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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간호대학생을 위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공감, 대인관계 능력 및 돌봄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공감개념에 입각하여 공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공감, 대인관계 능력 및 돌봄에 미치는 효

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ADDIE 모델의 개발방법에 따라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감요소를 

포함한 다차원적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간호학생에게 적용한 후 공감, 

대인관계 능력 및 돌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군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

설계이다. 

  연구대상자는 I시 K여자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총 46명으로 실험군 

23명, 대조군 23명이며, 2016년 4월 19일에서 5월 6일 까지 실험군에게 1회 2시간 30

분씩, 주 2회, 3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총 6회에 걸쳐 15시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의 각 회기의 주제는 마음열기, 마음으로 경청하기, 서로 다름

을 이해하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아채기, 공감 표현하기, 공감과 돌봄이라는 6

가지 주제로 강의, 발표, 개인활동, 그룹 활동, 집단토의, 모델링, 역할극, 과제, 성

찰일지 등의 교육방법과 비디오, 그림과 사진, 음악, 유인물, 경청검사지, Ego-gram 

검사 등의 교육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4월 15일에서 6월 8일까지 진

행했으며 양적 자료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전, 후(3주 후) 및 프

로그램 종료 후 4주 후(7주 후)에 공감, 대인관계 능력 및 돌봄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하였고, 질적 자료는 매 회기별 성찰일지와 소감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는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정

은 independent t-test와 x²-test, Fisher’s exact test로, 종속변수의 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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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은 shapiro-wilk test로 검정하였다. 가설은 Repeated measure ANOVA, 각 군간 

사전 사후 비교는 paired t –test로 검정하였다. 또한 매 회기별 성찰일지와 프로그

램 종료 후 소감문의 내용분석을 통해 의사소통적 공감을 확인하였다. 분석을 통해 

확인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종교, 자신이나 가족의 입원 경험, 전공 만족도, 

실습에 대한 만족도, 성격특성 및 스트레스 강도와 연구변수인 공감의 하위변수 4가

지 즉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및 대인관계 능력과 돌봄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은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공감변수에 대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인지적 공감의 2개 하위변수인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 정서적 공감의 2개 하위

변수인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에 대한 효과를 각각 확인하기 위한 가설검정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가설 1-1.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실험군과 참석하

지 않은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인지적 공감 중 관점취하기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집단 간(F=7.06, p=.011)와 집단 내(F=9.031, p <.001),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F=7.239,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또한 실험군의 사전 사후 변화를 확인하기위한 분석결

과 프로그램 중재 전에 비해 프로그램 중재 종료 4주 후 관점취하기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t=-4.665, p<.001). 

  가설 1-2.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과 대조군

은 시간경과에 따른 인지적 공감 중 상상하기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은 집단 간(F=6.537, p=.014)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 내(F=3.358, p= 

.817)와 집단 및 시간의 교호작용(F=2.073, p= .132)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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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은 기각되었다

  가설 1-3‘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과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정서적 공감 중 공감적 관심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가설은 집

단 간(F=3.601, p=.064)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집단 내(F=4.742, p=.011)와 집

단과 시간의 교호작용(F=4.719, p=.011)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 

1-3은 지지되었다. 또한 실험군의 사전 사후 변화를 확인하기위한 분석결과 프로그램 

중재 전에 비해 프로그램 중재 종료 4주 후 공감적 관심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t=-3.525, p=.002).

  가설 1-4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과 대조군

은 시간경과에 따른 정서적 공감 중 개인적 고통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집단 간(F=4.878, p=.032), 집단 내 (F=9.909, p< 0.001) 및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F=3.904, p=.024)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 1-4는 지지 

되었다. 또한 실험군의 사전 사후 변화를 확인하기위한 분석결과 프로그램 중재 전에 

비해 프로그램 중재 종료 4주 후 개인적 고통 점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t=3.238, p=.004).

3. 참석자들의 공감교육 프로그램 참석 후 의사소통 공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내

용분석 결과‘공감적 표현의 향상’, ‘위안과 치유를 경험’, ‘대인관계 향상’, 

‘갈등해결을 경험’등의 4가지 주제가 도출되어 의사소통적 공감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4.‘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은 시간경

과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집단 간(F=7.623, 

p=.008), 집단 내(F=17.752 p<0.001) 및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F=14.064, p<0.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 3은 지지 되었다. 또한 실험군의 사전 

사후 변화를 확인하기위한 분석결과 프로그램 중재 전에 비해 프로그램 중재 종료 4

주 후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t=-7.74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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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은 시간경

과에 따른 돌봄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집단 간(F=11.637, 

p=.001), 집단 내(F=16.853, p<0.001),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F=9.595, p<0.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 2는 지지 되었다. 또한 실험군의 사전 

사후 변화를 확인하기위한 분석결과 프로그램 중재 전에 비해 프로그램 중재 종료 4

주 후 돌봄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t=-9.256, p<.001).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

감요소가 모두 포함된 다차원적 개념의 공감개념에 입각하여 개발된 공감교육 프로그

램을 통해 공감에 있어서 인지적 공감의 관점취하기와 정서적 공감 중 공감적 관심이 

향상되고, 정서적 공감 중 개인적 고통이 감소되었으며, 대인관계 능력 및 돌봄이 향

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찰일지와 소감문 분석결과 의사소통적 공감도 향상

되었다. 이는 본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개인내적 공감인 인지적, 정서적 공감을 부분

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내적 공감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적 공감에 변화를 가져와 대인

관계 능력과 간호사로써 필요한 자질인 돌봄을 향상시켰음을 보여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공감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로써의 공감이 아닌 내면의 공감을 회

복하고 향상시켜 대인관계 능력을 키움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요구를 해결하는 돌봄을 향상시켜 간호의 

질을 높이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어: 공감, 공감교육 프로그램, 대인관계 능력,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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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해하고, 나누면서 내적 공감을 형

성하여, 상대가 혼자가 아니며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돕는 것으로(Gallese, 

2007; Cunico et al, 2006) 상호작용과 관계의 기초인 사회적 ․ 정서적 차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인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느낌을 함께 나누고(Gallese, 2007),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김광수, 김해연, 2009). 즉 인지적, 정서적 공감인 내적 공감 

능력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어 남을 돕는 이타적 행동으로 연결되며(Davis, 1994), 이

는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한다(구자경, 

2006).

  공감은 지지적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Alligood, 2005). 간호사는 환자와

의 관계에서 자신이 치료적 도구가 되어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Kasch, 1986), 이때 간호사의 공감은 간호사와 환자와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쳐 

질병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Alligood, 2005). 그러나 공감이 그 중요성

으로 인해 간호문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간호사가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느끼는 공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Kunyk & Olson, 2001).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로 일하게 될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시기

에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공감적 태도와 기술을 습득하여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

킴으로 대학생활의 적응뿐 아니라 임상상황에서 환자 및 타전문직종과의 대인관계 및 

돌봄을 준비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대학기간은 Erickson (1959)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보면 초기 성인기로 성숙

한 대인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시기이다(이광자 외, 2011). 그러나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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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학원과 입시라는 문제로 경쟁적 인간관계를 형성

하고, 컴퓨터, SNS, 스마트폰의 보유 및 사용이 늘면서‘왕따’ 문제나 혼자서 밥먹

는‘혼밥’문화 등이 대학생들에게 확산되는 현상을 보면 대인관계를 위한 적절한 훈

련과 교육을 받을 만한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대학교 입학으로 각

자 다른 지역, 문화, 생활환경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취업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간관계보다는 학점이나 스펙 등이 중요시 되면서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적응 및 대

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주은선, 현수경, 2005).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의사소통 능력(구자경, 2006)과 이에 기

초가 되는 공감능력(박성희, 2004)을 키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이라 하겠

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간호학 분야에서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간호교육 

과정에 의사소통 기술을 교육하여 인간관계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현

재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학사학위과정 인증기준에 있어 의사소통론과 인간관계론 등

은 인문사회과학 영역의 전공기초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한국간호교육인증평가

원, 2015), 대부분의 간호대학에서는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관련 교과목을 저학년 대

상의 기초과목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다(김선아, 박정아, 이현화, 2004). 그러나 공감

적 능력에 기반한 의사소통을 통해 대인관계와 간호의 본질인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서는 단순히 의사소통 이론 및 기술에 대한 이론만을 제공하는 교육방법만으로는 간

호대학생들의 내적인 공감능력을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선아 등(2004)은 기존 

의사소통 교과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 간호대학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

운 수업방식인 강의와 집단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그 효과를 보기위한 연구를 통해 현

재 강의위주의 교과목 운영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간호교육자들은 공감교육을 통한 공감기술의 개선 가능성과 공감교육을 통한 다양

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Cunico, Sartori, Marognolli & Meneghini, 2012).  

