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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가 치매 환자 통증사정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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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students’ Attitudes to Dementia and Empathy as Predictors of 
Pain Assessment in Patients with Dementia: A Medi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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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was done to identify mediation effects of cognitive and emotional em-
pathy between attitudes to dementia and pain assessment by nursing students caring for patients with dementia. 
Methods: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third and fourth-year students enrolled at one university college 
in Korea and who had completed a clinical experience (n=183). The students completed self-report measures 
on attitudes to dementia, pain assessment for patients with dementia and empath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ediation analysis. Mediat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Macro Process V.2.1 to examine mediation effect of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on the relation-
ship between attitudes to dementia and assessment of pain. Result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as dem-
onstrated for attitudes to dementia with cognitive empathy and pain assessment. Cognitive empathy was pos-
itively correlated with pain assessment. The specific indirect effect through cognitive empathy was β=.08 (CI 
0.01~0.17). However, emotional empathy was not a mediator of indirect attitudes to dementia or pain assessment 
for patients with dementia. Conclusion: In order to manage pain in patients with dementia, nursing students must 
have positive attitudes to dementia, empathy, and accurate assessment of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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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통증은 치매 환자들에게 흔히 있는 문제로 치매를 가진 사

람들과 치매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통증의 원인과 발병률은 비

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치매 환자의 통증은 과소평가되는 경향

이 있다[1]. 치매는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시공간 파악 능

력, 사고력 등의 인지 기능이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악화되

는 질환으로 이러한 인지 기능의 장애와 더불어 정서 변화, 기

동력 변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점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2]. 이러한 인지장애로 인해 간호사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

는 치매 환자의 통증은 간호사가 모호한 행동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거나 통증 호소를 간과하는 것 등으로 인해 치매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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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증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1,3]. 통증은 주

관적인 느낌으로 대부분의 경우 대상자의 자가보고를 바탕으

로 통증사정이 이루어지는데 인지손상과 함께 언어적 표현이 

손상된 치매 환자는 통증에 대한 정확한 자가보고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가보고를 통한 통증평가 도구의 사용이 

치매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확인되었다[4-6]. 

인지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의 통증평가는 행동관찰 및 생리학

적 지표를 활용한 통증측정도구를 사용 할 수 있고 이렇게 치

매 환자에 특화되어 개발된 도구들의 효율성 및 효과가 확인

되고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환자의 통증을 확인할 

수 있는 행동적 지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치매 환자의 통증을 

나타내는 단서를 놓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제기되고 있고 이

와 같이 잘 관리되지 못한 치매 환자의 통증은 인지기능 악화

의 진행, 우울, 면역계 저하 등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3-5].

이처럼 치매 환자의 통증을 관리함에 있어 통증사정은 매

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치매 환자가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할 것

이라는 오해와 선입견으로[7] 치매 환자의 통증사정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

는 것으로 치매에 대한 태도란 치매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

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의 문화나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 간호사의 치매에 대한 태도

는 치매 환자와의 관계 및 치매 환자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개념으로 치매 환자와의 상호관계 및 효율적인 의사소통

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통증관

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8]. 치매 환자의 인지장애와 의사소

통의 어려움 등으로 치매 환자와의 교류가 어렵다는 인식은 

치매 환자의 통증 징후를 확인하는 능력을 방해 할 수 있다

[4,5].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치매 환자에게는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태도나, 통증을 표현하지 않는 치매 환자

에게 투약이나 다른 중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태도는 치매 환

자의 통증사정에 또 하나의 장벽을 만들 수 있다[9]. 반면 치매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환자 개별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환자중심적인 접근방식에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 간호사로 

하여금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10]. 

