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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으로서 간호지식과 기술을 현장

실습교육을 통해 배우는 기회가 되며, 지식과 실무를

배우고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간호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특히 정신간호실

습으로 임상현장이 정신병원일 경우 정신병원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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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실습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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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상학적 방법으로 시행

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6월∼8월까지였고, 간호대학생 9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신간호학 실습

경험을 심층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원자료에서 정신간

호학 실습경험ㅇ르 분석한 결과 206개의 본질적인 의미단위를 추출하였고, 본질적인 의미단위에서 9개의 주제와 6개

의 주제모음을 구조화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6개의 주제모음은 ‘편견으로 인한 실습의 두려움’, ‘전혀 다른 실습을 경

험함’, ‘한계에 부딪힘’,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깨달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에 대한 경험을 확인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정신간호학, 실습경험, 정신질환자, 현상학적 연구

Abstract This study is a phenomenological study attempted to examine experience of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 in a comprehensive and in-depth way.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to August 2018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9 nursing student about their experience of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Colaizzi method. The original data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were structured into 
19 themes, 6 theme clusters. The 6 theme clusters included ‘fear of practice due to prejudice’, ‘experience a 
completely different practice’, ‘hit the limit’, ‘close relationship’, ‘positive change appear’, ‘realze a role that can 
help’.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ould be necessary to conduct a study on the experience process 
of reducing prejudices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 by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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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습에 대한 민감도, 두려움과

불안 둥은 실습 학생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경험으로 하

게 된다[1]. 간호학생들은 정신간호학에 대한 이론적 지

식을 배우고 임상 실습에 임하지만 이론적 지식만 가지

고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

중매체와 사회적 인식을 통해 정신질환자는 위험하고

폭력적이라는 선입견으로 정신병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2][3].

선행 연구[4]에서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실습 시

정신병적인 행동에 대한 공포와 좌절감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입견으로 환자

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냈고, 실습을 지

도하는 현장간호사들의 긍정적인 관심과 교육을 받은

경우와 실습에 대한 분명하고 충분한 교육으로 환자들

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으로 나타났다[5].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정신

병동 임상 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6]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신간호학 실습 초기에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무서움과 섬뜩함이 있었지만 환자와 상호협조하면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 결과[7]는 정신장애인과 직접 접

촉을 통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편

견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8] 보여주고 있어 정신간호학

실습이 학생들의 불안과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정신간호현장에서 간호사가 지니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정신사회재

활 등의 지역사회정신보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

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에게 정신질환에 대

한 인식 및 태도를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9].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과 정신병동 실습이 정

신질환에 대한 태도 변화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

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에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

[3]는 정신간호학 이론교육과 정신병동 임상 실습이 정

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시대변화에 따라 간호학과 입학생의 성향이 달라지

고 질 높은 간호교육으로 전문간호사로 성장시키기 위

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과 가치관 및 태도 형성에 관한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정신간호학 실습에 대한 재검토

와 평가를 필요로 한다[10]. 또한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치료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기에 간호대학

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정립하기

위해 정신간호학 실습 동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고 그 경험을 통해 그들의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연구참여자의 개개인의 경험과

진술내용을 분석하여 참여자가 경험한 현장의 의미구

조를 밝히는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방법으로서[11]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을 이해하고 기술하

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간호학 실습을 한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이 정신질환자에 대

한 이해와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여 정신

간호학 실습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편

견 해소를 위한 교육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간호학 실

습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질문은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실습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을 분석하여 정신간

호학 실습경험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자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3개의 정신병원에서 정

신간호학 실습을 한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중 자료수집에 대해 동의를 하고 연구에 참여할 학

생을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언제든지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철회할 수 있음

을 설명하여 동의서에 서명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로 하였다. 최종 40대 1명, 30대 2명, 20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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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총 9명의 대상자를 심층 면접하였다.