공감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감력과 만족도가 향상되었고(Ozcan et al., 2012; 

Cinar & Cevahir, 2007; Ancel, 2006; Razavi et al, 2002; Cutcliffe & Cassedy, 

1999; 최의숙, 1988), 의사소통기술 및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었으며(하이경, 2015; 

신경아, 이은숙, 2011; 원정숙, 신현숙, 2008; 송은주, 2006; Edward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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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감소되었고(Beddoe et al., 2004), 정서적 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Razavi et al., 2002). 또한 공감훈련을 받은 간호사에게 간호받은 환자들은 그

렇지 않은 간호사에게 간호받은 경우보다 통증, 우울이 감소하고 만족감이 증가하여

(La Monica et al., 1987), 환자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공감을 측정하거나 

돌봄과의 관계를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외의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 간호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Brunero et al, 2010) 총 17

개의 연구 중  7개만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중 4개는 학교 커리큘럼 내의 

교과과정을 중재로 보았으며, 2개는 단기간의 의사소통기술을, 1개는 명상훈련을 이

용했다. 국내의 경우 공감교육 프로그램은 의사소통적 공감(정확공감으로 공감수준을 

측정)만을 다룬 최의숙(1988)의 연구가 있고, 공감요소를 포함하거나 공감능력을 결

과변수로 본 교육이나 훈련프로그램 또는 연구는 독서요법,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및 

애니어그램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과(유영미, 2015 ; 픽은희, 박재순, 

2013; 이미련, 2011), 정서적 공감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외선, 구미옥, 2014)과 의사소통 기술 위주의 공감의 행동적 요소에 중점을 둔 것(최

의숙, 1988; 원정숙, 신현숙, 2008; 신경아, 이은숙, 2011: 송은주, 2006; 김선아, 

박정화, 이현화, 2004)이 있으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감요소를 모두 포함

한 다차원적인 공감모형에 근거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연구는 현재 

없는 상태이다.

  현재 공감 이론가들과 연구자들의 공감에 대한 이해는 공감적 반응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요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을 때 향상될 수 있다는 합의에 도달했다(박성

희 2004). 즉 공감을 표현하기 전에 공감적으로 사고하고 공감적 정서를 갖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행동적 요소 중 하나인 의사소통 기술만으로 공감의 

본질에 도달 할 수는 없으므로(Williams & Stickley, 2010), 공감교육은 표현적 요소

인 의사소통 기술뿐 아니라 그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공감의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

인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인 공감모형에 근거한 공감교육이 필요하다(박성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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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를 포함한 다차원적인 공감개념에 입각하여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공감, 대인관계 능력 및 돌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전문직 간호사로써 기본적 자질을 준비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일반적인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위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을 위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공감, 대인관계 능력 및 돌봄에 미치는 효과

를 검정한다.

3. 용어의 정의

  1) 공감교육 프로그램

  (1) 이론적 정의 

  공감에 관한 기초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의 심리상태를 추론하는 인

지적 능력과 정서적 상태에 대해 파악하여 대리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자질을 습득

하고(Davis, 1983), 그 결과로 공감적 언어표현(신경일, 1994)을 숙달해 가는 과정으

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공감능력을 키우고 훈련시키는 활동이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를 포함한 다차원적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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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접근한 프로그램으로 간호대학생에 맞게 개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 발표, 개

인 및 그룹 활동, 그룹토의, 역할모델링, 역할연기 등의 교육방법을 이용한 1회기 2

시간 30분씩, 주 2회, 3주에 걸쳐 6회기로 구성된 총 15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

램을 말한다.

  2) 공감 

  (1) 이론적 정의

  공감이란 타인의 심리상태를 추론하는 인지적 능력과 정서적 상태에 대해 파악하고 

대리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자질과(Davis, 1983),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내

적 과정을 거친 결과로 공감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신경일, 1994).

  (2) 조작적 정의

  Davis (1983)의 대인간 반응성 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이용

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인지적 공감의 2개 범주(관점취하기, 상상하기)와 정서

적 공감의 2개 범주(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로 구성된 4개의 공감 하위 범주를 각

각 측정하여, 범주별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

사소통적 공감은 성찰일지와 소감문의 내용분석을 통해 공감적 언어사용에 대한 변화

를 통해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대인관계 능력

(1) 이론적 정의 

  대인관계 능력이란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한나리, 이동규, 2010).

(2)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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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hrmester 등(1988)이 개발한 대인관계 유능성  설문지(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aire)를 한나리와 이동귀(2010)가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로 번역, 수

정하여 대학생에 맞게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

인관계의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돌봄 

  (1) 이론적 정의 

  돌봄이란 인간에 대한 따듯한 감정, 관심, 태도, 호의적 바람뿐만이 아니라 돌봄의 

가치에 대한 간호지식과 간호활동 및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Watson, 1999).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Coates (1998)가 Watson의 초개인적 돌봄 이론과 Bandura의 자기 효

능감 이론을 토대로 대상자나 환자와의 돌봄 관계 개발과 돌봄 중심의 표현, 태도, 

행동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돌봄 효

능감 척도(Caring Efficacy Scale, Form B)를 통해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돌봄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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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공감

  1) 공감의 개념

  공감(共感)은 감정이입, 동감, 동정, 연민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영어로

는 empathy, sympathy, compassion 등으로 제시되어 왔다. 공감은 다양한 학문분야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져 온 관계로 공감을 한 마디로 정

의하기가 매우 어렵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편적인 의미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공감(empathy)의 기원은 미학에 근원을 둔 독일어의 Einfϋhlung에서 유래되었다. 

Einfϋhlung란 용어는 Vischer (1873)가 미의 대상에 자아를 투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처음 사용하였고, 이를 영어 비평가이자 소설가인 Lee가 Einfϋhlen을 ein(안에)과 

fϋhlen(느낀다)가 합쳐져서 된 글자로 이해하면서 두 단어를 합해서 ‘들어가서 느낀

다’라는 의미에 근거하여 ‘함께 느끼다’, ‘감정을 개입시키다’를 나타내는 뜻으

로 영어의 ‘feeling into’로 번역했다(김태훈, 2015, 재인용).

  이러한 감정이입의 개념에 대해 독일 심리학자인 Lipps (1903)는 미의 대상이 미적 

만족의 대상이긴 하지만, 미적 만족 그 자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오히려 미적으로 

만족하고자 노력하는 자아라고 여겼다. 즉 미적 만족은 비록 대상을 통해 발생하지

만, 대상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안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생각했다(김태

훈, 2015, 재인용). 이를 미국 심리학자 Titchner (1915)가 영어의 empathy로 번역하

여 사용하면서 empathy의 개념을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 과정이나 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인 유추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근육 안에서(in the mind’s 

muscle)’라고 부르는 일종의 감각 운동적인 내적 모방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고

대 그리스어인 empatheia에서 따와서 ‘안(en)’과 ‘고통 혹은 열정(pathos)’을 의

미하는‘empathy’로 영어로 번역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김태훈, 20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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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다양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공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려는 노력들이 있었

다(Muncer & Ling, 2006). 공감은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따라 다양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졌다. 타인의 감정을 경험하는 정서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Bryant,1982),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에 중점을 두기도 하며(Hogan, 

1969), Rogers (1975)처럼 상담에 있어 공감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공감의 개념을 타

인의 감정 및 정서, 그들의 내적 경험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며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행동으로 본 학자도 있다. 또한 공감의 기능에 대해 초점을 두어 

공감을 이타적 행동의 선행 원인으로 보기도 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촉진적인 역

할로 개념화하기도 하면서(Dovidio, 1984; Batson, 1991) 공감은 사회적 행동의 중요

한 변인의 하나로 밝혀지게 되었다. 

  박성희(2004)는 다양한 공감에 대한 정의들은 공감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의 차이

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공감의 특성을 이해하

려 했다.

  먼저 공감은 행동으로 보는 관점, 성격으로 보는 관점, 체험된 정서로 보는 관점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행동으로 보는 관점은 주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대상자가 

지각하거나 제 3자에 의해 관찰할 수 있는 공감으로 객관적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다

는 전제하에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가변적 공감으로 상태공감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성격으로 보는 관점은 공감을 개인의 성격이나 지속적인 성향으로 보는 것으로 공감

은 개인이 가진 하나의 관점이며 태도로 보고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보아 특성 공감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외에 체험된 정서로 

보는 관점이 있다고 보았다(박성희, 2004, 재인용) 

  두 번째로 공감의 정의는 강조되는 특성에 따라 요소별로 분류되기도 한다.

  인지적 요소를 강조한 접근은 공감을 타인의 관점을 취해 볼 수 있는 능력으로 보

며, 정서적 요소를 강조한 접근에서는 공감을 타인의 감정에 대해 대리적으로 체험하

는 능력으로 보고, 의사소통적 요소를 강조한 접근은 공감한 것을 대상자에게 전달하

는 능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았다. 이외에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인 복합요소들

을 함께 접근하는 관점과 공감과정을 단계별로 이해하고 단계별로 공감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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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리고 각 단계마다 공감측정을 달리한 정의도 있다(박성희, 2004).

  세 번째로 공감은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결과로 정의되기도 한다. 상대방의 내

면 속의 심리적인 과정에 참여하는 기제로 보는 공감은 과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

며, 참여결과 형성되는 인지적, 정서적 일치현상은 결과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이

러한 과정이며 동시에 결과적인 공감의 모순적인 현상은 공감은 다차원적인 것 또는 

다단계적으로 이해할 때 해결할 수 있다(박성희, 2004).

