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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임상실습교육은 이론적인 지식을 실제상황에 적용하는 것으

로, 간호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간호대

학생은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총체적인 

지식의 습득이 가능해지며, 간호인으로서 고유한 가치관을 형

성하게 된다(Grenier & Dewis, 1995; Halstead, Rains, Boland, 

& May, 1996; Hwang, 2005). 그러나 한편으로 간호대학생은 

낯선 임상실습교육에서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Park, 2001; Park, 

Kim, Kim, Kim, & Park, 2005; Park & Ha, 2003). 또한 이론

과 현실 간의 괴리감과 두려움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

고, 역할 모델이나 지지체계의 부재로 인해 임상실습교육 진

행에 차질을 겪게 되기도 한다(Hyun & Seo, 2000). 선행 연

구결과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교육에 대해 준비

되지 않은 이질감으로 막막함을 느끼고(Shin, 1996),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자신의 역할에 모

호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yun & Seo, 2000; Hwang, 

2005; Park & Ha, 2003). 또한 생소한 의료기구들과 낯선 임

상상황에 긴장하면서, 환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음

에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하 다(Park, Hwang, & Choi, 2003).

이로 인해 임상실습교육의 부정적인 향을 감소시키고 교

육효과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

며(Hwang, 2005; Park, et al., 2003; Park & Ha, 2003), 정신

간호학 임상실습교육에서도 임상실습 경험 및 표준화 환자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Hyun & Seo, 2000; 

Park & Kweon, 2012), 알코올중독 환자 간호와 관련된 연구

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알코올중독 치료병동과 같은 폐쇄 병

동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간호대학생이 사전에 직접 경험

할 기회가 적으며,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임상환경으로 

인해 실습 전에 실습환경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알콜중독자는 적대감-죄의식-자학적인 심리-음주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때때로 죄책감과 문제해결능력의 상실 및 

적대적인 행동 양상을 나타내므로(Chun, 1997), 알코올중독 

환자 간호경험은 타 부서의 임상실습교육 경험과는 다른 의

미를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와 건강상의 위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Joseph, Basu, Dandapani, & Krishnan, 2014; Lopez 

-Bushnell & Fassler, 2004), 알코올 문제를 가진 환자를 위한 

간호는 간호사가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Castledine, 2003). 이로 인해 향후 알코올중독 환자 간호에 

참여하게 될 간호인력의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알코올중독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의 부족으로 

간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assool & 

Rawaf, 2008; Weisner, Matzger, & Kaskutas, 2003). 이와 관련

해 간호대학생에게 시행한 알코올 관련 교육이 알코올 관련 

지식과 태도 및 중재수행 자신감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

으며, 임상술기 능력의 발달 및 이론과 임상실무 간의 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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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킨 것으로 보고되었다(Rassool & Rawaf, 2008; Tratnack, 

O'Neill, & Graham, 2011).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교

육 중에 알코올중독 환자 간호를 제공하는 일은 간호사로서

의 능력과 자질함양을 위해 매우 유익한 실습경험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기술적 연구로써의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중독 환자간호 임

상실습교육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효율적인 알코올중독 관련 임상실습

교육의 진행 및 임상실습 적응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상실

습교육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알코올중독 환자

간호 실습의 의미 및 본질에 대하여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기술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

생의 요구와 능력을 반 한 임상실습교육 지침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통해 경험한 알코올중

독 환자간호 실습의 의미 및 본질을 파악하고자 Colaizzi 

(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알코올중독 환자간호 실습을 경험한 

서울 소재 일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생으로, 정

신간호학 실습으로서 알코올중독 환자간호 실습을 시행한 64

명 중 10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평균 23.5세(21～27)

으며, 10명 모두 여학생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12월 17일부터 2014년 1월 13일이

었다. 알코올중독 환자간호 실습을 경험한 2학년 간호학생 중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소재 일 대학교 간호학과 게시판에 포스터를 게시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 다. 포스터에는 연구의 목적, 기간, 자

료수집 방법 등을 표기하 다. 참여의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 으며, 사전에 포스터에 이를 공지하여 