3. 윤리적 고려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면담 전 연구자를

소개하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것과 면담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

을 안내하며 면담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

하였다. 연구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면

담이나 연구 진행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개인적

인 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모든 자료는 익명

으로 처리하였으며, 연구를 위해 녹취된 자료는 면

담내용의 익명성 및 비밀유지를 위해 이름 대신 번

호로 저장하였고,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2년간

보관 후 파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였다.

면담장소는 사전 연락을 통해 약속된 시간에 대상자가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나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심층면담

을 통해 모든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에서 한

사람당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

으며 횟수는 개인당 2～3회 실시하였다. 면담은 비구조

적 질문으로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은 무엇입니까?”였

다. 하위 질문으로는 “정신간호학 실습하는 동안에 가진

생각은 무엇입니까?”, “정신간호학 실습 전후에 어떤 변

화를 경험하셨습니까?”로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질

문하였으며, 면담내용 및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진행하였다. 분석된 자료에 근거하여 잠재된 범주와 새

로운 의미단위, 경험단위를 탐색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

론적 표집을 해나가며 자료수집과 분석의 순환과정을

거쳤다.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라

고 판단된 후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모든 면담내용은

그대로 녹취하여 분석에 이용되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Colaizzi[11]의 현상학적

분석절차를 적용하였다. 면담 시 녹음된 원자료는 참여

자별로 구분하여 필사하였다. 면담 내용의 필사본을 읽

으면서 참여자가 경험한 본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

는 부분이나 참여자들 간에 반복적으로 진술되는 내용

에서 참여자의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참여

자가 진술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의미있

는 문장과 구절을 추출하고 탐구하였다. 추출된 주요 진

술 또는 구절들로부터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각각의 맥

락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한 단계 더 추상적인 진술로 구

성하였다. 구성된 의미는 2명의 연구자가 함께 확인하고

공통된 의미를 중심으로 206개의 의미단위 문장을 형성

하여 하위주제로 분류하였고, 그 안에서 의미와 맥락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2명의 연구자가 분류된 의미들을 묶

어 주제를 조직하고, 주제를 묶어 주제모음으로 조직하

여, 19개의 주제와 6개의 주제모음으로 분류하였다. 간

호대학생의 정신병동 실습경험으로 확인된 주제, 주제

모음 및 범주를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6. 연구결과의 질 확보

본 연구는 Cuba와 Lincoln[12]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사실

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면담을 하는 동안 모

호한 진술이 있는 경우 참여자에게 다시 질문하여 진술

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자료분석 시 참여자의 진술을 의

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자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상호점검을 통한 공통된 의미를 발견하

였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주제모음, 주제, 하위주제에 대

해서 참여자 9명에게 반영적 읽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

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

하여 참여자 개개인의 의미있는 진술에 대해서 심층면

담으로 주제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각 참

여자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새로운 자

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 기술하

였다.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료에서 발견된 주제와 범주

에 대한 분석적 사고와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해하고

연구한 간호학과 교수 2명에게 연구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 주제모음, 주제의 서술과 주제의 적절성,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고, 이를 통해 연구자의 분석과 비교하여 수정하였

다. 연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들 간에 간

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에 대한 이해를 논의하

고 검증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면담과정이

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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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을 분석한 결과

206개의 본질적 의미단위, 19개의 주제, 6개의 주제모음

으로 추출되었다. 6개의 주제모음은 ‘편견으로 인한 실

습의 두려움’, ‘전혀 다른 실습을 경험함’, ‘한계에 부딪

힘’,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

남’,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깨달음’으로 나타났

다.(Table. 1).

