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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통증인식에 대한 주관성 연구
송미승1)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1)

1)

A Study on the Subjectivity about Pain Perception of Nursing Students
Song, Mi-Seung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han University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ubjectivities of pain perception of nursing students. Q-methodology which
provides a method of analyzing the subjectivity of each item was used: The 30 nursing students classified 28 selected
Q-statements into a normal distribution using a 9-point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the pc-QUANL
program. Among the nursing students, three types of subjectivities of pain perception were identified. Type Ⅰ; Adhere to
principles type, Type Ⅱ; Pain acceptance through empathy type, Type Ⅲ; Quickly coping 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pecific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o promote awareness of pain perception among nursing students.
Key words: Nursing students, pain perception, subjectivities

서 론

는 통증을 간호사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
한 것이다.

1. 연구의 필요성
통증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이나 실제적으로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정서적 측면에서도 부정적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증이 유발되면 신체적, 정신적
인 문제점이 함께 나타나며 전신적인 반응들을 초래함으
로서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의료인들은 환자들
의 통증호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McCaffery와
Ferrell(1990)은 ‘통증은 경험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말하
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환자가 호소하

이처럼 통증은 대상자의 표현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
이고 가능한 통증을 없애거나 완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통증관리는 임상에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
는데(이은옥, 2001), 그 이유 중의 하나로서 의료인들의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 및 통증평가가 정확히 이루
어지지 않는데 기인한다고 하였다(현주, 1999).
이렇듯 대상자의 통증관리는 간호사의 통증에 대한 지
식, 인식, 태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므로 대상자
의 효율적인 통증관리를 위하여 간호사의 통증관리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며, 향후 간호사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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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간호학생의 통증인식, 및 태도 등에 연구가 이루어

담을 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이 실습하는 과정에서 환자들

져야 한다. 그러나 간호학생의 아동 통증에 대한 지식(이

의 통증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의 특수한 상황에

경민, 구현영, 2010), 암병동 간호학생의 통증관리 지식

대한 연구이므로 일반인 등에 대한 개별적 심층면담은

(최경숙, 한상영, 2013) 등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간호학

생략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고찰, 전문가들과의 토

생이 대상자의 통증을 인식하는 태도 및 지식 등에 대한

의과정을 거쳐 통증 인식에 대한 Q 진술문을 확정하였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다. 면담에 참여한 대상은 총 10명이었다. 개별적 심층

이에 본 연구는 대상자의 통증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면담자료는 2014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수집되었

간호학생의 주관성에 대한 구조적 유형을 분류하고, 분류

으며, 면담결과와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통증인

된 유형을 분석하여 통증이 있는 대상자의 효율적인 간

식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된 총 87개의 문항으로 Q 모집

호중재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단을 완성하였다.

자 한다.
2) Q 표본 구성
간호대학생의 통증인식에 관한 Q 모집단에서 Q 표본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대학생들의 실습 시 환자들의
통증인식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유형별 특성
을 설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을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공통된
의미는 통합하고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은 삭제하였으며,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끼리 배열하여 범주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간호학 교수 2인의 검토와 수정과정을 통해 최종
28문항의 진술문 형태의 Q 표본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1) 간호대학생의 통증인식에 대한 태도를 유형화한다.
2) 간호대학생의 통증인식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구조
화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고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통증인식에 대한 이미지 유형
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Q-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진술문을 각각의 카드로 작성하였다<표 1>.

3) P 표본 선정
본 연구의 P 표본은 임의 선정된 J도 Y군에 소재한
사립대학교 3~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1
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였다.

4) Q 표본 분류
연구대상자에게 28개의 진술문을 읽게 한 후, 진술문
에 대한 의문이나 이해되지 않는 문항여부를 확인하였다.
Q 진술문을 자신의 의견에 따라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2. 표집방법
1) Q 모집단 구성
본 연구의 Q 모집단은 간호대학생의 통증인식 및 사
정, 관리에 대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간호대학
생의 실습 시 환자들의 통증인식 및 사정에 대해 심층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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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인 진술문, 가장 비동의하는 진술문으로 분류하도
록 한 뒤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4)에서부터 차례대로
선택하여 중립부분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
법으로 가장 비동의하는 진술문(-4)에서부터 중립부분으
로 분류하도록 하여 9점 척도 상에 정규 강제분포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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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Q-진술문
번호

진술문

Q 1

통증을 호소할 때 옆에 있어준다.