연구참여자가 이 사실을 숙지하고 연구참여를 결정할 수 있

도록 하 다. 연구참여자는 정신간호학 이론교육에서 정신간

호과정, 물질관련 장애(알코올중독 등), 기분장애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알코올 중독 환자간호 실습을 시행한 간호대학

생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의적으로 

동의한 자를 선정하 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질문이 적

절하므로(Speziale, Streubert, & Carpenter, 2011), 본 연구에서

는 개방형 질문을 개발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질문하 다. 면담

질문은 ‘귀하의 알코올중독 환자간호를 실습하면서 어떠한 경

험을 하 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는 ‘귀하가 알코

올중독 환자간호를 실습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이다. 면

담은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대학교 내 세미나실 등)에서 1:1

로 이루어졌으며,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

요되었다.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메모를 하 고,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었다고 

생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담의 참여자에게 질문하여 그 의

미를 파악하 다.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하 고, 녹음한 내용

은 필사되었다. 자료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면

담은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자료가 충분히 포화되었

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종료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Colaizzi (1978)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서 분석하

으며,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참여자가 경험하는 알코올중독 환자간호 실습의 본질과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 다. 2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에서 연

구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나타내는 구절이나 문장을 추출하

다. 3단계에서는 추출된 구절이나 문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

를 확인하고(구성된 의미), 구성된 의미를 추상적인 진술로 기

술하 다. 4단계에서는 구성된 의미를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로 범주화하 다. 5단계에서는 확인된 

현상과 관련하여 철저한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하 다. 

6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자가 분석한 내용이 자신

들이 표현하고자 한 경험의 본질이었는지 확인하 다. 또한 

의미를 구성하고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진간에 합의

가 이루어 질 때까지 검토하 다. 7단계에서 연구자는 확인한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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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mes and Formulated Meanings

Themes Formulated meanings

Anxiety of nursing practice in unfamiliar setting Anxiety of an approach to patients
Anxiety of different nursing care setting

Sympathy with patients Compassion for patients
Empathy with inpatient alcoholics
Wish to help the patients stigmatized due to alcoholism 
Confident interaction with patients
Changes in perception of alcoholism
Growing interest in alcohol drinking culture

Learning about the inpatient alcoholics care Discouragement of the patients without any will to recover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limited role
Experience of the inpatient alcoholics care in the clinical setting

Self-reflection Self-reflection on the attitude toward nursing practice
Self-reflection through patient observation

연구의 엄격성

과학적 엄격성(Rigor)은 연구과정 동안에 철저하게 지켜져

야 한다. Guba와 Lincoln (1981)은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실적 가치, 일관성, 중립성, 적용성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실적 가치는 연구참여자에게 각각의 면담

기록과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어 분석한 내용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확보되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코올중독 환자간호 실습지도 및 

질적연구 경력이 풍부한 연구자들이 면담과정이나 분석한 자

료에 대해 상호검토 및 논의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 다. 중립

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중독 환

자간호 실습경험에 대한 선입견이나 판단 없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관심 현상이 어떤 것인가를 탐

색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 다. 본 

연구는 폐쇄병동에서 알코올중독 환자간호 실습 후 간호대학

생의 실습에 대한 의미 및 본질이므로, 적용성은 이 맥락에서

의 학생들에게로 제한된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전에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

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 수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No : 

P01-201307-SB-01-03).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일 간호학과

에 재학 중인 학생이므로 연구참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연구대상자 모집,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 및 자료 수집을 

연구대상자의 실습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자가 모두 수행

하 다. 연구자는 참여자 등록 전에 연구의 목적, 과정, 자료

수집 및 비밀보장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 다. 면담내용은 

녹음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다는 점과 면담 도중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면담을 중

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연구참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 고, 연구에 대한 자발

적 참여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참여 동의서를 서명으로 받았다.

연구 결과

본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주제, 13개의 구성된 의

미 및 86개의 의미있는 진술이 도출되었다(Table 1). 간호대학

생의 알코올중독 환자간호 실습경험의 4가지 주제는 ‘낯선 상

황에서의 실습이 두려움’, ‘환자와 교감함’, ‘알코올중독 환자

의 간호를 배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함’이었다. 