치매 환자의 통증관리에 있어 또 다른 요소로 공감은 다양

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타인의 통증을 이해하는데 영향은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1,12]. Davis는 공감이란 다차원적

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13]. 공감에 대한 구분은 

다양하지만 크게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개념적인 이

해를 의미하는 인지적인 요소와 실제 관찰자의 내부에서 일어

나는 정서적인 반응인 정서적인 요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통

증과 관련하여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은 공감이란 타

인의 고통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주장

해왔다[11,12]. 인지적 공감의 동의어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식별하는 공감정확도라고 할 수 있다[11,12]. 

반면 통증에 대한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부정적 경험을 목격

했을 때 느끼는 고통이나 불안의 감정인 자기-지향적 정서 반

응과 타인에 대한 염려 또는 동정(sympathy) 같은 타인의 안

녕에 초점이 맞춰진 타인-지향적 정서 반응으로 나뉜다. 만약 

간호제공자가 자기 반응적인 경우 타인의 고통이나 불편을 회

피 하는 등의 자신의 고통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동기를 강화

할 것이고, 반대로 타인지향적이라면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

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11]. 이와 같이 공감

은 타인의 통증을 받아들이는데 밀접한 요소라 할 수 있고 특

히 환자와 간호사의 치료적 관계에서 공감능력은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11-13].

치매 환자의 통증관리를 위한 첫 단계인 통증사정에서 환

자가 표현하고 호소하는 통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통증관리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1,3,5]. 인지저하가 동

반되는 치매에 대한 태도는 치매 환자의 통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생각되어지고 이와 함께 통증에 대한 민감도라 

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는 이러한 공감을 사용하여 간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공감하기, 보살핌, 치료적 관계는 간호에 있어 기본이 되

는 것으로 이러한 역량을 간호대학생에게 교육하는 것은 환자

들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14]. 미래

의 현장에서 치매 환자의 양질의 간호 제공을 위해 간호대학

생들은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은 치매 

와 치매의 이해 및 치매 환자의 통증간호를 위한 지식 및 공감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의 치매태도 및 공감을 확인하고, 치매태도가 치매 환자의 통

증사정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치매태도와 치매 환

자 통증사정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행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치매 환자에 대한 태도 및 공감의 중

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간호대학생의 역량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가 치매 환자 통증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의 매개



Vol. 21 No. 1, 2019 43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가 치매 환자 통증사정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 치

매 환자 통증사정 정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 치

매 환자 통증사정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가 치매 환자 통증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

를 확인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와 치매 환자 통증사정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간호대학생 

중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3학년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

로 참여에 동의한 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중회

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중간

크기), 예측변수 3개(치매태도,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를 

지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119명이 요구되어 표본크기는 

만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치매태도

치매태도척도(Dementia Attitudes Scale, DAS)는 Car-

penter 등이[15] 치매에 대한 지식, 감정, 행동 등의 태도를 평

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원저자 및 한국어 번안자에게 도

구사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사용하였다. 치매태도는 안정

과 관련한 10문항, 지식과 관련한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음(1점)’에서 ‘매우 

그러함(7점)’의 Likert식 7점 척도로 평가된다. 총점이 높을수

록 치매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발 

당시 Carpenter 등의 연구[15]에서 Cronbach’s ⍺는 .71~.92,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1이었다.

2) 공감

공감 측정도구는 대인관계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

tivity Index, IRI)를[13]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원저자와 한국

어판 도구를 개발한 저자에게 사용 동의를 구하였다. 이 척도

는 관점 취하기(Perspective Taking, PT), 공상하기(Fantasy 

Scale, FS),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EC) 및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 PD)의 4개 영역을 나타내는 총 28문

항(각 영역별 7문항)으로 인지적 공감(PT, FS)과 정서적 공감

(EC, PD)으로 살펴볼 수 있다[12,13]. 인지적 공감 영역의 관점 

취하기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무의식적 

시도를, 공상하기는 상상력을 통해 영화, 소설과 같은 허구 상

황의 인물들과 동일시함으로 그들의 감정과 행동을 실제처럼 

느낄 수 있는 경향을 나타낸다. 정서적 공감의 공감적 관심은 

타인에 대한 온정, 열정, 그리고 염려의 감정을, 개인적 고통은 

자기중심적 관점으로 타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스스로가 불안하고 불편해지는 감정을 나타낸다. 무작위로 배