1. 제 1주제 모음: 편견으로 인한 실습의 두려움

1) 사회적 편견을 확인함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미디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정신간호학 이론적

인 지식을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

적 편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상당히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기사로 나왔

던 이야기들은 가족을 살해하고, 피해를 주고 이런 것을

보면 조현병이 있어서 그랬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엄청 부정적인 생각밖에 들

지 않고..(중략)(참여자 1)

이론으로 배우는 것에서 미디어로 접하는 게 바뀌는 것

이 아니라 미디어에서 접하는 내용이 기본이 되고 그 가

지고 있던 이미지를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나 실습으로

배우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것같아요.. 미디어

의 영향이 훨씬 큰 것 같아요.(참여자 2)

2) 한정된 경험을 통한 주변의 염려

가족이나 주변의 한정된 경험에 따른 잘못된 인식이

나 정보는 정신간호학 실습에서 정신질환자가 있는 병

원에서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해를 당

하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듣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과 부모님이 다 걱정하셨어요. 면담 할 때

일대일로 대상자와 면담한다고 하니 해코지할까 봐 다

들 걱정하시더라구요.(참여자 6)

외삼촌이 알코올 중독자여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할 때

몇 번 가보긴 했는데 엄마가 안좋은이미지를 가지고 계

셔서 걱정 많이 하셨어요. 재밌다고 말씀드려도 안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참여자 7)

3) 막연한 두려움을 가짐

참여자는 정신간호학 이론수업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을 얻었지만 정신질환자를 만난 적이 없기 때

문에 사회적 편견에 대해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신간호학을 이론으로 배우고 나선 어느 정도는 이해

했던 것 같지만 공부한 후로도 조금 무서운 그 마음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2)

실습에 대해 좀 부담이 있었던 것은나를위협하지 않을

까?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사회적 인식이나 영화같은

것을 볼 때그렇잖아요.. 흉기를전혀소지하지못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불안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8)

제 2주제모음: 전혀 다른 실습을 경험함

1)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병동 환경

참여자들은 이전까지 실습하거나 일반적으로 경험한

병원과는 전혀 다른 병원과 병동구조에서 실습을 시작

하면서 새로운 병원 환경을 신기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딱 가 보면 어 뭐지? 다 막혀있고 보호사님이 문

도 열어주시고 환자랑 간호사실이 차단되어 있고, 뭔가

감옥의 면회실 같아서 신기했어요.(참여자4)

스테이션이랑 환자들의 공간이 완전 분리되어 있어서

신기했고, 8인실 이렇게 다인실로 구성되어 있고 또 거

실에 나와서 티비 보고 바둑 두고 그러는것도신기했어

요.(참여자9)

2) 믿기지 않던 증상을 확인함

참여자들은 정신간호학 이론수업에서 정신질환과 질

환의 증상을 배웠지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의아해

하기도 했던 정신질환과 증상을 보게 되었다. 겉으로는

자신들과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신체적인 문제가 없

는 환자들의 정신 증상을 확인했을 때 실제적인 질환의

증상임을 알게 되었다.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서 완전 정상으로 보이는데 ‘나는

외계에서 왔다’라고 하거나 ‘누가 날 죽일려고 한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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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겉으로

보기에) 정상으로 행동하는데 막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

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무섭기도 하면서 만감이 교차

했던 것 같아요.(참여자4)

보통 사람들한테는 느낄 수 없는 일상적인 건데 ‘나는

대통령이다 티비에 나와서 이렇게 했다’,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긴데 진짜처럼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참여자 7)

말할 때는 너무 정상적이라서 정말 그런가 했는데 귀속

말로 ‘사실 나는 학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맞구나.(참여자 8)

3)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에 놀람

참여자들은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인해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환자들을 보게 되었다. 자신이

전혀 준비되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공격적이고 충동적

인 환자로 인해 무서움을 느끼기도 했다.