Q 2

통증이 있을 때 의료인들이 원인을 파악한 후에 진통제를 주어야 한다.

Q 3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Q 4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의료인들은 빠른 대처를 해주어야 한다.

Q 5

prn 처방이 있더라도 무조건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

Q 6

마약성 진통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Q 7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서라도 환자의 통증은 빨리 낫게 해주어야 한다.

Q 8

통증이 있을 때 보호자보다 의료인이 옆에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Q 9

placebo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Q10

진통제 투여 후에도 계속 아프다고 하면 꾀병이라는 생각이 든다.

Q11

환자의 통증 호소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모든 환자들의 통증 호소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Q12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볼 때 학생으로서 무능함을 느낀다.

Q13

진통제는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해로우므로 가능한 참는 것이 좋다.

Q14

통증을 경험한 환자들은 불안해한다.

Q15

환자가 아프다고 할 때 명상, 핫팩, 마사지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Q16

의료인들은 환자들의 통증 호소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 같다.

Q17

환자가 진통제를 원하면 즉각적으로 투여해주어야 한다.

Q18

통증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므로 점차 진통제 투여 간격을 늘려야 한다.

Q19

문화권에 따라 통증호소 방식이 다르므로 문화방식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

Q20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Q21

환자가 아프다고 할 때 참을 수 있으면 참으라고 한다.

Q22

통증 호소 시에 진통제를 투여하기 전에 우선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사정한다.

Q23

환자들의 통증 호소에 대해 의료인들은 무심한 것 같다.

Q24

다른 건강문제보다 통증 호소에 대해 의료인들이 더 잘 대처한다.

Q25

계속해서 아프다고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떨어진다.

Q26

신앙심은 통증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Q27

진통제 처방을 기다리는 동안 환자들의 통증이 더욱 극심해진다.

Q28

통증은 참으면 견디는 능력이 증가한다.

3. 자료분석

록 분류하였다<그림 1>. 연구대상자들이 Q 분류를 마친
후,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항과 가장 비동의하는 진술문항

자료처리는 Q 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항 번호를

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확인하여 가장 비동의 문항(-4)을 1점으로 하여 2점
(-3), 3점(-2), 4점(-1), 5점(0), 6점(+1), 7점(+2), 8점

2

2

3

4

-4

-3

-2

-1

← 적극 부정

6

4

3

2

0

+1

+2

+3

중립

2
+4
적극 긍정 →

<그림 1> 간호대학생의 통증인식의 Q 표본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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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점(+4)으로 점수화하여 코딩한 후 컴퓨터에 입력

희망하는 대상에 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익명

하였다. 자료분석은 PC QUNAL Program을 이용하여

성 보장, 자발적으로 참여의 중단이 가능함과 설문 및

주요인분석법(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으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연

로 분석하였다. 아이겐 값(Eigenvalue) 1.0 이상을 기준

구대상자에게 약속하였다.

으로 이상적인 요인 수를 산출하고, 적합한 문항을 선정

연구결과

하기 위해 표준점수(Z-score)를 사용하였다.

1. 분석 결과

4.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전에 연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통증인식에 대한 주관성은

차를 설명하고,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그 특성에 따라 원칙주의

<표 2> P 표본의 특성과 인자가중치
(N=30)

유형

1 (n=18)

2 (n=8)

3 (n=4)

Vol. 5, No. 1

번호

인자가중치

학년

암환자 실습 경험

1
8
19
29
4
2
21
10
11
22
25
5
17
27
7
14
20
24
18
16
15
3
9
28
12
6
23
26
13
30

2.66
2.11
1.94
1.48
1.27
1.12
1.11
1.10
1.09
1.07
1.02
.98
.96
.88
.76
.61
.54
.49
2.18
1.91
1.41
1.10
.98
.81
.76
.40
1.35
1.22
.92
.68