열된 이들 문항은 자가보고식 4점 척도로서 9문항은 역산 처리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

다. 개발 당시 Davis의 연구[13]에서 Cronbach’s ⍺는 .71~.77

이고, Harari 등[12]의 연구에서 인지적 공감의 Cronbach’s 

⍺는 .65, 정서적 공감의 Cronbach’s ⍺는 .77이었다. 본 연구

에서 전체 공감의 신뢰도 Cronbach’s ⍺는 .81, 하위영역의 인

지적 공감의 Cronbach’s ⍺는 .73, 정서적 공감의 Cronbach’s 

⍺는 .77이었다.

3) 통증사정

본 연구에서 통증사정은 통증사정도구를 이용한 객관적 통

증사정을 의미한다. 객관적 통증사정방법으로 대상자들이 동

일한 비디오를 시청한 후 치매 환자 통증사정도구를 사용하여 

치매 환자 통증사정 점수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은 4

팀으로 나뉘어 동영상을 시청하였고 일정 거리를 두고 앉아 다

른 참여자의 통증측정 정도를 알 수 없게 하여 응답의 확산을 

막고자 하였다. 통증측정도구는 Discomfort Scale-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DS-DAT)으로 치매 환자 통증사정

도구 중 하나인 행동관찰 통증측정도구이며 한국어 번안자에

게[16] 허락을 구한 뒤 사용하였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영상 속의 치매 환자의 통증정도가 높은 것으로 사정함을 의

미한다. 개발당시 DS-DAT의 Cronbach’s ⍺는 .71[17],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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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연구[16]에서 Cronbach’s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66이었다.

통증사정 시 활용한 영상은 영상 사용 허가의 권한을 소유

한 Lynn Snow에게[18] 이메일을 통해 사용 허락을 구한 뒤 

치매노인의 단계별 통증 영상 중 중등도 이상의 통증호소 동

영상을 사용하였다. 치매 환자 치료 및 간호 경험이 풍부하며 

치매 환자 통증사정을 빈번하게 접한 전문가 5인(요양병원 의

사 1인, 간호대학 교수 2인, 노인병원 근무 간호사 2인)에게 동

일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후 DS-DAT로 통증정도를 사정하

도록 하고 전문가와 간호대학생의 통증사정 점수 차이를 비교

하여 치매 환자의 통증 호소 상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간호

대학생의 통증사정 정도에 대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

(2.47±0.34)와 간호대학생(2.31±0.11)의 통증사정 점수의 범

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p=.351)되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

지로 C지역 대학의 협조를 얻어 참여할 대상자의 명단을 확인

하고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참여와 관련된 윤리적 측면을 설

명하고,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 작성하도록 하

였다. 자료수집은 연구보조원이 학과수업을 마친 후 학생들에

게 연구목적, 절차, 설문지 작성법, 자유의지에 따른 연구참여

와 철회 결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

명한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문제

를 고려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과 진행기간 동안 대상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거부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무기명으로 

진행됨을 이야기 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C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심

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제2-1046881-A- 

N-01호-201408-HR-040)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서면자료를 통해 연구보조원이 간호대학생에게 연구목

적과 자료의 익명서, 비밀보장,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에 대

해 설명하였고, 수집된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파일에 보관

되며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의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연

구 종료 후 분쇄방법으로 파기 할 것을 설명하였다. 설명 후 간

호대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통계 프로그램과 SPSS 

Macro Process V.2.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

하였고 주요변수는 상관관계 분석인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매개효과 검증은 기존의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과 Sobel test의 매개효과 유

의성 검증 분석방법은 연구모형에서의 측정오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방법적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19]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치매태도와 치매 환자 통증사정 간의 관