어떤 환자는 공격성이 심하셔서 격리실 안에서 휴지통

던지고 난리가났었는데 약 드시고 나와서는 또 잘 해주

고 그랬어요.(참여자7)

자꾸 환청 얘기하다가 화이트데이가 며칠이냐고 물어서

3월 14일이라고말씀드렸더니갑자기물컵을들고와서 3

월 24일이라며? 하면서저를때릴려고하는거예요. 피하

기는 했는데 그때 그 환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중략)

(참여자8)

갑자기안아달라고하거나얘기하는데계속손이가슴쪽

으로 와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참여자9)

4) 다양한 병동프로그램에 참여함

참여자들은 신체적인 질환으로 인해 약물, 수술, 기

계적 시술방법을 배우고 실습한 것과는 전혀 다른 정신

질환자 치료와 활동요법을 보게 되었다. 심리사회적 치

료 및 사회적 활동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은 자신

들도 함께 참여하므로 즐거움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다.

생일파티, 체육대회 등 많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교감

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도 많이 들어서 더 기억에

많이 남은 것 같아요.(참여자 2)

미술요법으로 잡지에 있는 사진 잘라서 그걸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쓰는데 저

희도 했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대상자들이 너무 진솔하

게 이야기를 잘해서 아 이 프로그램정말괜찮다고 생각

해서 지침서에도 적고 했어요.(참여자8)

명상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느꼈어요. 하기 전에 자

기 안의 에너지 체조를 하는데 동작은 크지 않은데 힘차

게 하는 체조들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는 프

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정말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

각했어요.(참여자 9)

주제모음 3: 한계에 부딪힘

1) 대인관계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대인관계가 아닌 정신질환자와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일반병원 실습

에서 학생간호사는 환자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지만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인사도 받지 않는

정신질환 환자들과 대인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꼈다.

일반병원은 그래도 뭔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서

이렇게 되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여기

정신과는 완전 처음 보고 평소에도 볼 수 있는 곳이 아

니라서 어떻게 환자들에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그

런 것이 어려웠어요.(참여자3)

‘안녕하세요? 실습을 나온 누구입니다. 얘기좀 할까요?

해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셔서 마음의 문을

닫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엄청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참여자4)

사람관계 형성도 그렇고 제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보

였어요.(참여자8)

2) 의사소통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정신질환의 증상과 비정상적인 사회적

반응을 보이는 정신질환자와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

을 느꼈다. 또한 환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치료적

의사소통을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반적이고 편

안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느꼈다.

일반병동에서는 대화가 끊기지 않고 (중략) (정신)병원

에 가니까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환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아니면 이야길 하다가 갑자기 대화를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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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경우가 많아서요.(참여자4)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엄청 신경 쓰고 그게 오분

이 아니고 실습 마칠 때까지 해야 하니까. 집에 가면 멍

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구요.(참여자5)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지도 모르겠고 생각 없이 말하면

환자들한테 상처가 될까 봐 고민을 했는데 그런 것은 좀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어요.(참여자9)

3)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어려움

참여자들은 신체적인 문제는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대상자들과

함께 대화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실제적인 증상을 보게

되었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확인된

증상을 보면서 환자들의 질환이나 증상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내가 봤을 때는 멀쩡한데 왜 다르다고 하지? 이야기하

면서 가까이 가니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중략) 그때서

야 느꼈어요. 이런 게 공부해야 보이는구나.(참여자4)

계속 얘기를 하면 할수록좀 이상하다 라는 것을 느꼈고

너무 이상한 것도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너무 진지하

게 말씀하셔서 저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말을 잘해서 동

요되었어요.(참여자6)

4) 감정적인 부담이 많음

참여자들은 환자들을 만나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의

실습 과정을 겪으면서 환자보다는 환자의 질환과 간호

처치에만 집중하였던 일반실습과는 다르게 환자에게

집중해야되는 정신간호학 실습에서 신체적인 피로보다

는 정신적인 피로를 많이 경험했다.