  간호학에서 공감의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은 Paplau가 모성감정이 영아에게 전달되

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최미정, 2005). 이후 간호학자

인 La Monica (1981)는 공감을 ‘상대방의 입장을 느끼고 정확하게 지각하여 상대방

에게 이해된 바를 의사소통하여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공감의 인지적, 정

서적 영역과 더불어 의사소통적 요소를 포함시켰고, Schantz (2007)는 대상자의 상황

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돌봄을 통해 대상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타인에 대한 돌봄까지 공감에 포함시켰다. 간호사는 대상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간호중재를 제공할 때 대상자에게 비로소 다가갈 수 있으며(공병혜, 2007), 대상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경감시키려는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간호를 수행할 때 공감에 

기반한 환자 중심 간호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Boyatsis, Smith, & Blaize, 

2006; Lown, Rosen & Marttila, 2011). 이런 정의들은 행동적 공감영역을 강조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간호학에서의 공감에 대한 이해는 내적 공감을 넘어 행동적 공감을 

통한 반응까지 포함시켰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감을 한 마디로 통일시켜 정의하기는 어렵다. 

초기의 학자들은 공감은 정서적 요소나 인지적 요소의 하나로 정의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표현적(의사소통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연구들이 나타났고, 최근에는 공감

을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박성희, 2004). 즉 공감능력은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내적과정을 거친 

결과로 나타나 ‘공감의 언어 표현’이나‘도움 행동’과 같이 표현된다는 것으로 설

명하기도 한다(Davi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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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감의 구성요소

  지금까지 공감의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는 철학이나 심리학영역에서 주로 인지적 요

소와 정서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공감에는 적어도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라는 두 가지 분명히 구별되는 요소가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학자들에 따라 연민적 요소, 표현적 요소, 의사소통적 요소 등을 들기도 한다. 일반

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공감을 기능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우이다(박성희, 2004). 

  일반적으로 공감의 구성요소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의사소통적 요소로 나뉘

며 그에 따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공감을 인지적 요소의 관점에서 본 견해는 Mead나 Piaget같은 인지주의 학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의도, 감정 등에 관해 이해하는 것

이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인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학자들을 정서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생겨난다고 보며, 개인의 연령, 성격, 혹은 상

황적 요소들은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요소에 대한 

강조한 학자들은 공감이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를 구별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과 역

할을 가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지적 능력이 갖추어진 이후에 발달 할 수 있다고 하

였다(박성희, 2004, 재인용). 

  공감을 정서적으로 파악한 경우는 주로 Freud와 같은 임상심리학자들에 의해서이

다. 이들은 동일시 과정을 통해 공감능력이 획득된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은 다른 사

람과의 공감적 관계의 이면에 작용하는 기제로 사람들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서 동일시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기제로도 사용한

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감능력이 획득되는데 다시 말하면 공감이 일어나기 위해

서는 동일시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예로 공감의 원초적 형태인 

모아관계를 예로 제시한다. 유아는 반사적으로 엄마의 몸짓, 얼굴 표정을 따라하고, 

유사한 행동을 모방하는 정서감염으로 정서적 공감이 나타난다고 보았다(박성희, 

1994). 이러한 공감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 입장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공감

을 타인의 정서적 상태와 일치하는 대리적 정서반응으로 보는 입장과 공감을 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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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에 대한 관심 또는 타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정서적 반응의 체험으로 보고 공

감자가 공감대상자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또한 공감

을 이 둘을 결합시켜 정서적 일치와 동정적 반응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Davis, 1994). 어떤 입장이든 공감은 공통적으로 정서적 측면을 주요 요소로 내포하

고 있다. 

  공감의 의사소통적 요소는 ‘공감하는 행위는 타자의 내면에서 세계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이해한 바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전달할 때 완성된다는 입장이다. 즉 공감

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계양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로 한다(박성

희, 2004). 그러나 이러한 공감의 구성요소를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로 분

리한 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상의 구분일 뿐 공감이 몇 가지 요소로 명확히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학자들의 공감에 대한 논의들은 공감은 적어도 

단일 차원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복합적인 차원의 개념이며, 다만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어느 한 요소를 보다 강조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박성희, 2004)



- 12 -

2. 공감교육 프로그램

  공감은 간호영역에서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최근 출판물들은 현재의 간호환경에

서의 공감교육의 가치를 지지하고, 간호교육자들은 간호사들의 공감기술 개선의 가능

성과 공감교육의 다양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Cunico, Sartori, Marognolli & 

Meneghini, 2012)

  공감은 크게 ‘태도’로 보는 입장과 ‘기능’으로 보는 입장으로 크게 나뉘어 질 

수 있으며, 이런 입장에 따라 교육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박성희, 2004).

  Rogers(1975)는 공감을 의사소통 기술로 보기보다는 공감하게 하는 기본적인 자세

나 태도로 설명했다. 즉 공감을 단순히 ‘경청기술’이나 ‘느낌의 반영’ 등으로 보

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제하고 들어가는 하나의 접근방식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지

만, 이 관심이 이기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상

대방에 대한 공감적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집중된 사고를 넘어서서 상대방

의 관점이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공감 교

육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박성희, 2004). 따라서 공감의 본질을 인간에 대

한 신뢰나 존경 같은 태도로 보는 경우 공감 교육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교육하

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의 공감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정서적 요소를 

중시한 자료들은 공감적 태도 형성에, 의사소통기능을 중시한 자료들은 대화기술과 

인지기능의 훈련에 크게 비중을 두었다(박성희, 1994). 따라서 공감을 무엇으로 보느

냐에 따라 교육 방법이 달라진다고 보여진다. 즉 읽기자료, 사진, 예술품, 조각, 영

화 등을 활용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삶의 태도로서의 공감을 향상시키려는데 

목적을 두는 반면, 정확 공감이나 과학적 추론 등 공감의 기능에 초점 맞춘 프로그램

들은 공감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감적 태도는 주로 교육영

역에서, 공감적 기능은 주로 상담과 치료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데(박성희, 1994), 

실제로 임상현장의 치료적 관계의 만남의 경우에는 공감적 대화기능이 공감교육의 주

요학습내용이 되므로(박성희, 1994) 같은 공감교육이지만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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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인지에 따라 학습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감은 1940년대와 1950년대 Rogers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와 70년대 초기까지 인기 있는 조력훈련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과 80

년대 초기에 정신치료 분야 연구자들에 의해 공감에 대한 일반적인 효과에 대한 의구

심 제기와 공감에 대한 철저한 검토요구로 1975년과 1995년 사이에는 그 중요성이 쇠

퇴하기 시작하고 연구도 부족해졌다(Watson, 2001).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공감

에서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다시 관심을 받

게 되었고 최근 들어 신경과학 분야에서 공감 시 나타나는 뇌의 변화를 토대로 정서

적인 면뿐 아니라 인지적 혹은 관점취하기가 강조되기 시작했다(Elliott et al.,  

2011). 또한 Truax와 Carkhuff (1967)는 공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

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공감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에서 

공감적 반응은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그러한 느낌에 부착되어 있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정확히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런 측면의 공감은 의사

소통 기능에 해당한다(박성희, 2004). 의사소통기능으로서의 공감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되며(Gazda et al, 1987) 많은 연구에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에 이를 적용하였다.  

  공감과정은 환자와 치료자 사이의 이해를 나누는 관계를 통해 상호적으로 발생하는 

상호작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크게 정서적 단계, 인지적 또는 지적 단계, 대상

자를 이해하기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행동적 기술 적용의 3단계로 나눌 수 있

다. 이 중  행동적 기술만이 공감에 대해 관찰되고, 측정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공감

훈련 시 행동적 요소인 의사소통 기술에 종종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실제로 공감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쉽게 측정될 수 없는 공감의 정서적 단계와 인지적 단계보다는 

행동적 단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White, 1997). 지금까지의 간호

분야의 공감교육은 주로 공감의 내용을 전달하는 표현적 요소에 중점을 두었고 흔히 

경청기술 맥락으로 교육되어졌다. 그러나 행동적 요소인 기술만으로 공감의 본질에 

도달 할 수는 없으므로(Williams & Stickley, 2010) 공감교육은 표현적 요소인 의사

소통기술뿐 아니라 그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공감의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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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다차원적인 공감모형에 근거한 공감교육이 필요하다(박성희, 2004).

  1990년대의 간호문헌들은 기본적인 공감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내적 

잠재력으로 이해했다(Kunyk & Olson, 2001;  Morse et al., 1992). 이런 면에서 보면 

공감은 “배워지는 기술”만으로는 제한적이며 간호교육자들은 학생들의 공감의 내적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간호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내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공감의 중심인 다양

한 관점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공감에 대한 자기반성을 통하여 본인의 삶의 경험을 반

성해보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Walsh, 2008).