계에서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PSS Macro Process V.2.1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19]. 마지

막으로 가상의 무선표본을 만들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공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10,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

하였으며, 매개효과 계수의 분포구간으로 95% 신뢰구간을 측

정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의 주요 변수

간호대학생의 평균 연령은 22.4세이며, 여자 166명(91.2%), 

3학년 95명(51.9%), 치매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대

상자가 171명(93.5%)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치매태도는 

평균 5점 만점에 4.52점이었다. 공감은 평균 4점 만점에서 인

지적 공감이 2.31점, 정서적 공감이 2.40점이었다. 통증사정은 

평균 4점 만점에서 2.31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Nursing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8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2.4±2.2

Gender
　

Female
Male

166 (91.2)
16 (8.8)

Year
　

3
4

95 (51.9)
88 (48.1)

Educational experience 
of dementia

Yes
No

171 (93.5)
12 (6.5)



Vol. 21 No. 1, 2019 45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가 치매 환자 통증사정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able 2. Level of Attitude to Dementia,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and Pain Assessment (N=183)

Variables Categories M±SD Range 95% CI

Attitudes to dementia 4.52±0.57 1~7 4.43~4.60

Empathy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2.31±0.35
2.40±0.46

0~4
0~4

2.26~2.35
2.33~2.46

Pain assessment 2.31±0.35 0~4 2.26~2.36

Table 3.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N=183)

Variables
Attitudes to dementia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r (p) r (p) r (p)

Cognitive empathy  .24 (＜.001) 　 　

Emotional empathy .02 (.797) .43 (＜.001)

Pain assessment .22 (.002) .29 (＜.001) .12 (.101)

2. 치매태도, 공감, 통증사정 간의 관계

치매태도는 통증사정(r=.22, p=.002) 및 인지적 공감(r=.24,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인지적 공감과 통증사정 

정도도 양의 상관관계(r=.29, p=.001)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

서적 공감은 치매태도 및 통증사정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었다(Table 3). 

3. 치매태도와 치매 환자 통증사정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공감의 매개효과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전에 회귀분석의 가정을 확인

한 결과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지수

가 1.71~1.98로 나타나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었다.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0.94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

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06으로 10보다 작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이 치매태도와 치매 환자 통증

사정과의 관계에서 갖는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Figure 1-2).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는 PROCESS macro 분석을 시행하였다.

4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1

단계에서는 예측변수인 치매태도가 결과변수인 통증사정에 

미치는 총효과(total effect)를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치매

태도가 매개변수인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단계

에서는 매개변수인 공감이 통증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측

변수인 치매태도가 통증사정에 미치는 영향(direct effect)을 

분석하였다.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매개변수가 통제된 상

황에서 알 수 있는 영향이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분석단계에

서 확인된 간접효과(indirect effect) 확인 및 부트스트래핑 기

법과 Sobel test를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

인하였다. 

먼저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Figure 1). 결과 1단계에서 예측변수인 치매태도가 결과변

수인 통증사정에 미치는 총효과(total effect)는 유의하였다(β
=.12, p=.002). 2단계에서 치매태도가 매개변수인 인지적 공

감에 미치는 영향(β=.13, p=.001) 및 3단계에서의 매개변수인 

인지적 공감이 통증사정에 미치는 영향(β=.25, p<.001)과 예

측변수인 치매태도가 통증사정에 미치는 영향(direct effect, 

β=.09, p=.026)도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4단계를 살

펴보면 결과변수인 통증사정에 대한 치매태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인지적 공감을 통한 유의한 간접효과(indirect 

effect, β=.03, 95% CI [0.01~0.07])가 관찰되었다. 마지막으

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10,000회의 

부트스트래핑 방법과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β=.06, 95% CI=[0.02~0.13]으로 95%의 신뢰구간

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확인되었고, Sobel test 또한 Z=2.33, p=.019 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2). 결과 1단계에서 예측변수인 치매태도가 결과

변수인 통증사정에 미치는 총효과(total effect)는 유의하였다

(β=.12, p=.002). 2단계에서 치매태도가 매개변수인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 및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공감이 통증사



46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이 미 현

Figure 1. Model showing the influence of attitudes to dementia on pain assessme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empathy.