감정 소모가 커서 저 자신이 힘들었어요. 감정의 선을

잘 지킬 수없을 것 같아서요. 일적인부분은잘할 수 있

을 것 같은데...(참여자5)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 말 걸기가 어려웠고 7병동 갔

을 때 아이라인 어떻게 해요, 화장품 뭐 써요, 립스틱 무

슨 색깔 발라요. 계속 물어봐서 당황스러웠어요.(참여자

7)

주제모음 4.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음

1) 두려움을 넘어 친밀해짐

참여자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실습을 시작하면

서 가졌던 두려움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신뢰감을 형성

해 가면서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닌 정신질환을 앓

고 있지만 한 인격체로 인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

들이 겪는 정신질환을 알게 되고 환자들의 어려움을 이

해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처음에는 무섭다고 생각했다가 안타깝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는데 실습 가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실습

을 해 보지 않거나 경험해보지 않은분들은 저처럼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했

습니다.(참여자2)

일반병원에서는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보지만 선생님들

이랑 소통하는 것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환자들과 친해

져서 환자들과 소통하고 친밀해지고 그런 것이 더 잘된

것 같아요.(참여자3)

일반병원은 너무 대화시간도 짧고 환자들에게 다가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환자분들과 많은

대화할 수 있고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4)

2) 증상을 이해하게 됨

참여자들은 환자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그들의 이야

기를 들으면서 아픔이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

다.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 질병과 증

상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가 병원에 와 있는 것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자기 마음의 병이 더 커졌다고 해야 하

나요? 자기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이 아닌데..(중략)

(참여자3)

바로 이해될만한 큼직한 사건들로 가정이 안 좋거나 상

습적인 폭력이라든지 어릴 때 애정 결핍, 남편의 외도

큰 사건이 다 그렇게 연결되었던 것 같아요.(참여자4)

A를 해야 되는데 B를 하면 저 사람은 왜 저래? 하잖아

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중략) 사람

들은 좀 다르니까 거부감을 보이는 것 같아요(참여자4)

부모님한테 많이 야단맞고 언니, 오빠들은 공부를 잘하

는데 자기는 못해서 열등감에 시달렸는데 그래서 지금

은 약간의 과대망상이많이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

요.(참여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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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와 함께 노력함

참여자들은 환자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환

자들을 이해하고 학생간호사로서 환자들과 조력적 관

계에 들어가게 된다. 환자들을 도우려는 참여자들의 동

기부여와 노력은 환자들에게도 정신질환을 극복하려는

동기와 노력을 가져오게 했다.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다가갔는데 쌩 까시는거에요. (중

략)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 용기를 내서 다가갔죠(참

여자 6)

처음에 거부감이 들기도 했지만 날이 갈수록 더 이야기

해 주시는 모습에 탄력을 받아서 (중략) 함께 산책도 하

고 이야기하고 운동도 하고..(참여자 7)

저도 제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려고 해서 저도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8)

4) 환자에 대한 애정을 가짐

참여자들은 자신의 마음이 가는 환자나 혼자 지내며

사회적 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애정을 가지고

돕게 되는 경험을 했다. 참여자들은 학생간호사로서 환

자를 돕기 위한 것은 무엇이든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자기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분들을 제가 다 도와

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도와 드리고싶더라도 제가 한계

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분이 제일 힘들어하셔서 좀 도

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어요.(참여자4)

대화를 잘하다가도 저한테 왜 그러냐고 갑자기 그러셔

서 반은 책망하듯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자

고 왜 자꾸 이런 생각하냐고(중략) 그런 모습이 너무 걸

려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간호부장님께도 상

담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대상자5)

혼자 지내고 산책도 안나가는 그런 환자라 목표는 산책

한 번 나가는 것을 보고 나가야겠다라고목표를 세우고

1주일 동안에는 복도에 나오면 은근슬쩍 같이 걸으며

혼자 왜 계시냐 같이 놀면 안되냐 하니까자기랑 안맞는

다고 말씀하셔서 다른 환자를 이용해서 같이 좀 챙겨달

라고 하고(참여자6)

주제모음 5.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1) 환자의 증상이 좋아짐

참여자들은 실습기간 동안 자신들이 환자와 대인관

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노력한 이후 변화하는 환

자들을 보게 되었다. 사소한 노력일 수 있지만 환자들

의 변화는 참여자들에게 기쁜 경험이 되었다.