  최근 간호교육관련 문헌에서는 공감과 관련되어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이 각광받고 있다(Evans & Allen, 2002; Hurley, 2008). 이러한 정서지능은 흔히 통

증, 상실, 두려움, 기쁨, 사랑, 낙심, 절망 같은 사건에서 경험된 삶의 교훈으로부터 

경험적으로 배워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경험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 그들의 내적 관계 구조를 확장시키다. 학생들의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는 질병에 대한 내러티브 사용이나 환자의 삶의 실제를 보여주는 비디오 등

을 이용하여 상상하기 등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교육적 중재는 학생

들이 공감을 위한 자신의 내적 역량과 접촉하고, 실무를 이해하는데 있어 공감의 가

치를 경험적으로 배우도록 촉진한다(Williams & Stickley, 2010).  Franks 등 (1994)

은 소그룹에서 간호경험에 대한 정서적 요구를 나눈 경험과 간호에서 환자의 정서적 

요구를 만나도록 요구되어진 간호사들에게서 정서적 지지를 위한 요구가 증가되었음

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의 역할은 학생들이 대상자들과 일대 일로 접촉하면서 

그들을 돕고 지지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공감에 대해 동의된 부분은 공감이 돕는 관계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것과 공감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간호사가 환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탐

색하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의 관점을 탐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감에 필요한 기

술로 경청하는 능력, 집중하고 판단을 중지하는 능력과 함께, 공감개념의 속성인 다

른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무비판적인 태도 갖기, 다른 사람의 느낌 이해하

기, 이해한 것을 의사소통하기(Burnard, 1987) 자기인식, 의사소통 기술을 강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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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히 경청, 자신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느낌과 숨겨진 느낌, 다른 사람을 판단하

지 않는 등의 기술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Wiseman, 1996).

  외국의 경우 간호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공감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10개의 공감훈련 프로그램 중 3개는 학교의 커리

큘럼 내의 교과과정(의사소통관련 과목, 전체교과과정, 예술수업)을 중재로 보았으

며, 2개는 정신간호와 지역사회간호 과목의 강의와 실습을 중재로 보았다. 나머지 4

개는 의사소통 및 상담 등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훈련을 중재로 보았고 1개는 명상

훈련을 이용했다. 측정도구는 10개 중 9개는 양적측정을, 1편은 질적 분석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양적측정을 한 9개의 연구 중 8개는 모두 공통적으로 의사소통 기술이나 

공감의 의사소통적 요소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중 3편은 의사소통적 공감에 

인지적 공감을 추가하여 측정하였으며, 1편은 인지적,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였다. 또

한 9편의 연구에서  2개 연구는 상태공감과 특성공감을 함께  측정하였는데 2편 모두 

상태공감(state empathy;의사소통 기술로 주로 측정)의 변화는 나타났으나 특성공감

(trait empathy; 성격 혹은 인지적 측면의 공감으로 주로 측정)은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부록 5).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5편으로 모두 공감적 의사소

통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부록 6).

  국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공감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중재연구는 12

편 정도로 독서요법과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유영미, 2015 ; 픽은희, 박

재순, 2013)과, 의사소통기술 위주의 공감의 표현적 요소에 중점을 둔 것(하이경, 

2015; 신경아, 이은숙, 2011; 원정숙, 신현숙, 2008; 현미열, 박은옥; 2008; 송은주, 

2006; 김선아, 박정화, 이현화, 2004; 최의숙, 1988), 정서적 공감을 강조한 프로그

램으로 자기노출 훈련 및 합리적 정서훈련(최연자, 이경완, 정춘화, 이애란, 2009),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이외선, 구미옥, 2014)이 있으며, 그 외 성격특성을 강조한 

애니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미련, 2011)이 있다, 중재시간은 45분∼30시간까지 다양

했다. 이들 공감교육 프로그램은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공감, 

임상수행능력,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극복전략, 문제해결능력, 문화적 역량, 정서지

능 등을 측정하였으나 공감의 요소별 측정이나 돌봄을 측정한 것은 없었고, 중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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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감을 통합하여 접근한 다차원적인 공감모형에 근거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도 없었다(부록 7).

  간호학 이외에 상담분야에서는 다양한 공감연구들이 있는데 국내에서 개발된 공감

훈련 프로그램은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상담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일반 성인, 간호사 등을 다양한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청소년 이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공감의 행동적 요소인 의

사소통에 주로 초점을 둔 것(구자경, 2006)과, 공감의 다차원설을 기초로 인지적, 요

소, 정서적 요소, 의사소통적 요소를 포함한 것(신경일, 1994, 1997)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양적 측정으로 인한 제한으로 공감적 반응 즉 의사소통 

기능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고. 프로그램 길이는 3회기에서 12회기까지 다양하

다. 최근에는 초등학생(한경인, 박승희, 2015; 김광수, 김해연, 2009)과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을 대상(이은희, 이효자, 2014; 김신아, 황영식, 2012)으로 공감의 다차원

적 요인을 포함시킨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연구에 있어서도 

최근 공감교육을 교과와 연계하여 접근 하는 방식은 공감의 패러다임 변화를 실감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성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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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감과 대인관계 능력

  Erikson(1963)의 발달심리학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후기 청소년에서 초기 성인기

로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과 성숙한 대인관계의 기초를 구축하는 심리사회적 발달과업

을 달성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 시기에 이 발달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립감, 공

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이광자 외, 2011). 특히 간호대학

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이 겪는 일반적인 대인관계 뿐 아니라 임상실습과정에서 의료현

장의 다양한 대상자인 환자, 보호자뿐 아니라 보건의료전문가들과 효과적이고 치료적

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간호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

스는  임상실습 과정에서의 모호한 역할, 부정적인 간호사, 대인관계의 어려움, 부정

적 환자 및 실습생에 대한 지지부족 등과 보건의료전문가나 간호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인간관계 부담감(박미영, 2004; 안혜경, 2006; 한지영, 2010), 타이트한 교육과

정 및 국가고시 합격관련 스트레스 등(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2002)으로 이는 간호

대학생들에게 성공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점수는 중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김희숙, 박완주, 하태

희, 2006 ; 정혜선, 이기령, 2012)으로 나타났으나 임상실습 현장의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상자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간호사로써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정혜선, 이기령, 2012). 

  공감은 대인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대인관계를 발달시키고, 갈등해

결을 통해 대인관계 향상을 가져오며, 친사회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배미정, 조한익, 2014; 조한익, 이미화, 2010; 한유정, 김순혜, 201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들은 모두 공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선주, 김한홍, 2013; 배미정, 조한익, 2014).  

  공감 요소와 대인관계와의 연구를 살펴보면 배미정과 조한익(2014)은 대학생 251명

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 자존감,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하여 인지적 공감이 정

서적 공감보다 4배 이상의 설명력을 보이는데 이는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 능력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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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 유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이 두 가지 공감능력이 주로 대인관계의 한 

측면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핵심변인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이화영, 유성모, 2011; Davis, 1994; Eisenberg & Miller, 1987). 인지적 공감

부족은 타인의 욕구, 불안, 단점 등을 읽어 내지 못하게 하고(Clark, 1980), 정서적 

공감부족은 감정표현을 억제하게 하는 핵심기제로 제시되어 사회적 긴장과 대인관계 

갈등을 초래하고, 대인관계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다(Smith, 2006).

  공감 하위요인 별 대인관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고문정(2006)의 대학생을 대

상으로 공감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관점취하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 수준이 낮은 반면 개인적 고통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상하기와 공감적 관심은 전체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한익과 이미화(201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친사

회적 행동의 관계성을 조사한 결과 관점 취하기, 공감적 관심, 상상하기는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개인적 고통은 친사회적 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김선주와 김한홍(2010)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수준과 

의사소통 능력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에서      

인지적 공감의 관점 취하기와 정서적 공감인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이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의 공통점은 인지적 공

감인 관점취하기는 공통적으로 대인관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공감 요소별 대인관계에 영향의 연구결과에 대한 통일성이 없

어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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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감과 돌봄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은 질병예방과 치료법의 발전, 의료비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보건의료 현장에서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비인본주의적 경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송경애, 노춘희, 1999). Watson (1985)은 의학이 점차 기계

화, 전문화 되면서 비인간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적 돌봄(caring)을 보존하는 

것이 간호와 건강전문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을 하였다.  

   돌봄은 간호사에 의한 공감의 결과로 발생하며, 간호기술과 공감은 질적간호에 있

어서 필수적인 요소로(Hudson, 1993), 간호사는 대상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수행

되는 간호중재를 제공하면서 대상자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이것을 돌봄이라 한다(공병

혜, 2007). 

  공병혜(2007)는 돌봄을 간호에 있어서 간호행위의 특성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그는 다양한 돌봄 관련 문헌을 정리하여 돌봄의 특성을 5가지로 정리하였다. 

그 특성은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 간호의 도덕적 이상, 정서적 특성, 대인관계 속에

서 이루어지며, 치료적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

지는 돌봄의 정서적, 도덕적 특성은 간호의 예술적 측면으로 간호 실무에서 치료적 

간호중재 행위의 핵심이 되는 것이며,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감성적 지각에 따

른 대상자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는 그들을 도우려는 인지적 공감의 차원을 일으키고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대상자의 돌봄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즉 돌봄 안에는 대인관

계를 기초로 한 공감의 정서적, 인지적 차원의 개인내적 차원과 의사소통을 통한 돌

봄이라는 행동적, 표현적 공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공병혜, 2007).

  돌봄이란 자애심과 평정심을 바탕으로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Watson, 2009), 돌봄의 필수 행위로 너그러움, 자비, 주는 대로 받기, 진실된 

공감, 겸손, 헌신, 기쁨을 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Watson, 2009). Morse 등(1992)은 

돌봄의 확장된 표현이 공감이라고 표현했으며, 돌봄에 대한 지각을 포함한 전문직관

이 있는 간호사는 스스로의 업무 처리에 있어 더 나은 성과를 냈으며, 돌봄에 대한 

지각이 높은 간호사는 인간의 건강과 치유의 힘에 대해 이해하고 환자와 간호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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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돌봄과 사랑을 실천하며 전인간호를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

다(Persky, Nelson, Watson, & Bent, 2008).