Figure 2. Model showing the influence of attitudes to dementia on pain assessme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mpathy.

정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개

변수인 정서적 공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예측변수인 치매태도

가 통증사정에 미치는 영향(direct effect, β=.12, p=.003)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4단계에서 결과변수인 통증사

정에 대한 치매태도의 관계에서 정서적 공감을 통한 간접효과

(indirect effect)는 β<.01, 95% CI [-0.01~0.02]로 관찰되어 간

접효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10,000회의 부트스트래핑 방법과 Sobel 

test를 시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β= 

.02, 95% CI=[-0.02~0.03]으로 95%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

며 Sobel test 또한 Z=0.21, p=.828로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

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가 치매 환자 통증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두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치매 환자의 질 

높은 통증 간호를 위해 적절한 통증사정과 이에 따른 통증간

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치매 환

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면 통증사정 시 치매 환자의 통증

을 높게 사정하고, 인지적 공감이 높아도 치매 환자의 통증을 

높게 사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먼저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는 인지적 공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치매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공감

의 점수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사의 공감과 치매 환

자 간호를 주제로 한 문헌고찰 연구[20]에서 치매에 대한 교육

은 치매 환자를 간호함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이

는 치매 환자에게 공감하는 환자중심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인지적 공감이 지식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공감

이라고 하였을 때[11-13] 치매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된 치매 

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인지적 공감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핵심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첫째,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와 

치매 환자 통증사정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은 부분매개효



Vol. 21 No. 1, 2019 47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가 치매 환자 통증사정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과가 있었다. 먼저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는 치매 환자의 통

증을 사정할 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매태도 점

수가 높아질수록 치매 환자의 통증점수를 더 높게 측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문헌고찰 연구를 통해 치매와 통증에 대한 부

정적인 태도는 통증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결

과를 확인 할 수 있었고[1],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에서도 치매통증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통증관

리수행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21]. 즉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때 치매 환자의 통증을 간과하기 않고 

이러한 접근이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동반할 수 있음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인지적 공감은 치매 환

자의 통증사정에 영향을 주었다. Schell과 Kayser-Jones [22]

는 환자와 비슷한 통증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진 간호사가 

환자에 대해 더 큰 공감을 갖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Drwecki 등[23]의 연구에서 환자의 통증이 환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상상하도록 한 간호사가 대조군에 비해 통증 

치료 편향이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의 통증

에 대해 인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치매 환자의 

통증을 민감하게 사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외의 기능

적 자기 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통증이 있는 누군가를 관찰하는 

것이 자신이 통증을 느끼는 것과 유사한 신경 세포를 활성화

하며[24], 타인의 통증에 대해 대상자가 나타내는 공감영역의 

뇌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공감능력 점수가 높다고 보고하였

고[25],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통증평가 점수가 높다고도 보고

하고 있다[24,25]. 즉 개인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관찰할 때 통

증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공감임을 나타내는 연

구가 보고되고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와 치매 환자 통증사정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공감은 매개효과가 없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보며 함께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정서적 

공감은 환자의 통증을 동정심으로 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게 

하거나, 환자의 통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의료진의 경우 

개인적 고통이나 소진, 공감피로를 통제하기 위해 둔감한 반

응을 보임으로 환자의 통증을 저평가 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6-28]. 국외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를 보면 환자에게 통증자극을 주는 사진을 보여주며 사

건 관련전위(Event-Related Potentials, ERP)를 측정한 결과 

일반인들보다 통증자극에 대한 반응이 낮게 측정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26]. 