주제 1 : 낯선 상황에서의 실습이 두려움

‘낯선 상황에서의 실습이 두려움’에 포함된 의미는 ‘환자에

게 다가가기가 두려움’, ‘실습환경의 다름이 두려움’ 이었다. 

●구성의미1. 환자에게 다가가기가 두려움

알코올중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연구참여

자들은 알코올중독 환자간호를 실습하면서 환자들이 자신들에

게 폭력을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무서

워하 다. 또한 환자들의 지나친 관심에 당황스러워하면서 두

려워하 고, 이에 환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 다.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맞이하려니 너무 압박감도 심했고 

환자들이 저희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괜히 부담을 가

지게 되고, 이 사람들을 봐야 된다 라는 그 자체만으로 되게 

힘들었고, 이름 같은 명찰 달고 다니는데, 명찰 기억했다가 

노트에다가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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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평생 여기 있을 것도 아닌데 나와서 우리를 찾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되고요. (참여자 4)

●구성의미 2. 실습환경의 다름이 두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입원한 폐쇄병동을 처

음 실습하 다. 연구참여자들은 폐쇄병동에서 철문으로 출입

을 통제하는 물리적인 환경과 폐쇄된 환경에서 환자들의 이

동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 당황해 하 다. 또한 연구참여자들 

전원은 여학생으로 폐쇄된 남자 병동에 배치되어 실습을 하

게 되면서 다수의 남자 환자들을 한꺼번에 만나야 하는 실습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고, 두려웠다. 특히 연구참여자

들은 실습시 학생들에게 그룹을 만들어 다니도록 하거나, 침

대에 앉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사항을 들으면서 실습 환경이 

다른 부서와 다르다고 생각하 으며, 이에 대한 막연한 두려

움을 경험하 다. 

실습 때 몰려다니지 말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하고 따로따로 다녔어요. 그랬더니 알코올 병동 

특성상 남자분 밖에 없고 하니까 꼭 붙어다녀라 해서 같이 

다녔는데 처음에 갈 때 되게 무서웠어요. (참여자 4)

제가 생각했던 병원이랑 거기에 있는 병원이랑 다른 거예

요 철장 있는 병원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좀 무서워서 쳐다보

지는 못하고 눈만 올려서 본 다음에 이런 곳이구나 마음을 

다잡고 아침에 짐을 싸서 가는데 아침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덜덜 떨면서 옷을 갈아입고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갔어요. (참여자 8)

주제 2 : 환자와 교감함

‘환자와 교감함’에 포함된 의미는 ‘환자의 모습이 안쓰러

움’, ‘알코올중독 환자의 힘든 상황을 공감함’, ‘낙인찍힌 환자

에게 도움이 되길 바람’, ‘자신감을 가지고 환자와 교류함’, 

‘알코올중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 ‘음주문화에 대해 관심 

가짐’이었다. 

●구성의미 1. 환자의 모습이 안쓰러움

연구참여자들은 알코올중독 환자가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

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을 보면서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충

격을 받았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입

원 후에도 계속적으로 술에 대한 집착을 보이면서 말을 꾸미

고 이를 감추려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움을 느끼고, 안타까

워하 다. 

그게 여기 병원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되게 창피하고 이래

서 자기를 좀 이렇게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괜히 짠한 마음

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참여자 4)

●구성의미 2. 알코올중독 환자의 힘든 상황을 공감함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강제로 폐쇄병동에 입원되어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들으면서 연구참여자들은 환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 고, 강제입원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 다. 그러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알코

올중독환자들이 생각하는 가족에게 버려져서 갇혀있는 힘든 

상황을 공감하 다.  

어떤 분은 나 이혼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장 나가서 이혼할거라고. 그리고 이혼 이미 하신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상당히 힘

들 수도 있는데 가족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

치다보니까 입원시키고 나몰라라 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참여자 2)

●구성의미 3. 도움이 되길 바람

한편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알코올중독 환자들과 만나면서 알

코올중독 치료방법에 대해 고민하 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간

호가 환자들의 알코올중독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환자

들의 입원생활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하 다. 