  간호와 상담분야를 비교해보면 간호 분야에서 공감의 목적은 심리치료나 상담에서

의 목표와는 다르다. 심리치료영역의 목표는 효과적인 치료적 변화라면 간호학에서의 

일차적 목표는 외로움과 고독을 완화하고, 편안함과 지지를 제공하고, 이해 가능하고 

타당한 환자의 요구와 만나는 것이다(Williams & Stickley, 2010). 환자들은 간호사

와 접촉하는 순간에 말기질환, 갑작스러운 손상이나 삶을 변화시키는 만성질환을 앓

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위기는 환자에게 두려움, 상실, 통증과 절망 같은 인간

의 가장 깊은 감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때 공감적인 치료자는 공감을 통해 불안

을 감소시키고, 통증조절을 촉진하며,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유지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고, 만성질환 중에도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 건강결

과와 연결됨을 알 수 있다(Kirk, 2007; Myhrvold, 2003; Reynolds & Scott, 2000).   

  공감은 치료적 접근을 위한 기초로 환자의 내적 관계구조를 이해하게 만들고, 정서

적 수준에서 느끼고 의사소통하도록 한다. 또한 간호사의 높은 공감력은 환자의 건강

에 영향을 미쳐 불안, 적개심 우울을 감소시키고 만족도를 증가시키며, 통증을 감소

시키고, 맥박과 호흡을 개선시키고, 걱정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aMonica et al, 1987; Reynolds & Scott, 2000;  

Goubert et al, 2005), 노인요양시설에서 공감력이 높은 간호사에 의해 간호 받은 환

자들은 비인간화와 탈인격화를 감소시킴으로써 자아개념의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Williams, 1979). 돌봄으로써의 공감을 개념화한 학자들은 공감을 간호사

가 환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런 환자 이해 경험으로 인해 환자를 위해 어떤 행동

을 하도록 충동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돌봄의 공감개념에서 공감과정의 결과는 

대상자가 이해되는 과정이 아니라 간호중재로써 환자의 신체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나 정서적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중재로써 디자인되어진다고 설명함으로써 공감자

체보다는 공감을 통한 환자상태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Kunyk & Olson, 2001).

  따라서 간호사는 공감을 통해 환자의 요구를 더 세밀하게 찾아내며, 숨어있는 환자

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돌봄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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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Davis(1994)가 다양한 학자들의 과거 공감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공감의 선행요

인, 공감의 과정, 공감의 결과를 토대로 개발한 Empathy : Organizational Model에 

근거하였다(Figure 1).

Figure 1. Empathy: The Organizational Model(Davi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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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s (1994)는 그 동안 공감관련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공감에 관한 통합모형인

‘Organizational Model' 을 제시했는데 이 모형에는 공감과 관련된 모든 측면들이 

크게 선행조건, 과정, 개인내적 결과, 대인간 결과의 네 가지 구성개념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Davis (1994)의 모델에서 공감은 과정(processes)이자 결과

(outcomes)로 보여진다.  '선행조건(antecedents)'은 개인특성과 상황적 특성이 포함

된다. 개인특성으로 공감자 또는 공감대상자의 생물학적 특성, 개인차, 학습 경험과 

같은 성격변인이 포함되며, 상황특성으로 상황의 강도, 공감자와 공감대상자 간의 유

사성 등이 포함된다.

  과정(process)은 관찰자 내에서 공감적 결과들이 산출되는 특수한 기제를 말하며 

비인지적 과정으로 신생아들이 옆의 아이가 울면 따라 우는 것과 같은 원초적 순환반

응(primary circular reaction)과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는 동작 흉내(moter 

mimicry) 등이 있다. 그리고 인지적 각성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하여 보호자의 정서

적 상태가 유아에게 전달되는 현상에서 기인하는 고전적 조건화(classical 

conditioning)와 기억 속에 있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과 연합하여 공감적 고통을 

느끼는 직접적 연상 및  타인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기보다 그 고통스러운 감정의 이

름 또는 고통스런 경험의 묘사 등 상징적인 단서들을 접할 때 보이는 라벨링 등의 단

순한 수준의 각성과 언어적 매개 연상과 타인의 입장에 서보는 역할취하기 등의 고차

원적 수준의 과정이 있다. 이 고차원적 수준의 과정인 역할취하기는 타인이 받는 고

통을 마치 자신이 그 희생자인 것처럼 상상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려는 의도

적인 노력에 의해 야기되는 상태이다. 이들 과정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무의식적 

자발적 정서반응으로써의 공감은 역할수용, 관점수용이라는 인지적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한 공감으로 발전해 간다(Davis, 1994). 

  원초적 순환반응에서 라벨링 까지는 거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라 할 

때 역할 취하기는 매우 세련된 인지적 성숙과 목적 지향적 행동을 요구하는 인지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박성희, 2004)

  공감의 결과 중 개인내적 결과(intrapersonal outcomes)는 개인의 공감능력을 말하

며 반드시 대상을 향하여 외현적 행동으로 드러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관찰자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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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되는 인지적, 정서적 반응들과 관련된다(Davis, 1994). 정서적 공감은 병렬적 결

과(parallel outcome)와 반응적 결과(reactive outcome)로 구분되는데 병렬적 결과는 

관찰자가 대상의 감정과 동일한 반응인 반면, 반응적 결과는 단순히 동일한 감정을 

갖는 것과는 다른 상태로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과 부정적 반응인 분노 등을 포함

한다. 여기서 공감적 관심이란 타자지향적인 동정을 느끼고 불행한 타인에 대해 관심

을 갖는 경향을 말하며, 개인적 고통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 마음이 불

편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경향이다. 비정서적 공감 결과 즉 인지적 공감의 결과는 대

인지각의 정확성(interpersonal accuracy), 귀인판단(attributional judgements)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대인관계적 결과’는 선행요인, 과정, 개인내적 결과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결과로 도움행동, 사회적 행동 및 부정적 결과인 공격성을 포함하고 

있다(Davis. 1994). 

본 연구의 개념틀은 Davis (1994)의 Empathy : Organizational Model 개념틀에서 

제시된 선행요인, 과정, 결과(개인내적 결과와 대인간 결과)를 기초로 하되 결과에 

의사소통적 공감을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Davis(1994)의 모델은 개인내적 결과인 인

지적, 정서적 공감이 대인간 공감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없으나 

그가 이 모델을 설명하면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으로 표현되어 도움행동 및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을 제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에서 대인간 상호작용 공감으로 의사소통적 공감을 측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Ancel, 2006; Edwards, Peterson & Davies, 2006; Razavi et al., 

2002).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Figure 2와 같다

'선행요인'에는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개인특성으로 연령, 종교와 성

격특성을 포함시켰으며 성별은 본 연구대상자가 모두 여성인 관계로 제외시켰다. 학

습경험의 경우 연구대상자들이 동일 학교에 같은 학년으로 수업내용이 동일하여 이 

부분은 제외시켰으나 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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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하였다. 또한 상황적 특성으로 상황의 강도는 스트레스 강도로 공감자와 공감대

상자 간의 유사성은 임상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과 가족의 입원경험을 포함시켰

다. 이러한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이유는 선행요인들이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선행요인에 대한 동질성을 확보를 통하여 선행요인들로 인

한 외생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만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이다.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과정에는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의 다차원적 요소들인 인지적 공감요소, 

정서적 공감의 요소들을 포함하되 공감의 간호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인관계에서 공

감이 전달되도록 의사소통적 요소를 포함하였다. 공감과정의 결과인 개인내적 결과에

서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은 양적방법으로 측정하였고(Davis, 1994), 의사소통적 

공감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실제 대상자들과 접촉하여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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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작성한 회기별 성찰일지와 소감문

의 내용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도움행동(helping)은 돌봄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간호사가 환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런 환자 이해 경험으로 인해 환자를 위

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충동되는 것을 돌봄으로써의 공감으로 개념화한 학자들

(Hudson, 1991; Sutherland, 1993)의 견해와 도움행동(helping)은 두 단계 즉 상담자

와 내담자가 언어적 반응행위와 비언어적 반응행위를 통해 내담자가 자신을 잘 노출

시키도록 하는 촉진적 관계형성과 행동중심의 단계로써 내담자가 바람직한 행동으로 

시도하는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Yu & Kirk, 2008), 간호사의 도움행위는 간호대상

자와의 관계에서 경청행위와 언어적 반응을 통한 대상자의 감정 및 요구를 노출하도

록 돕고, 대상자가 빠른 회복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행동(Social Behavior)에는 협동성,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등이 포함되는데(박성희, 

2004)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능력으로 측정했고, 대인간 결과에서 공격성의 경우 

부정적인 대인간 결과(Davis, 1994)이므로 이는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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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1. 공감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은 ADDIE 모델(Branch, 2009)의 단계를 적용하였다. 

이 모형은 교수체계설계 과정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모형으로 분석단계

(Analysis), 설계단계(Design), 개발단계(Development), 실행단계(Implementation), 

평가단계(Evaluation)로 구성되어 있다(Table 1).