처음에는 엄청 표정도 없고 혼자 다니고 환자가 인사를

하다보니 그 환자가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참여자

3)

처음에는 저는 이야기하기 싫어요~라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냥 안녕하세요~하니까 네~하다가 질문 던지

니까 받아 주셨어요.(참여자4)

처음에는 냉정하고 차가운 느낌의 사람이었는데 조금씩

표정도 환해지고 밝아지고 사람이 변하는 느낌이 드는

거에요..치료적 의사소통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

히 일상생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었는데도..그러면서

환청도 조금씩 줄어들고..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지

만...(참여자5)

2) 자신의 변화를 경험함

참여자는 대상자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과 일상을

같이하는 실습기간 동안 대상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

신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대상자와의 인간관계

와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신이 노력해야할 점을 알게 되

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가 더 필요한지

알게 되면선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제가 얼마나 내 이야기를 안할려고 하고 제가 깊은 인간

관계를 하는 것을피하려고하는지알 수 있더라구요..그

래서 내가 친화력이 부족하구나. 다가가서 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했어요.(참여자6)

저는 수동적인 면이 있었는데 남이 말을 먼저 걸어야 했

는데 가서는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해서 그걸 계기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또 가족들이 활발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신과 실습 가고 나고 난 후 같아요.(참여자8)

주제모음 6.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깨달음

1) 도움을 주고 느끼는 보람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변하는 환자들을 통해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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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뿌듯함을 느꼈다. 참여자들의 역할이 작을 수도 있

지만 환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경험은 환자를

돕는 역할에 대한 확인이 되었다.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도 듣지 않던 환자가 제 한마디에

행동의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 기뻤고, 뿌듯했습니다.(참

여자2)

제가 비록 학생이지만 누군가 다가와 주는 게 이렇게 도

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참여자4)

이론과 책에서만 배운 것들과는 또 다른 보람이 있다.

정말 내가 하나라도 도움을 드리고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중략)(참여자5)

환자들이 조금씩 다가가면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도

점점 변화하는모습보면서 아나한테 마음을 열고 있구

나 생각했어요. 보람도 느껴지고 좋았습니다.(참여자6)

정신과 병동은 뭔가 대상자와 라포형성을 해서 뭔가 바

뀌는 모습이 있어서 보람이 느껴졌습니다.(참여자7)

그 분도 같이 이렇게 막 받아주시고처음에는 안 그랬는

데 다가와 주는 모습에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도 느꼈던

것 같아요.(참여자8)

2) 간호에 대한 전환된 인식

참여자들은 신체치료, 간호 처치에 집중하여 실습한 것

과는 다르게 대상자와의 인간관계, 의사소통을 하면서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반응에 변화를 가져오

는 정신간호학 실습에서 대상자를 치료하는 진정한 전

인적 간호에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간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재미있었고 병을 고치는 것도 멋진 일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로해준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

고..(참여자3)

제 주위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처럼 극단적인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제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진짜 많이 가진 것

같았습니다.(참여자6)

정신과 공부할 때는 뭔가 어렵긴 해도 재미있었고 간호

에도 흥미 없었는데 정신 배우면서 흥미가 생겨서 실습

나가서 이 파트가 맞으면 이쪽으로 목표를 틀어보겠다

고 생각했고 가서 보니까일반병동보다 더 맞다는 것을

느꼈어요(참여자7)

지식적으로 풍부하고 즉각적인 간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실습을 하면서 진짜 감정이나 정서적인

간호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참

여자 8)

정신질환의 이론을 배운 것도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이

해를 배운 것 같아요.(참여자9)