제가 실습하는 동안 이분들 전체적인 병원 생활에서 아 그

래도 그 학생 때문에 잠깐이나마 즐거웠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그분들을 간호해서 그분들 조금이라도 오히려 좋아지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서요. (참여자 7)

●구성의미 4. 자신감을 가지고 환자와 교류함

연구참여자들은 알코올중독 환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자신들이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을 다독 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실습이 편안해졌다. 이에 최

선을 다해서 환자들의 대화상대가 되어 주려고 하면서 환자

들과의 교류를 시작하 다. 

이 사람들은 환자로 대해야겠다. 정신간호도 배우고 그래도 

좀 그 사람들 애기도 좀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러면 좀 편하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참여자 4)

●구성의미 5. 알코올중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

연구참여자들은 알코올중독 환자들을 만나면서 폭력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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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악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바뀌게 되었고, 알코올중독을 질병

으로서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입원 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

되는 것을 보면서 알코올중독이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알코올중독자 이러면 폭력적이라던지 사람이 되게 포악하고 

물건 던지고 이러거나 사람한테 피해주는 사람 이렇게만 생

각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멀쩡하니 계시니

까 또 그런 모습은 되게 보통 사람보다 더 친절하고 따뜻한 

부분이 많은데 그 술이란 존재하나 때문에 사람이 되게 많이 

변할 수 있구나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참여자 9)

●구성의미 6. 음주문화에 대해 관심 가짐

알코올중독 환자간호를 실습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음주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문

화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금주가 얼마나 

필요한 가를 절감하게 되었다. 

의지력도 문제이긴 한데 저희 사회자체가 약간 술을 권하

는 사회잖아요. 만약 그분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더라도 계속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는 또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여자 7)

주제 3 : 알코올중독 환자의 간호를 배움

‘알코올중독 환자의 간호를 배움’에 포함된 의미는 ‘치료의

지가 없는 환자에게 실망함’, ‘실습학생 역할의 한계를 깨달

음’, ‘현장 간호를 경험함’이었다. 

●구성의미 1. 치료의지가 없는 환자에게 실망함

연구참여자들은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퇴원 후 다시 술을 

마시고자 하고, 알코올중독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음에 실망

하 다. 연구참여자들은 실습기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환

자들이 알코올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음이 이해가 안 

되었고, 간호를 제공하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하 다.  

알코올병동은 그냥 저희 얘기를 ‘항상 듣던 얘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 이렇게 하시는데 약간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그런 느낌이 강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어제 퇴

원을 시켜드렸는데 그 다음날 왔더니 다시 입원해 계시고 이

런걸 보니까 아 진짜 소용이 하나도 없구나 생각했어요. (참

여자 9)

●구성의미 2. 실습학생 역할의 한계를 깨달음

연구대상자들은 실습에서 알코올중독 환자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와 같은 업무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 학생으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생

각하 다. 그러나 학생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호

하다고 생각하 으며, 환자들의 과도한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

야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

할의 한계를 깨달았다. 

독방에 갇혀 있는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막 문 좀 열어달라

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뭘 해드릴 수는 없는데 자

꾸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에는 계속 눈길이 

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게 힘들었

어요. (참여자 4)

●구성의미 3. 현장 간호를 경험함

연구참여자들은 학습한 알코올중독 환자간호를 실제 임상에

서 경험하면서 이론적인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미래에 간호사로서 자

신들이 제공하게 될 간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

다. 반면에,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의료인이나 사회복지사가 

알코올중독 환자치료를 위하여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운 하는

데 반하여 간호사는 주로 간호 위주의 돌봄만 제공하고 있음

에 실망하기도 하 다. 이에 한편으로 알코올중독 환자를 위

한 통합적인 간호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 

간호사 하면은 병원에서 주사 놓고 밤새 일하니깐 힘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그것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구나 특히 많이 느꼈던 실습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환자분들이 정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뿌듯 뭔가 뿌듯하면서도 아 나중에 아 간호가 