4
4
4
3
4
3
4
3
4
4
3
3
4
4
4
3
3
3
3
3
3
4
4
3
4
3
3
3
4
4

유
유
유
무
유
유
무
무
유
유
무
유
무
유
무
무
유
무
유
무
무
무
무
유
유
무
무
유
무
무

가족 중 통증 환자
유무
무
유
무
무
유
무
유
무
무
유
유
유
무
무
무
유
유
무
유
유
유
유
유
유
유
무
무
무
유
유

다문화 환자 경험
무
무
유
무
무
무
무
유
무
유
유
유
유
무
무
유
무
유
유
유
유
유
무
유
무
무
무
무
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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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형, 공감을 통한 통증 수용형, 신속 대처형으로 명명

마사지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prn 처방이

하였다<표 2>.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와 변량을 분석한

있더라도 무조건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

결과, 3가지 유형은 전체 변량의 51.8%를 설명하고 있으

‘진통제는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해로우므로 가능한 참는

며, 각 유형별 변량은 제 1유형이 42%, 제 2유형이

것이 좋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강하게

0.06%, 제 3유형이 0.04%였다<표 3>. 각 유형 간의 상

부정한 진술문은 ‘환자가 진통제를 원하면 즉각적으로

관관계는 유사성의 정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상관계수가

투여해주어야 한다.’, ‘진통제 처방을 기다리는 동안 환자

높을수록 상관관계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1유

들의 통증이 더욱 극심해진다.’, ‘placebo를 사용하는 것

형과 제 2유형의 상관계수는 .543이며, 제 1유형과 제 3

을 허용한다.’, ‘다른 건강문제보다 통증 호소에 대해 의

유형은 .412, 제 2유형과 제 3유형은 .385의 상관관계를

료인들이 더 잘 대처한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그

나타내었다<표 4>.

대로를 받아들인다.’ 순이었다<표 5>.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 중 인자가중치가 높은 대상자

2. 유형별 특성

들을 중심으로 면담한 결과, 제 1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
자가중치를 나타낸 1번 대상자는 ‘통증 호소 시에 진통

1) 제 1유형 : 원칙 고수형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전체 30명 중 18명이었다.
제 1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18명으로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간호학과 4학년이 10명, 간호학과
3학년이 8명이었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
은 ‘통증 호소 시에 진통제를 투여하기 전에 우선 통증
의 원인을 정확히 사정한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통증이 있을 때 의료인들이 원인
을 파악한 후에 진통제를 주어야 한다.’, ‘환자의 통증 호
소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모든 환자들의 통증 호소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환자가 아프다고 할 때 명상, 핫팩,

제를 투여하기 전에 우선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사정한
다.’라는 항목에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는데 그 이유를
‘기본간호학 시간에 환자 사정을 배웠는데, 환자들이 불
편감을 호소하면 우선 원인을 사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배웠다.’라고 하였다. 가장 부정하는 항목은 ‘환자가 진통
제를 원하면 즉각적으로 투여해주어야 한다.’를 선택하였
는데 그 이유를 ‘환자가 원하는 대로 시간 간격 및 원인
등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은 자
칫 약물의 남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오히려 환자한테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답하였다. 두 번째로 인자가중
치가 높은 8번 대상자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활력

<표 3> 유형별 아이겐값과 변량
아이겐 값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15.1164

3.1284

1.6512

변량

0.4186

0.0581

0.0417

총 변량

0.4186

0.4767

0.5184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표 4> 유형간의 상관관계 계수
제 1유형

1

제 2유형

.543

1

제 3유형

.412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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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형 1이 가장 동의하거나 부정하는 진술문
번호

Q-진술문

Q22

통증 호소 시에 진통제를 투여하기 전에 우선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사정한다.

Z-Score
1.78

Q20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1.64

Q 2

통증이 있을 때 의료인들이 원인을 파악한 후에 진통제를 주어야 한다.

1.35

Q11

환자의 통증 호소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모든 환자들의 통증 호소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1.27

Q15

환자가 아프다고 할 때 명상, 핫팩, 마사지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1.21

Q 5

prn 처방이 있더라도 무조건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

1.20

Q13

진통제는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해로우므로 가능한 참는 것이 좋다.

1.10

Q17

환자가 진통제를 원하면 즉각적으로 투여해주어야 한다.

