된 것이다. 당시 한국 언론에 무자격 여성들의 근무, 그리고 이들

을 고용하는 병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드물지 않았었는데, 이런 일들이 그로 

하여금 자격 미비의 상태로 병원에 일을 하던 여성들에 주목하게 한 것 같다. 

이종수 박사 역시 자신의 회고문에서 애써의 경험에 대해 적은 바 있다 (양희

순, 2008: 206). 한국의 해외인력유출을 다루는 역사책에서도 독일로 간호 인

58)  이종수 기고문, 양희순 편, 『파독』, [스투트가르트(독일에서 한글로 출판됨], 2008), 206-20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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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보내던 1966년에는 사설학원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했고 그 이후에 해

외개발공사에서 양성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정해본, 1988 : 132).

간호조무사의 제도를 만든 한국 내의 사정의 한 편에는 물론 무자격으로 

일하던 의료 인력들을 양성화 하는 과정이 들어있다. 1962년 1차 의료법 개

정으로 무면허자의 의료업무 금지조항이 신설되고 보건정책의 강화로 간호

교육을 받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자격자의 양성화가 진행되고 있었

기 때문이다.59) 하지만 그 무자격자 양성은 당시까지는 한국에 없던 간호조무

사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상당정도 독일로 보낼 목적을 가진 것이었

다.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같이 동반 취업되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면 독일로 갈 인력 중 더 많은 인적비중은 간호사가 아니

라 간호조무사에 두어졌다. 1969년 8월에 독일의 병원협회와 한국의 해외인

력개발공사 사이에 협약에는 그 숫자가 대략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

를 들면 독일정부에서는 1972년에 간호사 850명, 간호조무사 3000명, 1973

년에 간호사 900명, 간호조무사 4000명, 1974년에 간호사 1000명, 간호조무

사 5000명을 요청하고 이것이 합의 되었다.60) 간호조무사의 독일 유입은 간

호사를 고용함으로써 양국이 받을 수 있는 대내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데다 동시에 독일의 간호일을 하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적절한 방

법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간호조무사 제도의 시작은 1973년 

법령의 제정을 통하여 직업의 하나로 정리되기 전, 민간에서의 소규모의 활

용이 사회적인 규모로 확장되게 된 간호이주의 역사에서 그 시작을 찾는 것

59)  『매일경제』 1970일 4월 22일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절대적인 부족 속에서 사설병원

에 근무하는 무자격 간호사들에 대하여 단기교육을 시켜 자격을 주는, 이른바 무자격자 양

성화 방안을 보사부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각종의료기

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1,938명으로 전체 정원 4,787명에서 무려 2,789명이나 부족하다

는 통계자료도 제시하고 있다. 기자 미상, 「무자격자 양성화:간호원 부족 보충책으로」, 『매

일경제』, 1970일 4월 22일.

60)  바이던뵈너(Weidenboerner)의 보고, Beschaeftigung koreanischer Arbeitnehm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7. Dez. 1971 문서. (Herrn Abteilungleiter II), Bundesarchiv 

Koblenz, B. 149, Nr. 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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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제도는 한국에 부족한 인력을 늘리기 위한 것이

기 보다는 독일에 보내는 인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당

시 주한 독일대사관은 독일 외무부로 보낸 문서를 통해 한국의 보사부61), 노

동부, 해외개발공사의 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이른바 한국정부 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기도 하였다. 독일에서 귀국하는 간호사와 함께 추가로 

매년 500명의 간호사들을 더 보낼 의사가 있다는 것, 만약 이들이 독일로 가

지 않게 된다면 다른 나라로 보낼 예정이라는 것, 그리고 간호조무사를 양성

할 기구를 해외개발공사가 만들고 그곳을 통해서 일정한 교육을 마친 이들은 

압도적으로 외국으로 보내질 것이라는 것, 그 숫자는 1969년 200 명, 1970년 

1000 명, 1971년 2000 명, 1972년 3000 명, 1973년 4000 명, 1974년 5000명이 

될 것 등이다. 추가로 이 보고서에는 교육받은 이들이 모두 독일로 가기를 바

란다는 한국 보사부 내의 의견이 들어있다.62) 2008년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

거사정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1970년 이후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파견비율이 위에 예정되어있던 것과는 달라서 실제로는 간호사의 비율이 더 

높았지만 적어도 예정된 비율은 간호조무사의 그것이 더 높았고 따라서 간호

조무사의 배출 시스템은 현저하게 확대되어 있었다.63) 이러한 무자격인력의 

간호조무사양성 노력은 1974년에도 이어졌다.64)

한국의 경우 간호사가 엘리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업이었고 이미 전통적

으로 환자개인이 고용한 사람이나 간병인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간호사

61)  독일 측 문서에 건강부(Gesundheitsministerium)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보건사회부나 

또는 그 관련기관들을 통합해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인다. 

