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자질을 배울 수 있었던 봉사활동]

올해 부산의 한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면서 간호사의
자질인 봉사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봉사를 찾아보던 중 연제구 백
신 접종 봉사활동 공고문을 보게 되었다. 평소 봉사하는 것을 즐
겨한 나는 여러 봉사활동을 해보았지만, 병원과 다른 의료현장에
서 하는 봉사는 해보지 않았고 특히 전염병 시대로 생겨난 백신
봉사는 언제 다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신
청을 하게 되었다.
봉사활동 첫날 직접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과 여러 봉사
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코로나 19 상황의 나아짐을 위해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한다는 기쁨을 안고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직도
첫날의 설렘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첫 봉사는 예진실 안내를 하였
다. 처음이다 보니 많이 서툴러 많은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는 생각이 들어 담당자분이 설명해주실 때 열심히 경청하였다. 접
종자분들이 입장하기 전에 내가 좀 더 접종자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 예진실 앞에서 손만
들고 접종자분들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표를 뽑는 곳에서
부터 안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다보니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나 혼자 오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긴장하신
탓에 혼란이 오신 분들이 편하게 예진실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다. 예진실로 들어가시기 전에 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신 그 한마디가 3시간 동안 서 있어서 아픈 다리가 괜
찮아질 만큼 엄청 행복하고 뿌듯하였다. 나는 첫 봉사에 너무 많
은 것을 얻어가 계속 꾸준히 예방접종 봉사를 하게 되었다.
내가 한 봉사활동은 신분증 확인, 보호자 명찰 드리기, 문진표 작
성 전 대기 안내, 예진실 안내, 접종실 입장 안내와 타이머 걸어
드리는 활동을 하였다.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은 접종실 입장 안
내와 타이머 걸어드리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예진을 하고 접종하
러 접종실앞에 서서 안내를 해드렸고 접종 후 나오실 때 일반분
들은 15분, 기저질환이나 좀 더 오래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분들
은 30분 타이머를 매드리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봉사 기간 중 가
장 많이 하였던 봉사이기도 하고 접종자분들께서 접종하러 들어
가실 때와 나오실 때 “수고하십니다.” 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
씀을 가장 많이 들었기에 그만큼 뿌듯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
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무엇
보다 간호사선생님들께서 접종자분들을 대하시는 모습과 말투, 긴
장하고 계시는 접종자분들에게 건네시는 말, 빠르면서도 능숙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직접 볼 수 있었기에 어떤 봉사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값진 자질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나중에 간호사
로 많은 환자분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직접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간호학과 공부가 힘들 때 나중에 나도 그런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며 환자분들이 찾는 간호사, 말
을 하지 않아도 환자분들의 마음을 읽는 그런 간호사가 되기 위
해 지금 당장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
히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수고 하셨어요. 이제 앉아서 쉬세요.”라
고 하실 때 가장 뿌듯하고 기뻤으며 접종자 분들에게 타이머를
걸어드릴 때 그냥 걸어드리면 놀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설명하
고 걸어드리라고 말씀해주셔서 간호사로 사람들(접종자, 환자 등)
을 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이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 가
장 잘한 일이라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었다. 꼭 간호사가 되어 의
료현장에 필요한 간호사로 봉사를 통해 배운 자질들을 실천할 것
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를 할 때 달라진 나의 모습을 발견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방접종 봉사활동 말고도 병원에서 봉사활동
을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 봉사를 하기 전에는 환자분들에게 어떻
게 다가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에 미숙하
였지만, 예방접종 봉사를 통해 병원에서 불편을 호소하실 때 문제
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고 간호사 선생님들의 요구를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어서 내가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의 속도
를 낼 수 있는 조금의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큰
뿌듯함으로 다가왔다.

내가 꿈꾸고 있고 지금도 그 꿈을 위해 달려가는 그 꿈, 간호사는
일상이 봉사와 사명감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의 참 행복,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내가 이 활동을 하면
서 누군가는 걱정없이 접종자들에게 주사를 접종할 수 있으며 누
군가는 두려움과 불안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모습을 본 나는 정말 더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이
비록 코로나 19를 예방하는 일에 매우 작은 일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사명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몸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예방접종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연제구 자원봉사센터에 정말
감사하다.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힘과 많
은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간호사가 어떤 간호사인지 느끼게 해주
셨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이번처럼 간호사의 역할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봉사자가 아닌 이번 봉사를 통
해 배운 것을 많은 분들에게 실천하는 간호사로 앞장서서 활동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다. 그러면 우린 이제 그동안
받았던 도움을 나눠주며 살면 어떨까? 라는 말을 하고 싶다. 우리
가 받았던 도움을 봉사활동으로 실행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꼭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봉사로 행복

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글을 끝맺으며 나에게 봉사란 남에게 필요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
떤 도움이 필요한지 직접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어느 순간 필요한
한 사람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