-2.01

Q27

진통제 처방을 기다리는 동안 환자들의 통증이 더욱 극심해진다.

-1.69

Q 9

placebo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1.52

Q24

다른 건강문제보다 통증 호소에 대해 의료인들이 더 잘 대처한다.

-1.46

Q 3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1.44

<표 6> 유형 2가 가장 동의하거나 부정하는 진술문
번호

Q-진술문

Q 7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서라도 환자의 통증은 빨리 낫게 해주어야 한다.

Z-Score
1.74

Q12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볼 때 학생으로서 무능함을 느낀다.

1.53

Q14

통증을 경험한 환자들은 불안해한다.

1.31

Q17

환자가 진통제를 원하면 즉각적으로 투여해주어야 한다.

1.25

Q13

진통제는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해로우므로 가능한 참는 것이 좋다.

-2.04

Q28

통증은 참으면 견디는 능력이 증가한다.

-1.87

Q09

placebo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1.70

Q25

계속해서 아프다고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떨어진다.

-1.57

Q21

환자가 아프다고 할 때 참을 수 있으면 참으라고 한다.

-1.36

Q10

진통제 투여 후에도 계속 아프다고 하면 꾀병이라는 생각이 든다.

-1.16

Q 6

마약성 진통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1.07

징후를 측정한다.’라는 항목에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는

대하여 정확하게 사정하고, 그 사정 결과에 따라 올바른

데 그 이유를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면 일단 활력징후

진통제를 선택하여 투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

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환자 사정방법이다.’라고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주관성을 지닌 제 1유형의

하였다. 가장 부정하는 항목은 ‘placebo를 사용하는 것을

대상자들을 ‘원칙주의 고수형’으로 명명하였다.

허용한다.’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를 ‘환자가 통증을 호
소할 때 그 환자의 통증을 정확히 사정하고 그에 맞는

2) 제 2유형 : 공감 수용형

진통제를 투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placebo를 사용하

제 2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8명으로 이 유형에 속

는 것은 환자를 기만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의 윤리적인

한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간호학과 4학년이 3명, 간호학

측면에도 어긋난다.’라고 답하였다.

과 3학년이 5명이었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 1유형이 인식한 간호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

대학생의 통증인식은 환자의 불편감 내지 통증 호소에

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서라도 환자의 통증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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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게 해주어야 한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스러워하는데요...‘라고 하였다. 가장 부정하는 항목은 ‘계

볼 때 학생으로서 무능함을 느낀다.’, ‘통증을 경험한 환

속해서 아프다고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떨어진

자들은 불안해한다.’, ‘환자가 진통제를 원하면 즉각적으

다.’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를 ‘환자가 아프다고 할 때

로 투여해주어야 한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

는 진짜 아픈거에요. 환자들이 아프다고 하면 의료인들은

하게 부정한 진술문은 ‘진통제는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흔히 꾀병이라고 생각하거나 참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해로우므로 가능한 참는 것이 좋다.’, ‘통증은 참으면 견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겪어본 바로는 환자들이 통증이

디는 능력이 증가한다.’, ‘placebo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는 심하게 많이 아플 때인 것 같아

한다.’, ‘계속해서 아프다고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신뢰감

요.’라고 답하였다. 두 번째로 인자가중치가 높은 16번

이 떨어진다.’, ‘환자가 아프다고 할 때 참을 수 있으면

대상자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서라도 환자의 통증은

참으라고 한다.’, ‘진통제 투여 후에도 계속 아프다고 하

빨리 낫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항목에 가장 강한 동의를

면 꾀병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약성 진통제는 가능한

보였는데 그 이유를 ‘환자들, 특히 암환자들의 통증은 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우 심하기 때문에 일반 진통제로 듣지 않는다면 마약성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 중 인자가중치가 높은 대상자

진통제라도 써서 통증을 없애주어야 합니다.’라고 하였

들을 중심으로 면담한 결과, 제 2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

다. 가장 부정하는 항목은 ‘마약성 진통제는 가능한 사용

자가중치를 나타낸 18번 대상자는 ‘환자가 진통제를 원

하지 않는 것이 좋다.’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를 ‘긍정

하면 즉각적으로 투여해주어야 한다.’라는 항목에 가장

답변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굳이

강한 동의를 보였는데 그 이유를 ‘환자들의 통증은 환자

꺼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기 암환자의 경우에는

가 느끼는 그대로를 의료인들이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

더욱 그렇지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여 통증이 해소된

각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암환자였는데 통증이 극심하

다면 환자의 삶의 질이 증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시더라구요. 그런데 의료인들은 진통제 맞은 시간이 얼마

답하였다.