간호하면서 이런 것도 되게 뿌듯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요. (참여자 4)

바쁘신 건 당연히 아는데 환자분들이 뭔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간호사선생님께 전달해 드리면 알았다고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환자분들이 답답해하세요. 조금만 

더 환자분들한테 신경 써드리고……. 딱히 의학적인 그런 건 

아니더라도 다가가는 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았어요. (참여자 3)

주제 4 : 자신의 모습을 성찰함

‘자신의 모습을 성찰함’에 포함된 의미는 ‘실습태도를 성찰

함’, ‘환자의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엿봄’이었다.

●구성의미 1. 실습태도를 성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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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알코올중독 환자를 실습학생으로서의 태도

로 대하지 못하고, 일반인처럼 알코올중독 환자를 대하려 했

던 자신들의 태도를 후회하 고,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

이 간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 다. 

그냥 저는 간호학생으로서 실습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했는데 그 전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 아저씨들 

이상해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다보니까 너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구성의미 2. 환자의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엿봄

알코올중독 환자들의 음주 습관이나 폭력적인 면을 살펴보

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폭력적

이거나 음주 후 모습이 떠올라서 힘들어 하 다. 또한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게 도와줄 가족이 없었음이 자신들과도 비슷하

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가족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저희 아버지가 조금. 그러니까 막 폭력과 폭언을 되게 일삼

으시고……. 그런데 환자분들을 보면 저희 아빠 보는 것 같아

서 되게 그랬거든요. 아빠가 젊었을 때는 친할아버지 그런 거 

정말 증오했데요. 그런데 자신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그게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배운 건 아니겠죠. 

(참여자 7)

철저한 기술 (Exhaustive Descriptions)

알코올중독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간

호대학생은 알코올중독 환자간호를 실습하면서 환자들이 자신

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다가가기에 두려움을 느낀다. 연구참여

자들은 폐쇄병동이면서 남자환자들만이 입원하는 병동에서의 

실습으로 적응을 어려워하고 두려움마저 느낀다. 

그러나 알코올중독 환자간호를 실습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알

코올중독 환자들의 금단증상과 술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원망 등을 보면서 환자들이 안쓰럽고, 그들의 삶이 걱정된다. 

연구참여자들은 환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며, 

환자들의 알코올중독 증상을 경험하면서 환자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환자들이 갇혀있는 힘든 상황을 

공감하게도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간호가 알코올중

독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신감을 가지고 환자

들과의 교류를 시작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알코올중독 환자간

호 실습을 경험하면서 알코올중독이 질병이며, 치료될 수 있

다고 생각하게 되고, 알코올중독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음주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연구참여자들은 실습을 하면서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술에 

대해 집착을 지속하고, 치료의지가 없음에 실망하며,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일반병동과 다른 실습환

경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어 하며, 자

신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 학습한 알코올중독 환자

간호를 임상에서 경험하면서 실제적인 간호를 배우지만, 알코

올중독 환자치료를 돕기 위한 간호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알코올중독 환자들의 문제를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다시 떠올리고 생각하게 되며, 

실습기간 동안의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알코올중독 환자간호를 실습하게 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낯

선 상황에 대면하게 되고,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환자들의 상

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교감하게 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

은 실습 경험을 통하여 배움의 시간을 갖게 되고 환자들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논    의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 환자간호를 실습한 간호대학생의 경험

을 이해하고, 그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중독 환자간호 실습경험은 낯선 실습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알코올중독에 대한 선입견

은 환자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갖게 하 고, 자신

들에 대한 많은 관심에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경험하 다. 

