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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은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

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건강정보와 서비스를 획득,

처리,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적

절한 건강행동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

다 [1]. 건강문해력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및 국가의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보고되어 왔으며, 건

강문해력 향상은 미국 Health Plan 2020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2-4].

낮은 건강문해력은 대상자-보건의료인 간 효율적 커

뮤니케이션을 방해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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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현직 간호사가 인식한 환자의 건강문해력을 탐색하기 위한 질적연구이다. 서울과 부산의 종합병원에

서 근무 중인 간호사 총 10명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 동

의 하에 녹음 후 필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내용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간호사들은 환자

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기저질환, 정서상태 등에 따라 환자의 건강문해력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간호사가 건

강문해력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환자의 건강문해력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사소통하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

며, 건강문해력이 취약한 환자를 지원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된다.

주요어 : 간호사, 건강문해력, 포커스그룹 인터뷰, 의사소통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of health literacy on inpatient and outpatient patients among 
nurses currently in the field. The study participants consist of ten nurses working for general hospitals in Seoul 
and Busa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focus group interviews and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Nurses recogniz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atient's health literacy level according to the patient's age, education, income level, underlying 
disease, and emotional state. This study suggests implementing 1) education programs to increase nurse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health literacy, to make accurate assessments of patent level of health literacy 
and communicate with them accordingly, and 2) support system for patients with poor health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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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며 또한 건강수준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이다 [5]. 건강

문해력이 낮은 사람은 질병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고 예

방적 검진을 안하는 경향이 높으며 만성질환 이환 가능

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병원 입원기간이 길고 응급실 이

용율이 높아 결과적으로 의료비용 지출이 높아진다 [6].

보건의료인이 건강문해력에 대해 적절한 지식을 가

지고 특히 건강문해력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관련 지식, 태도, 기술을 함양하는 것은 중요하다 [4].

국외 연구에 따르면 많은 보건의료인이 이러한 지식,

태도, 기술을 적절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7, 8]. 이는 건강문해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9].

특히 대상자-보건의료인 간의 원활한 보건의사소통

(health communication)은 낮은 건강문해력에 따른 문

제 해결에 주요 전략으로 보고된 바 있다 [10]. 그럼에

도 보건의료인들은 대체로 대상자의 건강문해력 수준

을 과대평가하거나 [11, 12], 명확한 보건의사소통의 효

과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으며 [13], 보건의사소통을 돕

는 다양한 기법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하는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4-16].

이와 같이 건강문해력은 건강수준의 주요 결정인자

이나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다. 현재까지 주로 노인, 결혼이주여성 등 건강문해력이

낮을 것이라 예상되는 취약계층의 건강문해력 수준을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17-19], 이들의 건강

문해력 수준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연구가 일부 있어왔

다 [20-22]. 그러나 보건의료인의 건강문해력 관련 지

식, 태도, 기술에 대한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인 중 대상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건강문해력 관

련 지식, 태도, 기술 수준을 알아보는 차원에서 일차적

으로 간호사가 인식하는 환자의 건강문해력에 대해 확

인하고자 한다. 이는 간호사의 건강문해력 관련 지식,

기술 및 태도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 개발을 위한 기

초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대상자의 건강문해력을 고

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착에 기여하여 건강문해

력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이해도, 만족도 및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문해력에 대

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탐색하고 낮은 건강문해력을 가

진 환자에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며, 구체

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간호사가 생각하는

건강문해력은 무엇인가? 2) 간호사가 생각하는 환자의

건강문해력은 어느 정도인가? 3) 간호사가 낮은 건강문

해력을 가진 환자에게 대처한 경험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가 인식한 환자의 건강문해력을 분

석하기 위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부산 소재 종합병원의

간호사 중 1)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2) 일반 병

동 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 중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

료가 포화될 때까지 대상을 모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0명이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었다. 자

료는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에 의한 포커스그룹인터

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등을 구두 설명 후 인터뷰는 녹음을 통해

진행될 것임을 알리고 인터뷰 소요 시간 등 연구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권리, 비밀보장, 익