  1) 분석 단계

   본 연구도구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핵심용어로 공감교육, 공감훈련, 

공감교육 프로그램, 공감훈련 프로그램, 공감, 공감능력 등을 사용하여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공감관련 교재 등을 포함하

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또한 간호대학생 3인과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신규간호

사, 3년차 간호사와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각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과 대인관계 문제

를 사정하여 공감교육의 사례개발에 이용하였다.

  2) 설계 단계 

  본 연구의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공감력을 향상시켜, 대인관

계 능력 및 돌봄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중재요소는 Davis (1994)의 다차원적 공감개념에 기초하여 공감의 인지

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들을 포함시켰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내적 공감인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높이는 동시에,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을 통해 대인간 

결과인 대인관계 능력과 돌봄을 향상시키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개발방법에는 개념적 요소에 따라 개발하는 방법과 기존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신경일 1994),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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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Content

1. Analysis

. Literature review

- Review of empathy, empathy education, empathy 

   training, empathy education program, empathy training 

   program in nursing

- Review of effects of empathy education/training program.

- Review of education program of empathy improvement and

   teaching –learning methods

. Analysis of the curriculum related empathy in a college of nursing. 

. Interview  for case development and need assessment

(nursing student, nurse) 

2. Design

. Composition of program contents

- Development of Program purpose for nursing students

- Understanding of empathy components

- Connection of intervention and outcome

- Sequencing of intervention

- Development of evaluating method

- Decision of teaching strategies and learning methods   

3. Development

. Development of pilot program 

- Setting the goal for each session

- Setting theme for each session

- Describing contents, activities and teaching methods for each 

   session

4. Implementation

. Pilot program implementation

- Verification of program validity(Face validity)

- Implementation of pre-test

5. Evaluation
. Confirmation of program after analyzing and revising pre-test 

  results with consideration of face validity

Table 1. Development of the Empathy Program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ADDI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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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외 간호학생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및 의사소통 공감을 위한 기술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

된 신경일(1994), 심수영(2009), 주혜주 외(2010) 등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적용하

였다. 공감요소에서는 관점취하기, 정서적 공감요소는 정서적 민감성, 의사소통적 공

감요소는 의사소통 기술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 세 가지 공감요

소들에 대한 훈련을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이 실제 대인관계와 임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상 사례와 역할극을 통해 통합, 적용함으로써 대인관계 능력과 돌봄이 

향상되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은 정서적 공감훈련을 먼저 하고 다음에 인지적 공감훈련 

그리고 마지막에 의사소통적 공감훈련을 실시한 후 이를 통합하도록 하였다. 이는 

Davis (1994)모델에서 정서적 공감이 출생 후 먼저 생성되기 시작하여 나이가 듦에 

따라 좀 더 성숙한 인지적 공감으로 점점 발전해 간다는 설명 때문이다.

  프로그램 효과평가를 위한 평가도구로써 개인내적 결과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

감을 내포한 공감능력을 자가 설문지로 측정하며, 개인내적 공감을 대인간 결과인 대

인관계 능력과 돌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 공감은 매 회기 기록하는 성찰일

지와 소감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확인키로 하였다. 의사소통적 공감을 질적 방법

으로 측정한 이유는 원래 의사소통을 통한 공감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상

황에서 실제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직접 인지한 공감이나 제 3

자에 의해 관찰된 공감을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연

구 참여대상자 간 설정된 상황의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 측정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

러운 의사소통 능력 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연습의 형태로 평가되어 실제 의사소통적 

공감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고(박성희, 2004), 정확공감 측정 시에는 측정시간이 길

어 실제 공감교육 프로그램 연구에 어려움을 제언한 연구들이 있어(최의숙, 1988), 

본 연구에서는 성찰일지를 통한 질적 평가방법인 내용분석을 통해 평가하기로 하였

다. 또한 대인간 결과인 돌봄은 돌봄 효율성으로, 대인관계 능력은 대인관계 유능성

을 통해 자가설문지법을 통해 측정하도록 하였다. 돌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적

인 삶의 현장이나 간호현장에서의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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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연구 설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행동을 직접 측정하기보다는 도움의지를 측정하

는 경우가 많음으로(박성희, 2004), 남을 돕겠다는 의지 표명과 실제 행동 간에는 차

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실제 행동을 관찰하기 어려운 경

우 간호학생들의 돌봄 행동에 대한 대안으로 돌봄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비교적 

현실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문헌고찰 결과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5시간에서 105시간까지(105시간은 수업을 연구

중재로 사용할 때 나타남) 다양하며, 11시간 이하의 공감훈련 프로그램도 효과적이라

는 근거가 있었다(Brunero et al., 2010). 

  또한 우리나라 연구에서 신경일(1997)은 폭력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성 감소를 위

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위해 공감의 다차원적 요소를 모두 포함시킨 공

감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였다. 그는 공감을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

로 구분하여 각 요소별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총 21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의사소통 공감에만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신경일(1997)의 연구는 공감능

력이 낮은 폭력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1회 2시간 30분씩, 주 2회, 3주간의 프로그램으로 6회에 걸쳐 총 15시간으로 구성하

였다. 각 회기는 강의와 실습 단계로 나누여 진행하며, 진행 사이에 휴식시간을 삽입

하여 대상자들의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론의 경우 

강의와 동영상 등이 포함되어, 20∼40분 정도가 소요되며, 실습의 경우 50∼110분의 

시간이 소요되나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흥미를 높이도록 하였고 진행과정에서 프로

그램 전환 시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도록 구성하였다.

  교수방법은 문헌고찰 결과 공감력 향상을 위해서는 경험적 학습이 중요한데 특히 

세 가지 핵심 요소는 개인적 경험,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성찰, 생각과 행동의 전환이

라는 것이다(Reynolds & Scott, 2000). 이런 경험학습이 임상의 간호사들에게는 적당

하나 학교교육 중에 있는 간호학생들에게는 제한점이 있음으로 자신의 개인적 경험, 

실습 시 경험, 교수의 임상 사례 소개 및 역할극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간접경험 및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소그룹 활동 및 토의와 역할극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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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발 단계

  본 연구의 예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의 전체적인 구성은 1회기

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자기소개를 통해 참석자들이 공감을 준비하는 마음열기 

단계이며, 2-3회기는 공감의 정서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공감적 경청 및 정서적 민

감성을 훈련하기 위해 경청하기와 감정이해 및 표현을 위한 동영상을 포함한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되며, 4-5회기는 공감의 인지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 시 그림, 

스토리, 동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후 전개에서 관점취하

기와 상상하기에 대한 강의 및 실습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교수방법으로 강의에서는 

개념소개, 동영상, 사례소개(내러티브), 교수자 경험담 소개로 진행되고, 실습으로 

자신의 경험담 및 사례를 통한 토의 및 개인 활동 및 그룹 활동으로 구성될 예정이

다. 6회기는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하고, 

집단활동을 통해 서로 성장하는데 있어 공감이 필요함을 느끼도록 구성하여 서로 지

지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훈련할 것이다. 이 모든 2-6회기에는 모두 공감의 의사소통

적 요소들을 포함시켜 실제로 의사소통 방법을 연결하였다.

    모든 회기는 도입, 전개, 종결로 구성되며, 도입은 약 10∼20분으로 인사하기, 

지난 시간 돌아보기 및 학습목표 소개가 이루어지고, 전개는 115분∼130분으로 크게 

강의, 토의 및 설명 등으로 이루어진 이론적 단계와 실제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실습으로 구성하였으며, 종결은 약 10∼35분으로 요약 및 정리, 다음회기 소개 및 성

찰일지, 과제 등을 포함시켰다. 

  교수학습방법으로 전개 시 이론적 단계에서 교육방법은 강의, 발표, 개인 활동, 그

룹 활동, 집단토의, 모델링 등을 사용했으며, 교육 자료로 비디오, 그림과 사진, 음

악, 스토리자료, 유인물, 각종 검사지 등을 사용하여 참석 대상자들이 교육에 대한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는 동시에 각 회기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구성하였

다. 실습단계에서는 자신의 경험담 및 사례를 통한 경청훈련, 성격검사 및 분석을 통

한 관점이해 훈련,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감정의 민감성 

훈련, 대인관계의 갈등상황에서 공감을 통한 의사소통 실습 및 모델링, 대인관계와 

임상상황을 기반으로 한 역할극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각 주제에 대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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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공감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실습에 초점을 두어 구성

하였다.   