또한, 폐쇄병동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모든 환자가 남성인 실

습환경에서도 두려움을 인지하 다. 이는 간호대학생과 의대

생 중 알코올, 알코올중독 및 알코올중독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생은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험

이나 접촉기회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는 결과와 일치하 다

(Kinney, Bergen, & Price, 1982; Vargas & Bittencourt, 2013).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전에 알코올중독 환자를 대면하 던 

경험이 거의 없으며 교육과정 중 처음 대하는 상황이었으므

로, 이로 인해 부담감과 두려움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

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방문간호 실습 시 장애인이

나 노인 및 질병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불안함과 당황스러

움을 경험하 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하 다(Oh, 2003; Park, 

Lee, Min, & Park, 2004). 반면, 임상실습교육 시 새로운 경험

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갖게 된다는 결과(Park et al., 2004)

와는 차이를 보 는데, 이는 폐쇄병동 내에서 적대적일 것으

로 예상되는 알코올중독 남성 환자만을 간호하는 부담감이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을 압도했기 때문일 것

으로 사료된다. 특히, 남성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교

육은 흔하지 않은 경험이므로, 이러한 익숙하지 않은 환경 하

에서 간호대학생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고려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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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 경험에 대한 타 연구들

에서 도출되지 않았던 경험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

과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과 관련해 주로 남자 간호대학생이나 남자 간호사의 임

상경험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여자 간호대학생

이나 여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오히려 부족한 실정

이다.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언어적 모욕에 대

한 연구에서는 일부의 여자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환자

로부터 성적인 언어적 모욕을 경험한 반면, 남자 간호대학생

은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 다(Fern & 

Meerabeau, 2008).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특수상황에서의 임

상실습교육 계획 시, 실습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나 환자 특성에 대한 가이드 

등 실제적인 대안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자 간호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성별과 관련하여 여자 간호

대학생이나 여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알코올중독 환자간호 실습을 통

해 환자와의 교감을 경험하 다. 간호대학생은 환자의 모습을 

안쓰럽게 여기며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 고, 낙인

찍힌 환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신감을 가지고 환자와 

교류하 다. 이는 의대생이 알코올중독 환자에 대한 임상실습

교육 중 알코올중독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환자를 다른 사

람이 아닌 자신과 같이 (not the other) 인식하면서 강한 공감

을 갖게 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하 다(Kinney et al., 1982). 또

한 방문간호 실습 시 간호대학생이 처음에 느낀 당황함, 긴장 

및 걱정을 넘어서서 노인대상자에게 연민을 느끼는 경험을 

하 다는 결과와도 유사하 다(Park et al., 2004). 이에 대해 

Stewart와 Richards (2000)도 알코올중독 환자 간호 시에는 환

자에 대한 연민과 헌신이 필요하며,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비판단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여 유사한 

견해를 보 다. 간호대학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중재를 통해

서 알코올중독 환자들과의 교류를 시도하 다. 이는 간호대학

생이 알코올중독 환자와의 교감을 통해 알코올중독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러한 

변화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고려된

다. 기존 연구에서도 정신간호학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

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적 관계형성 능력의 향상을 나타냈다

고 하여 유사한 견해를 보 다(Tratnack, O'Neill, & Graham, 

2011).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병식이 있는 알코

올중독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간호 중 환자들의 힘든 상황을 

더욱 더 공감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정신과 

질환과 달리 알코올중독은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

는 점을 고려하면서, 평상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음주문화

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 Cund 

(2013)도 간호대학생은 알코올 관련 문제를 누구에게나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로 고려하면서, 알코올 관련 문제를 규명하고 

중재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여 유사한 

견해를 보 다. 

간호대학생은 실습에 임하면서 알코올중독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게 되었고, 자신의 실습태도를 성찰하며 환자를 

통해 내면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경험을 하 다. 이는 간호대

학생이 알코올중독 환자 임상실습교육 후 환자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알코올중독 전반에 대한 인식과 의견

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하 다(Vargas, 2013). 