명성, 참여의 철회 가능, 연구종료 후 자료폐기 등 윤리

적 고려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후 참여자에게

서면동의를 받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서울에서 3명, 부산에서 7명, 총

10명의 참여자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자가 진행자가 되

어 진행하였다. 인터뷰 직전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뷰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후 시작

하였다. 인터뷰는 서울과 부산에서 각 1회 실시되었고

회당 2시간 30분~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인터뷰 내

용은 녹음 후에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사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건강문해력이 무

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근무하는 병동 환자들

(또는 그동안 접한 환자들)의 건강문해력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합니까?”, “간호사들의 건강문해력 이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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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특성을 가진 환

자가 건강문해력 수준이 낮다고 느꼈습니까?”, “근무

시 환자의 건강문해력이 낮아 어려움을 느낀 적은 언제

이며, 그때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Holloway와 Wheeler [23]가 제시한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

으며 의미있는 진술문을 분리하여 의미단위로 나누고

이후 의미단위를 요약하여 주제 및 하부주제로 추상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 확보를 위해 연구자

가 참여자의 말을 요약하고 의미를 추출한 것에 대해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독립적으로 필사본을 읽으면서

자료를 코딩 후 동료 사후보고를 통해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기관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서울과 부산 소재 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안내문을 제공 후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참여자에 한해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한 철회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으며, 익명성을

보장하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였다. 참여자들의 자발적 동의 하에 인터

뷰 내용은 녹음되었고, 주요 인터뷰 내용과 비언어적

행동 등은 현장노트를 통해 기록되었다. 연구 자료는

연구자가 익명화하여 처리하였고 연구참여에 대한 답

례로 다과와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하였다.

6. 연구자의 준비 및 연구의 엄격성 확보

본 연구의 저자는 현재까지 수편의 질적연구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하였고 질적연구의 도구인 연구자로서의

준비를 해왔다. 또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한국연구

재단에 과제 신청을 하여 선정되었다.

질적연구에서 신뢰성은 방법론적 견실성과 적절성을

의미한다 [24]. 구체적으로는 맥락의 의존가능성, 신빙

성, 이전가능성, 확증가능성,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23].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 확보를 위해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참여자의 말을 요약하고 의미를 추출한

것에 대해 member checking 과정과 독립적으로 필사

본을 읽으면서 자료를 코딩한 후 동료사후 보고(peer

debriefing)을 통해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thick description)을 통해 신

뢰성을 확보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현직 간호사로 구성된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두 종합병

원 근무자였으며, 근무 년수는 1년 5개월~18년 3개월로

다양하였다. 펑균 연령은 29.7세였으며, 연령 범위는 2

5～44세였다. 참여자 중 2명은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

한 전문학사, 나머지 8명은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의 학

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참여자 모두 여성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를 구분하

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사가 생각하는 건강문해력

1) ‘생소한 용어 ’건강문해력‘’

‘건강문해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

에 참여자 대부분은 ‘건강문해력’이라는 용어 자체를 생

소해 하였다. 이에 ‘건강정보이해능력’, ‘의료정보이해능

력’ 등이 건강문해력과 같은 의미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고 하자, 일부 참여자는 건강문해력이 뭔지 조금은

알겠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건강문해력이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P1)

학교에서 그런 거 안 배운 것 같은데... 간호사 되고

나서도 딱히... 보수교육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

데요.“(P2)

(연구자가 ‘건강정보이해능력’, ‘의료정보이해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자) 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느낌이 좀 오네요.(P3),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

어디선가 들어본거 같아요.(P4)

2) ‘알고보니 이미 체득하고 있던 건강문해력’

건강문해력의 정의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설명하자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자신이 이미 알고 체득하고 있던

개념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강문해력이라는 용어를

몰랐을 뿐이지 실은 간호사로서 환자를 대할 때마다 늘

염두에 두고 신경쓰던 개념이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



Health literacy on patients, perceived by nurses in hospital :focusing on focus group interview approach

- 586 -

었고, 이러한 반응은 연차가 높을수록 두드러졌다.