지나지 않았다면서 진통제를 주지 않았어요. 환자는 고통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 2유형이 인식한 간호

<표 7> 유형 3이 가장 동의하거나 부정하는 진술문
번호

Q-진술문

Q 3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1.68

Q 4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의료인들은 빠른 대처를 해주어야 한다.

1.54

Q 8

통증이 있을 때 보호자보다 의료인이 옆에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1.42

Q22

통증 호소 시에 진통제를 투여하기 전에 우선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사정한다.

1.33

Q 1

통증을 호소할 때 옆에 있어준다.

1.32

Q19

문화권에 따라 통증호소 방식이 다르므로 문화방식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

1.12

Q17

환자가 진통제를 원하면 즉각적으로 투여해주어야 한다.

Q28

통증은 참으면 견디는 능력이 증가한다.

-2.19

Q21

환자가 아프다고 할 때 참을 수 있으면 참으라고 한다.

-1.68

Q23

환자들의 통증 호소에 대해 의료인들은 무심한 것 같다.

-1.58

Q 5

prn 처방이 있더라도 무조건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

-1.36

Q 6

마약성 진통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1.07

Q12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볼 때 학생으로서 무능함을 느낀다.

-1.03

Q10

진통제 투여 후에도 계속 아프다고 하면 꾀병이라는 생각이 든다.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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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통증인식은 환자들이 통증에 대해 불편감을 호

도나 정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으며 그 통증을 표현하

소한다면 의료인들은 즉각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는 방식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아프다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환자의 통증에 대해서는 마약성

할 때 의료인들은 신속하게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

진통제를 써서라도 환자들의 통증은 신속히 없애야 한다

였다. 가장 부정하는 항목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

고 하였으며, 환자들이 진통제 투여 후에도 통증을 호소

자를 볼 때 학생으로서 무능함을 느낀다.’라고 답하였는

해도 절대 꾀병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주관

데 그 이유는 ‘환자들의 불편감 호소에 대하여 의료인들

성을 지닌 제 2유형의 대상자들을 ‘공감을 통한 통증 수

이 빨리 처리해주지 않을 때, 학생인 나라도 해결해주고

용형’으로 명명하였다.

싶은 마음이 크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무능하다고 생

3) 제 3유형 : 신속 대처형

각된다.’라고 답하였다. 두 번째로 인자가중치가 높은 26

제 3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4명으로 이 유형에 속

번 대상자는 ‘문화권에 따라 통증호소 방식이 다르므로

한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간호학과 4학년이 2명, 3학년이

문화방식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항목에 가

2명이었다.

장 강한 동의를 보였는데 그 이유를 ‘다문화 인구가 많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

이 증가하여 실습할 때 접했는데, 그 사람들은 타국에

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환

와서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여러 가지 이색적인 부분들에

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의료인들은 빠른 대처를 해주어야

대해서 적응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통증을

한다.’, ‘통증이 있을 때 보호자보다 의료인이 옆에 있는

호소한다면 빨리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것이 더 도움이 된다.’, ‘통증 호소 시에 진통제를 투여하

하였다. 가장 부정하는 항목은 ‘prn 처방이 있더라도 무

기 전에 우선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사정한다.’, ‘통증을

조건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답하였는

호소할 때 옆에 있어준다.’, ‘문화권에 따라 통증호소 방

데 그 이유는 ‘환자들의 통증 호소에 대하여 의료인들이

식이 다르므로 문화방식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

신속히 대처해야 하지만, 무분별하게 진통제를 사용하는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강하게 부정한 진술문은 ‘통증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은 참으면 견디는 능력이 증가한다.’, ‘환자가 아프다고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 3유형이 인식한 간호

할 때 참을 수 있으면 참으라고 한다.’, ‘환자들의 통증

대학생의 통증인식은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호소에 대해 의료인들은 무심한 것 같다.’, ‘prn 처방이

강제성이 있으며, 일회성 봉사활동이 대부분이며 진정한

있더라도 무조건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원봉사의 이념은 배제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

‘마약성 진통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극

한 주관성을 지닌 제 3유형의 대상자들을 ‘신속 대처형’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볼 때 학생으로서 무능함

으로 명명하였다.