     

4) 실행 단계

  연구의 예비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간호학 교수 1인과 연

구자가 내용을 구성한 후 정신간호전공 교수 1인, 간호학과 교수 2인, 상담 전문가 1

인의 총 4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수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전문가 타당도를 통해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부록 8), (부록 

9), 수정된 내용은 연구 참여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정서적 공감보다 인지적 공감이 

교육을 통해 쉽게 바뀔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

하여 전체 회기 구성에서 있어서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감과 이를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공감과 돌봄으로 전체 구성을 정리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도입, 전개, 종결의 순서대로 진행하되, 전개에서 강의

라는 명칭이 전체적인 구성에서 볼 때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론

적 단계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리고 각 회기의 목적과 주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회기별 주제명을 마음열기, 마음으로 경청하기, 서로 다름을 이해하기, 자신과 타인

의 감정 알아채기, 공감 표현하기, 공감과 돌봄으로 최종 수정하였다. 그 외에 기존

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시 논의되었던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하

면서 마지막 시간에 소감문 작성과 함께 공감 경험 및 느낀 점, 유익했던 점등 을 나

누는 시간을 통해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 구성은 1회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자기소개를 통해 참석자

들이 공감을 준비하는 마음열기 단계로 구성하였고, 2∼3회기는 공감의 인지적 요소

에 초점을 맞추어 공감에 영향을 주는 자아개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상황과 실제에 

대한 개인의 인지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스토리, 동영상 등을 통해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경청 및 타인의 역할취하기를 통한 인지

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4회기는 인지와 정서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상황 및 사실, 인지, 감정의 연관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 및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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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정서적 공감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으며, 

5회기는 앞에서 다룬 인지적, 정서적 공감을 기초로 표현하는 의사소통적 공감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6회에서는 1∼5회기에 배웠던 공감

태도 및 기술을 통합하여 실제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갈등상황과 임상 사례

에 기반한 역할극을 통해 공감능력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매 회기 종료 시 대상자들이 각 회기 중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의사소통적 공감의 변

화를 확인하고자 성찰일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수정된 프로그램은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가 

포함된 1개 회기씩 3회의 프로그램을 3학년 간호학생 4인에게 2016년 4월 13일에서 

14일까지 사전 적용하였다. Pilot program의 사전적용 결과 간호학생 4인은 감정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다루었던 강의와 실습에서 자신의 갈등상황을 나누고 이에 대해 

자신을 이해하는 부분들과 ego-gram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부분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관점취하기를 위해 적용되었던 그림, 스토리 등을 통해 관점취

하기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동안 자신의 타인에 대한 이해가 공감이 아니었다고 생각

되었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상대라면 어떻게 느낄까’라는 생각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고하면서 프로그램 전체적인 내용과 진행에 만족스러워 했다. 그러나 

의사소통 및 표현부분에서는 좀 더 임상상황과 실제 갈등 사례가 많이 포함되어 그 

부분에 대한 실습을 할 수 있으면 적용하기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 1∼5회기의 공감

교육 중에 대인관계의 문제와 임상상황과 연결되는 사례를 보강하여 간호학생들의 대

인관계 능력과 돌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하였다. 

  5) 평가 단계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결과와 예비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토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에 대한 만족도 및 회

기별 프로그램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강하고, 학생

들이 실제로 해 볼 수 있는 실습과 갈등사례에 대한 보완을 거쳐 최종 공감교육 프로

그램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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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프로그램과 선행 프로그램의 차별성은 본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 다차원적 공감개념

에 입각한 프로그램으로 각 공감요소별 훈련에 중점을 두되 실생활과 임상환경에서 

통합, 적용되도록 구성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내적 공감뿐 아니라 성품 즉 태도

로써의 공감으로까지 발전하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하였고, 대인관계 능력과 돌봄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연구대상자 간 1:1의 대면 훈련 프로그램과 사례를 가지고 

소그룹 토의 및 실습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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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1) 연구 가설

  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공감변수에 대한 효과를 검정하

기 위해 인지적 공감의 2개 하위변수인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 정서적 공감의 2개 

하위변수인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에 대한 효과를 보기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① 가설 1-1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공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인지적 공감 중 관점

     취하기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② 가설 1-2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공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인지적 공감 중 상상

     하기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③ 가설 1-3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공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정서적 공감 중 

     공감적 관심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④ 가설 1-4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공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정서적 공감 중 개인

     적 고통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⑵ 가설 2.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공감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⑶ 가설 3.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공감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돌봄 정도에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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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est Intervention
Post- test 1

(Immediately after)

Post-test 2

(After 4 weeks)

Exp. E1 X E2 E3

Cont. C1 C2 C3

     을 것이다.

⑷ 이상의 가설 외에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회기별 성찰일지와 소감문의 내용분석을 

통해 의사소통 공감의 변화를 확인한다.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간호학생에게 적용하여 간호학생의 공감, 대인관계 

능력, 돌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군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설계이다. 

Figure 3. Research design 

.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 E1, C1 : General Characteristics, Empathy (Cognitive, Emotional), 

      Interpersonal ability, Caring 

.  X  : Empathy Education Program  

       (150 min at a time, Twice a week, A total of 6 times)

      Writing a reflective journal after each session and final evaluative 

       write-up     

. E2, E3, C2, C3 : Empathy (Cognitive, Emotional), Interpersonal ability,  

       C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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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일 지역 간호학생을 표적모집단으로, 일 지역 K 여자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자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임의표출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현재 간호학과 4학년으로 실습교육을 경험한 자

. 프로그램 참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제외기준은 정신병적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자와 다른 공감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자이다

  연구 대상자수는 연구의 검정력 확보를 위해 대상자 수는 G* Power 3.1.4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유의수준(α) 0.05, 효과크기(d)는 중간인 0.25, 검정력(1-β)은 0.95, 

집단수 2, 측정 수 3회, 반복측정치간 상관계수 0.5, 구형성 가정을 1을 기준으로 

repeated measures ANOVA를 실시하기 위한 최소 표본 수는 총 44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 26명, 대조군 25명으로 총 51명이 참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배정기준은 실험처치(공감교육 프로그램)가 학기 중 시행되므로 

1회 2시간 30분씩, 주 2회에 걸쳐, 6회를 지속적으로 참석가능한 학생을 실험군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학생은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실험군에 배정된 26명의 학생 중 2

명은 선택수업의 시간차이로 다른 대상자들과 시간을 맞출 수 없었고, 1명은 아르바

이트 시간과 겹치는 등의 개인사정으로 탈락하였으며(탈락률 13%), 대조군의 경우 설

문지의 불성실한 응답으로 2명이 탈락되어(탈락률 8%) 최종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23

명, 대조군 23명으로 총 46명이었다. 

  연구대상자를 4학년으로 정한 이유는 대상자들이 이미 임상실습을 경험하였고 앞으

로 취업을 앞두고 있어 임상에 적응이 필요한 학년이며, 연구 대상 학교가 3년제에서 

4년제로 학제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본 연구 대상학년들은 일주일에 수업이 2일에

서 3일간만 이루어지고, 수업이 선택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실습이 없어 학생들의 부

담감이 적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시차를 두지 않고 동일기간에 실험군, 대조군의 설

문조사가 이루어져 중재효과의 확산의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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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주로 선택식 강의만 있고 실습이 없어 연구대상자들 간 접촉빈도가 적고, 중재

방법이 소그룹 활동, 동영상, 그림 자료, 개별학습을 통한 토론 및 실습, 역할극을 

통해 대상자 내면의 인지와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므로, 학생 간 

공유가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시차설계를 할 경우 연구기간이 길어져 연구대상 학생들이 기말고사 기간에 대한 부

담이 있을 수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였다.

  4)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자가보고 설문으로, 설문지는 공감 28문항, 대인관계 능력 31문항, 돌봄 

30문항과 일반적 특성(인구학적 특성, 스트레스 강도, 성격특성)의 총 15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후 측정 시 일반적 특성의 총 65문항을 제외하고 총 86문항을 사용

하였다. 사전조사는 25분, 후속조사는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에 사용되는 도구

는 개발자와 번역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⑴ 공감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는 Davis(1983)가 개발한 대인간 반응성 지수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Kang 등(2009)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한국어판 IR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인지적 공감

(관점취하기, 상상하기)과 정서적 공감(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의 2영역 4범주에 

걸쳐 각 범주 당 7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며, 부정문항 9개와 긍정문항 19개

로 구성되어 있다. 관점취하기는 다른 사람의 심리적인 관점이나 태도를 자발적으로 

취해보려는 경향, 상상하기는 자신을 상상적으로 책, 영화, 희극 등의 허구적인 인물

의 느낌이나 행동 속으로 전위시켜 보려는 경향, 공감적 관심은 타자지향적인 동정을 

느끼고 불행한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향, 개인적 고통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경향을 말한다.

  Davis(1983)는 IRI의 각 범주별 특성이 상이하여 각 범주별로 합산하여 해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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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하고 있다. 각 문항은 0점‘나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장이다’에서 4점‘나를 

아주 잘 표현한 문자이다’의 5점 척도로, 각 범주별 점수범위는 각각 0∼28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범주별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Davis(1983)의 개발 당 

시각 하위척도의 Cronbach's a는 .70∼.78,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2∼.81이였으며 

Kang 등(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ɑ는 .80이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76 

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ɑ는 .77이였고, 하위척도의 Cronbach's ɑ는 

관점취하기.69, 상상하기 .71, 공감적 관심.72, 개인적 고통 .73이였다.

의사소통 공감의 측정은 연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참석 후 내면적인 인지적, 정서

적 공감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탐색하기 위해 성찰일지와 소감문을 

이용하였다. 성찰일지는 연구자가 4가지 질문으로 구성한 후 전문가 1인의 내용타당

도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실험군 대상자는 매 회기 종료 후 자가 서술식으로 

성찰일지를 작성했으며 프로그램 종료 직후 소감문을 작성하였다.