아...그게 건강문해력이에요? 아.... (알겠다는 듯이 고

개 끄덕거림).(P7)

에이, 그거 우리 다 아는거네요, 뭐.(P8)

아... 말만 몰랐다 뿐이지 우리가 맨날 신경쓰는거잖

아요, 사실.(P9)

그럼요, 환자 대할 때 그거 당연히 신경쓰면서 설명

하고 안내하고 다 하죠.(P7)

1. 간호사가 생각하는 환자의 건강문해력 수준

간호사가 생각하는 환자의 건강문해력 수준은 건강

문해력의 세 개의 하위 영역 즉, 건강정보 획득, 이해,

활용 능력으로 나누어 인터뷰하였다.

1) 건강정보 획득 능력 : ‘정보검색에 뛰어난 젊은 환

자’, ‘의료진 설명과 TV를 통한 정보에 의존하는 어르

신 환자’, ‘관심있는 정보를 잘 수집함’

건강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그 능력은 어느 수준

인지를 묻는 질문에 참여자들은 대체로 젊은 환자들의

정보 획득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하였다. 젊은 환자들

은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유자재

로 찾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하였으며, 그에

비해 노인 환자들은 스스로 정보를 검색하고 찾기보다

는 의료진의 직접적인 설명이나 TV 뉴스, 건강 관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

다. 또한 환자 본인이 관심있는 건강정보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다른 건강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수집하

는 경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아유,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있지 아이패드 있지...

아주 능숙하게 검색하고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많이 아

는 것처럼 보이는 환자도 있어요.(P4)

아무래도 나이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있다 해도 본인

들 성향 자체가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설명해주는 걸

더 좋아하시고 그걸 또 원하시기도 해요.(P6)

확실히 어르신들은 TV 뉴스에서 뭐가 나오면 그걸

계속 얘기하고 아니면 그대로 하려고 지키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P3)

특히 어르신들은 ‘명의’, ‘생로병사’ 같은 프로그램을

잘 챙겨보시더라구요. 거기 나온 내용을 우리한테 다시

물어보시기도 하고 회진돌 때 또 물어보면서 확인하시

고... 그러면서 안심하시는거 같아요.(P10)

자기가 알고싶은 건 어떻게 해서든 막 찾는거 같아

요. 특히 암 환자분들은 더 그렇구요. (P9)

2) 건강정보 이해 능력 : ‘이해력 떨어지는 어르신 환

자’, ‘선택적 듣기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저소득 취약계

층 환자’, ‘현재 컨디션에 따라 이해에 차이를 보이는

환자들’

건강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 참여자들은 대체

로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거나 취약한 계

층일수록 이해도가 낮다고 보았다. 또한 동일 환자이거

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환자이더라도 컨디션에 따라 이

해 능력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어르신들은 좀 한번에 못 알아들으시기도 하고... 그

래서 보호자랑 같이 설명드릴 때가 많아요. 중요한 설

명은 아예 처음부터 보호자 불러놓고 해요.(P1)

어르신 중에서도 예전에 공부 많이 하시고 좀 안정

적이셨던 분들은 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되게

잘 이해하시고 잘 알아들으시고 그래요. 그런거 보면

나이하고 꼭 상관있는 것도 아닌거 같아요.(P2)

젊은 환자 중에서도 본인이 지금 많이 어렵고 경제

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이상하게 같은 말을 해도 나중에

확인해보면 다르게 해석하고 계시더라구요. 근데 그게

한 두분이 그런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그래

서 그런 분들한테 설명드리거나 할 때는 환자분 말고

보호자까지 더 불러서 설명드릴 때도 있고, 주치의랑

같이 설명하거나 회진 때 중요한 설명을 하도록 부탁하

거나 그래요.(P5)

환자들이 갑자기 컨디션이 확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확실히 이해력이 좀 떨어지시는거 같아요.