을 느낀다.’, ‘진통제 투여 후에도 계속 아프다고 하면 꾀
병이라는 생각이 든다.’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이 유형

논 의

에 속한 대상자 중 인자가중치가 높은 대상자들을 중심
으로 면담한 결과, 제 3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한 간호대학생들의 환자 통증에

를 나타낸 23번 대상자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의료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

인들은 빠른 대처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항목에 가장 강

서 나타난 간호대학생의 통증인식에 대한 주관성은 원칙

한 동의를 보였는데 그 이유를 ‘환자들의 통증은 그 강

주의 고수형, 공감을 통한 통증 수용형, 신속 대처형의 3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원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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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수형’으로 대상자가 통증을 호소하더라도 통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

대한 원인 등을 사정한 후 사정 결과에 따라서 진통제의

증 관리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최경숙 등, 2013)에서도

종류 및 통증관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간호사와 간호학생 대부분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충분

이는 통증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으로 각자의 통증내성,

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마약성

과거 경험, 문화적 배경, 심리상태 등에 따라 통증의 반

진통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간호학생 및 간호사

응 및 표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우선 통증에 대한

들이 갖고 있다면 환자 간호의 질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사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확한 통증의 사정은

추후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가 필요하겠다.

적절한 통증관리에 있어서 필수적(Woodward, 1995)이

제 3유형은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사

라는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한편 아동이 심한 통증을

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빠른

호소하면 활력징후가 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에 대한 정

대처를 해주어야 하며, 진통제를 원한다면 즉각적으로 투

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난(이경민, 구현영, 2010) 결과와

여해 주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신속대처형으로 명명하였

상반되었다. 이는 간호사의 정확한 지식은 효과적인 통증

다. 이는 간호사들이 진통제 투약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

관리의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와 의사의 통증

도를 갖고 있어서(박영숙 등, 1996) 환자의 통증호소를

관리에 대한 지식을 비교한 선행 연구에서 간호사의 통

그대로 믿지 않고 진통제 투약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

증 사정, 진통제의 작용과 투약에 대한 지식이 의사보다

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따

낮았다. 따라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통증의 인식 및 사

라서 간호사가 진통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통증지

정과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

식과 인식 및 태도가 잘 알지 못하면 진통제 사용에 대

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이 부정한 항목으로, 환자가 진통

해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환자들의 통증관리 및 중

제를 원하면 즉각적으로 투여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

재를 올바로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학생들

타났는데, 진통제가 prn 처방일 경우 환자가 1회 호소시

에게 올바른 통증지식 및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투약한다고 대답한 간호사가 24.8%, 2회 이상 호소 시

실습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투약은 77.9%로서(박영숙, 신영희, 1994) 본 연구와 유

하겠다.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간호사의 환자 통증에 대
한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대상자의 통증관

결론 및 제언

리에 대한 인식 및 지식 등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 2유형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서라도 환자의 통
증은 빨리 낫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통증을 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통증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고
올바른 통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험한 환자들은 불안해하므로 대상자가 진통제를 원하면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통증인식에 대한 주관성은 세

즉각 투여해주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공감을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제 1유형은 ‘원칙주의 고수

통한 통증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환자가 진통제를

형’, 제 2유형은 ‘공감을 통한 통증 수용형’, 제 3유형은

요구했을 때 바로 진통제 투여를 받지 못하였다(Cohen,

‘신속 대처형’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들에게 정확한 통

1980)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간호학생이 아동의

증 지식을 통하여 올바른 통증인식을 하도록 함으로써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과

대상자들의 통증관리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교

관련하여 부작용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고 사용 방법에

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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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간호대학생의 통증지식, 인식 및 통증관리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통증인식 및 태도를 갖도
록 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통증관리 방안 모색
및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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