62)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독일 외무부로 보낸 1969년 10월 30일 문서. Anwerbung koreanischen 

Krankenpflegepersonals, Bundesarchiv Koblenz, B. 149, Nr. 22428. 

63)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의 보고서는 물론 『한국의 해외 취업』에도 

간호조무사보다는 간호사의 취업이주가 더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해본,  

「서독진출」, 박래영 엮음, 『한국의 해외취업』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8), 135쪽. 

64)  『경향신문』 1974년 1월 26일자에 의하면 보건사회부가 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무자격간

호업무종사자를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여 간호보조원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

했다. 기자 미상, 「무자격간호원 양성화: 교육 거쳐 국가고시 치르게」, 『경향신문』, 1974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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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조하기 위해 단기코스의 교육을 받는 인력의 사회적 역할은 원칙적으로

는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의료법 개정으로 무자격자의 문제가 생겼다면 원

칙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한국적인 간호사들로 양성되었어야 하는 것

이지만 먼 거리를 사이에 둔 독일의 간호사정은 한국사회에 독일적인 노동조

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제도와 이들의 양성기관을 만들도록 동기를 

제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독일의 고용조건의 변화에 따라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나타났다. 즉 

1980년대 들어 한국사회에 나타난 간호 인력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다.65) 독

일에서 1973년에 외국인 고용을 중지하고, 그 뒤 약 3년간만 더 고용이 이루

어지고 난 후 한국인 간호사의 자리는 독일 젊은이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한 때 한국인의 일자리가 되어주었던 독일노동시장의 변화로 그 자리를 메워

주기 위해 이주했거나 교육되었던 인력들은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일자리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업무의 정확한 경계가 정해지지 않고 만들어졌던 점은 오늘날에 이르러 업무

와 직업적인 성격의 불분명함에 의하여 갈등이 이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4. 맺음말 

흔히 한인의 독일 간호취업은 한국의 경제적 근대화에 기초를 제공한 것으

로 이미지화되어 있다.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날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는 그 이미지는 그들이 어떤 삶을, 근무지에서, 가정

에서 또는 독일사회 속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하지 못하

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독일로 갔던 그들의 개인적인 용기가 

양국의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수급과 공급의 트랜스내셔널한 작동구조 속에

서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나 양국의 간호를 둘러싼 노동시장에 그대로 영

65)  기자 미상, 「간호원 13,000 명 일자리가 없다」, 『동아일보』, 1982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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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자주 간과되고 있다. 이주가 일상화되고 지

구화나 세계화가 일상적 담론 속에 등장하기 전인 1950년대 말에서 1970년대

까지 한 국가의 노동시장은 이미 트랜스내셔널한 작동범위 속에서 움직일 수 

있었다. 양 국 모두 국경을 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국제적인 관계들 속에서 그것은 가능했고 자주 환영받았던 일이었다. 급박한 

인력난 속에서 독일 병원이나 요양원, 양로원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러 먼 

거리에 있는 한국여성들을 비롯하여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력을 받아들였고 

어느 정도의 숨통을 틀 수 있었다.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간 전문적인 

간호 인력은 독일사회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던 간호 인력의 질적인 수준 고

양이라는 희망을 부분적이나마 실현시켜주었고 독일사회 내에 간호업의 세

분화 과정에 기여했다. 그리고 그들이 독일 땅을 떠나면서 독일사회에는 본

격적으로 간호교육의 대학수준화과정이 시작되었다. 