잘 기억을 못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보호자분 계실 때

같이 설명드릴 때가 많아요.(P6)

3) 건강정보 활용 능력 : ‘자신이 경험한 건강문제 관

련 정보는 쉽게 적용함’, ‘능력이 우수한 고학력 환자’,

‘높은 삶의 의지는 건강정보 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침’

참여자들은 환자의 건강정보 활용 능력에 대해 대체

로 학력 수준이 높은 환자일수록 그 능력이 우수하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건강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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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정보는 학습 효과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쉽게

적용한다고 보았고, 심리적으로 의지가 강한 환자일수

록 건강정보 활용을 잘 한다고 하였다.

어르신이어도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은 확실히 젊은

사람 못지 않게 여기저기 응용을 잘 하세요. 젊은 환자

분들도 아무래도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 의료진 설명도

잘 이해하시고 그걸 또 잘 활용해서 건강 관리도 잘 하

시더라구요. 응용력이라고 해야하나? 그런게 있어

요.(P1)

어떤 분은 가족력이 대대로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더

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그쪽으로는 빠삭하게 알고 계시

고 스스로 관리도 엄청 잘 하시더라구요. 여쭤봤더니

어려서부터 봐와서 항상 경각심같은 게 있었대요. 그리

고 부모님들이 관리하시는걸 보고 자라서 잘 안다고...

거기다 본인이 새로 얻은 정보까지 더해서 정말 감탄할

정도로 관리를 전문가처럼 하세요.(P3)

예전에 암 병동에서 치료받으시다가 지금 퇴원해서

다른 병으로 외래 오시는 환자 분이 있는데, 암 병동에

서 워낙 다양한걸 경험하셨는지 웬만한건 다 이해하시

고 본인 관리도 잘 하세요.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

들은 확실히 달라요.(P8)

낫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확실히 달라요. 하나

를 알려드리면 그걸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

하시고 또 관리도 진짜 잘 하세요. 본인의 의지가 진짜

중요한거 같아요.(P10)

2. 간호사가 낮은 건강문해력을 가진 환자에게 대처한

경험

1)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설명 : ’적어주고 반복하

고 쉽게 말하고 그림도 그리고.‘

참여자들은 환자와 소통 시 환자의 반응을 즉각적으

로 살피며 기대했던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환자의 이해

도가 낮다고 보고 다양한 의사소통 기법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색깔 펜을 이용해 중요한 내용을 직접 적어가

며 천천히 설명하거나 서면 안내지를 들고 설명하는 경

우에는 형광펜 등으로 크게 표시해가며 반복해서 설명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최대한 쉬운 용어로

바꿔가며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은 그림을 그려서 설명

하기 등이 참여자들이 자주 택한다고 답한 방식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이해도가 낮은 환자에게 중

요한 설명을 할 때는 사전에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보호

자와 함께 있을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동시에 설명한다

고 하였다.

수술 같은거 설명하거나 중요한거 설명드릴 때는 아

예 종이에다가 막 크게크게 써드리면서 말하죠.(P2)

두꺼운 형광펜이랑 색연필 색깔 이쁜 걸로 동그라미

쳐가면서 설명할 때도 많아요. 퇴원 안내나 중요한 동

의서 받거나 할 때는 그렇게 해요.(P7)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거의 보호자분이 옆에 계시

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호자분이랑 같이 설명드릴 때가

많아요. 보호자분한테도 똑같이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줄 쳐가면서 설명드리고 그림도 그리고 해요.(P4)

특히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검사 같은거 말씀드릴

땐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명할 때가 많아요.(P6)

2) ‘환자의 이해를 막는 다른 요인도 파악함’

환자의 이해도가 지속적으로 낮거나 낮은 건강문해

력으로 인해 치료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해를 막는 다른 생리적, 심리적 요

인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정서적으로 불안도

가 높거나 우울이 심한 경우 환자의 이해도 역시 떨어

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에 대한 치료를 위해 주치의와

논의 후 타 과와 협진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보통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집