공감의 인지 영역(대상자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역할 

습득 능력)과 감정적 영역(대상자의 정서적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감정 기술 사용)은 모두 통증간호에 필수적이다[29]. 인

지적 공감은 치매 환자의 통증을 보다 민감하고 정확하게 사

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정서적 공감은 치매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을 회피하거나 또는 동정하는 마음만으로 과하

게 받아들이는 것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

이다. 선행연구들에서 공감은 모든 돕는 관계에 중요한 요소

로 간주된다[12,13,26-28]. 간호사가 환자의 적절한 통증 완화

를 제공하기 위해 공감의 이해는 필수적이며, 많이 공감할수

록 통증에 대한 민감성도 커진다고 한다[29]. 이처럼 치매 환

자의 통증사정에 간호사의 주관적 판단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통증인식에 있어 간호사의 개인적 통증 경험, 태도, 편견, 환자

의 관계 등 주관적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중 간호사

의 민감성 또한 간호사들의 치매 환자의 통증지표 인식에 영

향하는 요소들 중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다[30]. 이와 같이 환

자와 간호사 간의 치료적 관계를 맺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

는데 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치매 환자에 대한 태도는 교육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시

킬 수 있으며[20] 뿐만 아니라 공감능력 역시 교육을 통해 증

진시킬 수 있다[14]. 특히 인지적 공감은 지식을 기반으로 형

성됨으로[11-13] 교육의 효과가 더 클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간호대학생들이 치매 환자를 간호하는 현장에 나가기 전 치매 

태도에 대한 교육 및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자 역량인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인지기능

의 저하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동반되는 치매 환자에 있어[2] 

환자마다의 필요와 간호를 민감하게 알아채고 제공할 수 있는 

치매 환자중심의 통증간호를 제공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가 긍정적

이고 인지적 공감이 높을 때 치매 환자 통증 점수를 높게 측정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치매 환자의 통증을 민감하게 받아

들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는 환자가 호소하는 통

증보다 통증사정이 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을 통해 많은 의료진들이 치매 환

자의 통증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1, 

3-5], 본 연구에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DS-DAT 통

증사정도구[17]를 사용하였을 때, 전문가와 학생의 통증사정 

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통증사정의 기준이 

되는 범위 안에서 통증정도의 점수가 측정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통증사정에 있어 공감외의 다양한 요

소가 있을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닌 영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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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통증사정을 수행하였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일부 지역의 학

생만을 상대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지역 및 제공되는 교육의 

특성에 따라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가 치매 환자 통증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치매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인지적 공감 능력이 높았다. 또한 치매 

환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치매 환자 통증사정 시 통

증점수를 높게 측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지적 공감능력이 

좋을수록 치매 환자 통증점수를 높게 측정하는 경향이 있었

다. 즉 치매태도와 치매 환자의 통증사정에 있어 인지적 공감

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정서적 공

감은 매개효과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인지적 공감능력은 치

매 환자의 통증을 민감하게 사정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치매 환자의 통증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치매 환자의 양질의 통증간호를 위해 간호사

는 학생 때부터 긍정적인 치매태도와 환자의 통증에 공감하는 

능력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대두되고 있는 환자중심간호의 

한 요소인 공감을 국내 간호학 분야에 도입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시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가 인지적 공감을 향상시키며 

치매 환자의 통증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둘째, 인지적 공감은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와 치매 환자 

통증사정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었으므로 인지적 공

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의 통증사정 시 치매태도와 인지적 공

감의 증진 뿐 아니라 인지장애 및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대상

자를 위해 개발된 통증사정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등 통증관리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치매 환자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인지적 공감은 교육

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교육과정에서 이러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추후 중재연구를 통해 치매태도와 인지적 공감의 교

육 후 치매 환자의 통증사정에 대한 중재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셋째, 치매태도와 인지적 공감 뿐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추

가하여 치매 환자 통증사정에 대한 연구의 확장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C지역 소재 대학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양한 환경에 있는 간호대학생 뿐 아

니라 직접 치매 환자의 통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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