또한 의대생이 알코올중독 실습을 통해 알코올중독을 질환으

로 인식하게 되면서 기계적인 절차 이상의 돌봄이 필요함을 

인지한 것과도 일맥상통하 다(Kinney et al., 1982). 이에 대

해 Cund (2013)와 Vargas (2013)도 알코올중독 환자에 대한 

임상실습군이 비실습군에 비해 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 및 호의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적절한 술기 준비와 중

재수행시의 편안함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유사

한 결과를 보 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

습교육을 개인적인 자아성장의 계기로 인식하면서, 가족의 소

중함을 깨달으며 삶의 의미를 고찰했다는 결과(Oh, 2003; Park 

et al., 2004)를 뒷받침하 다. 이는 향후 알코올중독 환자를 

간호함에 있어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을 증진시

킬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

대학생은 일반간호 제공 이외의 통합적인 접근의 부족을 경

험하 고, 기존 연구에서도 불충분한 교육과 훈련 및 환자와

의 접촉 기회 부족은 알코올중독 환자 간호 능력을 저하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Cund, 2013), 임상실습 뿐 아니라 봉

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알코올중독 환자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독 등에 대

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적용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치료의지가 없는 알코올중

독 환자의 안타까운 상황에 실망하 고, 간호지식을 적용하는 

실제적인 간호의 기회를 가졌으며,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또한 폐쇄병동 간호사가 알

코올중독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의 부족함과 한계에 대해서 

경험하 다. 알코올중독 환자 중 일부는 다른 질환자들과 달

리 치유나 회복에 대한 의지가 약하며 적극적인 도움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Bien, Miller, & Tonigan, 1993), 이는 간

호대학생에게 매우 생소한 경험이었다. 알코올중독에 대한 예

방, 규명 및 치료의 모든 단계에서 간호의 역할이 점차 증대

되고 있으므로(Murray & Li, 2007), 이러한 특징적인 경험은 

향후 간호사로서 알코올중독 환자에 대한 간호의 계획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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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며, 다양한 접근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편 간호대학생은 임상실

습교육을 통해 간호를 배우게 되며, 특수한 환자를 포함한 다

양한 대상자의 간호경험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됨을 보고하여(Andersson & Edberg, 2012),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즉, 임상실습은 이론적 지식을 실무

에 적용함으로써 지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완전한 지식

체가 형성되도록 지원해주며(Hwang, 2005), 이는 간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임상

실습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환자간호를 배우게 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간호의 한계를 경험한 연구결과와도 일부 유사

하 다(Park et al., 2004). 

알코올중독 임상실습 교육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중독 

환자에 대해서 간접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알코올중독 실습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간호대

학생의 효율적인 정신간호학 임상실습교육을 위한 교육중재 

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간호사는 병원내

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알코올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서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알코올중독과 이로 인한 건강

문제의 예후에 중대한 향을 미치게 되므로(Murray & Li, 

2007),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치료, 환자 가족 간호 등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은 향후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큰 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향후 간호대학생의 알

코올중독 이해 증진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하며, 

추후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임상실습 

첫 학년인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 으므로, 연구 참여자들의 

임상실습 경험이 다양하지 않고 알코올중독 환자간호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표현이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확

대적용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실습경험 의미를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탐구하

므로서, 향후 간호대학생이 건전한 인식을 갖고 전문 간호인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코올중독 임상실습교육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 전문 지식체의 형성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중독 환자간호 실습교육 경

험을 탐색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처

음 접하는 알코올중독 환자에 대한 선입견과 폐쇄적인 병동

환경, 남성 환자들에 대한 부담감과 역할의 모호함으로부터 

두려움을 경험하 으나, 점차 환자를 이해하고 간호가 필요한 

존재로 받아들이며 교류하게 되었다. 또한 알코올중독 환자에

게 이론적인 지식을 적용하는 경험을 통해 간호에 대한 긍정

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위해 다

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이 알코올중독 임상

실습교육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의 정도와 대처방안 등을 조사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중독 임상

실습교육 적응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및 이에 대한 평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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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 on Alcoholism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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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experiences of student nurses during their clinical practice 
periods in an alcoholic ward. Methods: A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study design was employed.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audio-taped. Colaizzi's method of data analysis was applied to inductively determine 
themes and formulated meanings. Data saturation was achieved and methodological rigor was established. Results: 
Four themes were identified and these themes included anxiety of nursing practice in unfamiliar setting, sympathy 
with patients, learning about the inpatient alcoholics care, and self-reflection. Conclusion: Nursing students had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s in their clinical pract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had important implications 
regarding clinical practice and research for nursing clin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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