반면 이 일들로 한국 사회에는 간호 인력의 부족이 초래되었으며 임상의 정

상적인 운용도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배출 시스

템이 확장되고 간호조무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한 국가의 사회적 필요는 국경

을 넘어 다른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고용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

었고 어떤 면에서 양 국가는 상호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노동시장 차원에서의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셈이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간호제도와 

문화의 영향관계와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로서의 독

일이 갖고 있는 경제력과 그들이 이룩한 문화적 토대들은 그 경제력과 문화적 

매력을 선호하는 많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엘리트 노동력을, 원하는 대

로 사용할 수 있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주로 영미권의 식민지이거나 그 영

향을 강하게 받은 가난한 나라의 질 높은 간호 인력은 국경을 넘어 이들의 노

동력을 필요로 했던, 잘 살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수준도 높았던 독일로 간호

노동을 위해 갔고 이는 일종의 국제적인 노동 분업의 방식으로 서로 만나 필

요한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의 간호업계는 1970년대 후반에 간호라는 업무를 대학교과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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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화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1989년에는 이미 1983년 이래로 간호사

가 환자를 연쇄적으로 살해해 왔던 사건이 드러나 사회가 충격에 휩싸이는 일

이 있었고 이 계기는 간호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1992년에 “간호는 엘리트를 필요로 한다

(Pflege braucht Elten)”라는 구호와 이를 지원하는 로버트 보쉬재단(Robert 

Bosche Stiftung)의 활동을 중심으로 간호업종을 좀 더 학술적인 내용을 갖춘 

엘리트 교육과 연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

일에서는 대학보다는 전문학교, 의료적인 처치보다는 병자의 회복을 돌보는 

일로 간호의 범위를 정리하는 사회에 속하고 따라서 이는 많은 젊은이들이 대

학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쉽게 교육을 받기는 하나 실제로 그 일에 뛰어들지는 

않는, 좀 고된 일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2004년에 와서 최초로 간호일의 핵

심적인 능력은 자신의 책임 하에서 돌보는 일을 하는 것(eigenverantwortlich 

durchzufuehrende Aufgaben als pflegerische Kernkompetenzen)으로 규정

하게 됨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일이라는 직업적인 정체성이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직업의 정식 명칭은 이후로 건강 및 병자돌봄이(Gesundheits- und 

Krankenpfleger)이며 여전히 병상에는 간병인이나 가족이 없이 이들이 환자

의 모든 것을 돌본다. 이런 문화적 차이, 그것도 약 50년 전의 독일병상에서 

한국 간호 인력이 겪었던 노동과 이주의 역사는 양국의 간호에 대한 사회문화

적 차이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벌어들인 돈만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가며 느꼈던 것과 적응하기 위하여 스스로 다져

먹었을 마음가짐 그리고 그것이 양 국의 간호환경에 미친 영향들에 대한 관심

이 동반되어져야 할 일이다. 

색인어:  독일 한인 간호이주, 트랜스내셔널 이주사, 간호, 간병, 손님노동

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학생, 해외개발공사, 이주노동, 외국

인 고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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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Korean Nurses’ 
Immigration into Germany on the 
Nursing Culture and Policy of the 

Countries: A Transnational Perspective

NA Hye Sim*

*Humanities & Social Sciences Campu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While many studies have addressed the Korean nurse immigration to 

Germany in 1960s-70s in terms of the nurses’ personal histories from a 

national perspective, few studies have pointed to its transnational impact 

on the medical field. Given this gap, the paper discusses its significance 

in the medical history through examining the nursing culture and policy 

changes made in both countries initiated by the immigration of the qualified 

Korean nurses. For this end, the paper first discusses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Germany in the nursing culture and professional standards at the 

time of the nurse immigration. The study then examines the transnational 

changes in the two nations in the nursing professional culture and related 

policies including nurse education and qualification process. 

More specifically, the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female nurses not only 

supplied labor in need but also contributed to the medical policy changes 

in Germany. The prevalent stereotype of nursing as a non-professional field 

in the German society begin to change while experiencing profess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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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ed Asian immigrant nurses and practiced treatments that had been 

conduced by German doctors by then. This observation actually leads to 

the policy level reforms in nursing education and qualification process 

to meet the need of high-quality nurses when the labor immigration was 

stopped in mid-1970s. 

The paper also points out that the influence of the nurse immigration 

on the Korean society is not merely economic; it brought the policy level 

reforms in nurse education and qualification as well. The immigration, 

resulting in a lack of nurses in the Korean society, triggered two main 

responses: the expansion of the existing nurse educ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system called “nursing assistant.” 

Keywords:  Korean nurses’ immigration, nursing assistant, guestworker, Overseas 

Employment Development Office, transnational perspective, nursing 

stu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