표 1.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실습경험 주제모음
Table 1. Clusters of Themes of Experience of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Clusters of themes Themes

편견으로 인한 실습의
두려움

사회적 편견을 확인함
한정된 경험을 통한 주변의 염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짐

전혀 다른 실습을 경험함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병동 환경
믿기지 않던 증상을 확인함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에 놀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

한계에 부딪힘

대인관계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어려움
감정적인 부담이 많음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음

두려움을 넘어 친밀해짐
증상을 이해하게 됨
환자와 함께 노력함
환자에게 애정을 가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환자의 증상이 좋아짐
자신의 변화를 느낌

도움을줄수있는역할을
깨달음

도움을 주고 느끼는 보람
간호에 대한 전환된 인식

Ⅳ. 논의

본 연구는 정신간호학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은 19개

의 주제, 6개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편견으로 인한 실습의 두려움’

부정적인 미디어 영향으로 가족과 주변의 사회적 편견

을 드러내고 있어 정신장애인 고용겸험에서 고용주가

경험한 ‘막연한 걱정에 부딪침’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낸

다[13].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경험과정에서도 드

라마, 영화 등의 언론매체, 주변사람들의 영향으로 무서

움을 가진다는 결과[7]도 일맥상통한다. 정신질환에 대

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호대학생에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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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이론적 지식의 학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미디어의 역

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혀 다른 실습을 경험함’은 일반병동에서의 실습과

는 전혀 다른 실습환경, 대상자 간호방법,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치료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음’의 연구결과[14]와 ‘정신간호의 독특성’의 연구결

과[15]와 유사하였다. 일반병동에서 경험하지 못한 정신

병동, 환자들의 독특한 증상, 다양한 프로그램 등은 신

체질환의 일반병동에서는 한번도 보지 못한 경험을 하

므로 신기한 경험을 한 것이다. 간호대학생이 정신병동

의 모습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원봉사나 프로그

램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의 이해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계에 부딪힘’은 일반적인 대인관계가 아닌 신뢰감

을 형성하기 위한 대인관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신 증상과 대인

관계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감정적인 에너지는 실습

을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는 간호학생이 정신병동 실습

에서 경험한 ‘관계의 벽을 느낌’의 연구결과[16]와 유사

하다. 정신질환자와의 관계형성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

는 것으로 대인관계를 위한 개방된 마음과 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음’은 정신병동 실습이 지나면

서 환자와의 신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나타난 경험으

로 간호학생의 정신병동 실습에서 경험한 ‘마음을 열게

됨’, ‘치료적 관게를 지향함’, 환자를 이해하기 됨‘의 결

과[16]와 유사하다. 학생들의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방, 신뢰감 형성을 위한 진실성, 환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이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은 환자와의 긍정적인 관계

를 통해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고 참여자도 돕는 역할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환자의 긍정적 변화

에 대한 만족감’의 연구결과[15]와 유사하였다. 환자는

약물치료나 전문적인 치료도 필요하지만 환자에 대한

관심, 치료적 인간관계, 의사소통도 중요한 치료요소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간호학생들이 정신간호학 실습

에서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환자를 돕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 정신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깨달음’은 간호대학생이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환자를 돕는 보

람과 그것을 통해 간호에 대한 인식변화가 나타나게 되

었다. 이는 임상실습을 통해 정신과에 대한 인식이 변

화됨‘의 연구결과[14]와 유사하다. 정신간호학 실습을

통해 신체적인 질환을 간호하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환

자를 이해하고 신뢰적인 관계를 통해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을 파

악하기 위해 현상학적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은 ‘편견으로 인한

실습의 두려움’, ‘전혀 다른 실습을 경험함’, ‘한계에 부

딪힘’,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

남’,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깨달음’의 6개의 주제모

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

신간호학 실습을 통한 사회적 편견해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편견 해소

과정을 확인하여 정신간호학 실습과 정신질환자에 대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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