중력이 좀 떨어지고 기억도 잘 못하실 때가 있더라구

요.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설명드리거나 아니면 그게 좀

심하다싶으면 주치의한테 얘기해서 다른 과에 컨설트

내면 어떻겠냐고 하죠.(P2)

많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계속 쳐져있으신 분들은

저희도 소통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분

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주치의랑 의논해요.(P5)

Ⅳ. 논의

본 연구는 현직 간호사의 건강문해력에 대한 인지

정도와 그들이 파악하는 환자의 건강문해력 수준 및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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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강문해력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대처방법을 총체

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는 향후 간호사의

건강문해력 관련 지식, 태도,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환자의 건강문해

력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착에 기여하는 토

대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 중 대부분은 ‘건강문해력’

이라는 용어를 생소하게 받아들였고 일부 간호사가 대

학원 과정에서 배웠다고 답하였다. 건강문해력을 모른

다고 답했더라도 연구자가 해당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

자 대부분은 이미 알고있던 개념인데 용어 자체가 생소

할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외 선행연구 결과 [11,

12]에 비하면 본 연구 참여자의 건강문해력에 대한 인

지 수준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선, 국내에

건강문해력의 개념이 본격 도입된 시기 자체가 유럽,

북미 등 국외 선진 국가에 비해 늦었다는 점,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학부 교육과정에서 건강문해력

에 대해 실제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들

이 간호사가 된 이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건강문해

력을 접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여겨진

다. 건강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간호학과 학부교육과 간호사 보수교육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자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인식하는

환자의 건강문해력 수준은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참여자들은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즉, 취약계층일

수록 상대적으로 건강문해력 세부 영역(정보의 획득,

이해, 활용) 모두에서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였는데, 이

는 현재까지 다수의 선행연구 [25-27]에서 지지된 결과

와 같다.

참여자들은 낮은 건강문해력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대처법으로 일일이 적어주며 말하거나 반복적으로 설

명하기,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기 등을 꼽았다. 이외에

도 참여자들은 환자의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적 상황에

맞춰 자신이 알고있는 의사소통 기법을 적용하는 것으

로 보였다. 이러한 기법들은 보건 의사소통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지는 기초적인 것들이며 [28], 대부분

학부 교육과정에서 배우거나 취업 후 본인이 현장에서

스스로 체득한 것이었다. 근무 현장에 의사소통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있다고 답한 참여자는 없었으며, 입사

이후 의사소통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다고 답한

참여자도 없었다. 건강문해력이 낮은 환자에 대한 참여

자들의 대처방법은 대체로 본인 스스로의 역량에 좌우

되는 것으로 보여졌고,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교육에 의

한 것은 적었다. 따라서 향후 간호사들을 위한 보건 의

사소통 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 교육과정에서부터 간호사로 입사한 이

후에 이르기까지, 예비 간호사와 신규 간호사, 경력 간

호사 등의 단계에 맞춰 환자의 특성별, 임상적 상황별

특성에 따라 건강문해력을 고려한 보건 의사소통 매뉴

얼을 제공하여 간호교육을 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사의 건강문해력에 대한 인식 수

준을 높이고 환자의 건강문해력을 고려한 보건의사소

통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키워 궁극적으로는

환자-의료진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서

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치료효과를 높이는 전략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회에 걸쳐 이루어

진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추후 다기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이용하여 현직 간호

사가 인식한 환자의 건강문해력에 대해 탐색하였다. 연

구 결과, 간호사들은 환자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기저

질환, 정서상태 등에 따라 건강문해력 수준이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건강문해력이라는 용어를

다소 생소해 하였다. 간호사들은 낮은 건강문해력 수준

을 보이는 환자에게 다양한 의사소통 기법을 적용하는

등의 대처를 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환자의 건강

문해력 수준을 고려한 의사소통으로 효과적인 환자-의

료진 간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뿐 아니라 환자의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치료효과까지 높이는 전

략을 모색하는 데에 근거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간호사의 직무훈련과정에 건강문해력에 대

한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사소통 역량을 향

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전략 수립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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