4가지 질문은 ‘본 회기를 마치고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경험은 무엇인가?,’‘본 회

기 중 본인이 가장 크게 변화해야 할 부분(변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본 회기를  통해 앞으로 간호사로 돌봄을 실천하는데 있어 적용할 부분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는가?,’‘본 회기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인

가?’이다.

  ⑵ 대인관계 능력

  Buhrmester 등(1988)이 개발하고 한나리와 이동귀(2010)가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로 번역, 수정하여 대학생에 맞게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1점 

‘잘못한다’에서 5점 ‘매우 잘한다’의 5점 척도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

수는 31문항 반응의 평균으로 계산되며 점수범위는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관계 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5가지 하위요인은 관계형성 및 개시, 권리

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관리, 적절한 자

기개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나리와 이동귀(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  장지민(2015)의 연구에서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는 .85



- 39 -

였고,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는 관계형성 및 개시 .87,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

장 .73,  타인에 대한 배려 .70, 갈등관리 .79, 적절한 자기개방 .65였다.

  ⑶ 돌봄 

  본 연구에서는 Coates (1997)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돌봄 효능감 척도(Caring 

Efficacy Scale, Form B)를 본 연구자가 개발자의 허락을 받아 번역 후 영어와 한국

말에 능통하며 간호학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이중 언어자에게 역번역을 거친 후 박

사학위 과정을 마친 5인의 간호학 박사에게 안면타당도를 점검 받고,‘나는 대상자/

환자들에게 내가 가진 개인적인 강점을 전달한다’라는 문항이 애매하여 언어학과 영

어를 전공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결과‘나는 대상자/환자들에게 내가 가진 개인적

인 내면의 힘을 전달한다’로 수정하여 최종 도구를 완성하였다. 문항 수는 총 30문

항으로 긍정문항 15개, 부정문항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3의‘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1점에서 +3의 매우 동의한다’6점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30문항 

반응의 평균으로, 점수범위는 1∼6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ɑ은 .88 이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ɑ .92였다.

  ⑷ 일반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공감능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특성 및 개인적 특성이라고 밝혀진 

스트레스 수준과 성격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① 인구학적 특성: 연령, 종교, 입원경험, 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등의 5문항이

다.

  ② 스트레스 수준: Cohen, Kamarck 와 Mermelatein (1983)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

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10)를 개발자의 허락을 받아 Lee (2012)가 한

국판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KPSS-10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한 달 동안의 스트레스 관련 경험을 묻는 것으로 0점 ‘전혀 없었다’, 에서 

4점 ‘매우 자주 있었다’의 5점 척도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4개 문

항은 역으로 환산하며 점수 범위는 0∼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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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Lee (20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74였으며,  본 연

구는 Cronbach's α는 .75였다.

  ③ 성격특성 : Goldberg (1993)가 제작한 성격 5요인 척도(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를 개발자의 허락을 받아 Guay 등 (2013)이 번역한 한

국어판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성격 5요인 척도는 개인의 성격에 대해 5가지 하

위요소로 외향성, 원만성/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지성/상상의 요인으로 구

분하고, 각 요인 당 10개의 문항으로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자주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역산처리 문항이 포함되

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 성격특성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Guay 등 (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외향성 .81, 원만성/호

감성 .75, 성실성 .86, 정서적 안정성  .84, 지성/상상 .7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

외향성 .91, 원만성/호감성 .75, 성실성 .86, 정서적 안정성.92, 지성/상상 .81이였

다.

  5) 연구자 준비

  본 연구책임자는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하기 위해 상담심리센터에서 운

영하는 공감교육 프로그램(민감성 훈련교육과정) 16시간 과정과 교류분석과정 5시간 

이수하였으며, 가족문제 case conference 과정에 5시간 참석하였다. 또한 간호사들과 

간호대학생들과의 상담과정을 통해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

지고 상담해 왔으며, 간호대학에서 15년간 영적간호, 호스피스 간호를 강의한 경험을 

통해 대상자 중심의 간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연구보조원은 동의서, 

설문지 회수 및 연구의 진행을 원할히 하기 위해 시설 및 준비물품 등을 보조하는 역

할을 하며, 이를 위해 연구원은 연구보조원에 대한 교육(1시간)을 시행하고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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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 15일에서 6월 8일까지 사전조사, 중재 시, 사후

조사1(실험처치 직후), 사후조사2(실험처치 종료 후 4주 후)에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⑴ 사전조사

모집공고문을 보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대상자들을 프로그램 시작 1주일 전 정해

진 장소에 모이도록 하여, 연구자가 직접 동의서(부록 1)를 읽어주고, 연구보조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설문지(부록 2)를 배부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공감, 대인관

계 능력, 돌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도록 한 후 미리 마련된 설문지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다. 이때 참석치 못한 대상자는 따로 연구보조자에게 일주일 내에 가능한 시간에 

와서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설문지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다.

  ⑵ 공감교육 프로그램 진행

  본 연구의 중재기간은 2016년 4월19일부터 5월 6일까지로 연구대상자는 1회 2시간 

30분, 주 2회, 3주간 총 6회기의 15시간의 공감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중재는 대

상자를 2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 12∼14명으로 구성한 후 한 그룹은 화요

일 오후 2시에서 4시 30분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까지 진행했고, 다른 한 

그룹은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30분과 금요일 2시에서 4시 30분까지 주 2회에 걸쳐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교육 하루 전 대상자들에게 SNS를 통해 교육 참여를 상기

시켰으며, 개인의 공감 및 대인관계 능력과 돌봄을 향상시키기 위한 준비로 ‘마음열

기’라는 주제를, 인지적 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음으로 경청하기’와 ‘서로 

다름을 이해하기’라는 주제를, 정서적 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신과 타인의 감

정인식하기’라는 주제를, 의사소통적 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감 표현하기’라

는 주제를, 공감의 다차원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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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돌봄’이라는 주제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매 회기를 마친 후 성찰일지를 작성

토록 하여 스스로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회기는 주제에 따라 이론적 단계와 실습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강의, 소

그룹 토의, 발표, 개별 활동, 조별활동, 모델링, 역할극, 과제 등의 학습방법을 사용

하였다. 진행 사이사이에 휴식시간을 삽입하여 대상자들의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실험군의 경우 2회 이상 결석 시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

었는데 실험군 20명 중 2명이 개인사정으로 1회씩 결석했다.

  프로그램 진행 장소는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고 학생들이 수업 후에 편히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다른 학교 행사나 수업으로부터 방해받

지 않는 독립된 회의실을 섭외하였고 학교 측의 허락 하에 사용하였다. 학교 내의 장

소를 선택한 이유는 학교 외부에서 떨어져 있는 장소일 경우 학생들이 거리 상 부담

을 느낄 수 있고 다양한 강의 자료와 실습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장소를 구하기 어

려웠기 때문이다. 실내는 프로그램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VTR, 스크린, 음향, 

책상 및 의자가 마련되어 있으며, 강의 및 토론을 위해 자리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환기와 난방이 잘 되는 쾌적한 장소로 자리를 원형으로 배치하여 진행하였고, 

필요에 따라 자리배치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

기를 마련하기 위해 꽃과 다과 등을 미리 준비하여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⑶ 사후조사1 

사후조사1은 프로그램 종료 직후 연구자가 실험군에게 공감, 대인관계 능력 및 돌

봄을 측정하기 위한 사후설문지를 직접 배부한 후 대상자들에게 작성토록 한 후 바로 

수거하였다. 대조군의 사전조사 후 3주 후 설문 하루 전과 당일에  SNS를 대조군 대

상자에게 보내 상담실에서 연구보조자에게 설문지를 받아 1주일 내에 작성하도록 한 

후 설문지 수거함에 넣도록 하여 수거하였으며 실험군과 동일한 사후설문지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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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⑷ 추후조사2

  사후조사2는 프로그램 종료 후 4주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설문 하루 전과 당일에  

SNS를 보내 상담실에 와서 공감, 대인관계 능력 및 돌봄을 측정하기 위한 사후설문지

를 배부 받아 설문을 작성 후 1주일 내에 설문지 수거함에 넣도록 하여 수거하였다.

  ⑸ 대조군에 대한 교육

    연구 종료 후 원하는 대조군 대상자에게 120분에 걸친 1회의 공감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였다.

  7)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진행전에 참여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Y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은 후(IRB 승인번호 2016-0005-4)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연

구대상학교의 교수로 있으나 연구대상자 학년의 수업이 없는 상태로 학업적 평가나 

성적과 무관함을 설명하고, 연구의 목적과 배경, 방법 및 절차, 연구 참여자에게 발

생될 수 있는 위험과 이익, 개인정보 보호, 연구 참여 중단, 답례품 지급 등에 대한 

설명과 연구의 기밀성 유지를 위한 보장을 설명 후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지속

적 연구 참여 독려 및 답례품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핸드폰 번호) 활용을 위한 별도

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다. 

  연구보조원을 통해 서면동의 절차를 진행하여 자율적 참여를 배려했으며, 연구 참

여에 동의한 경우라도 자유의사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하거나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했다. 또한 연구보조원을 

통한 설문지 배부 후 개인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율적으로 제출하도록 별도의 

설문지 수거함을 준비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잠금장치가 있는 케비넷에 보관하며,

결과는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하였으며, 개인정보(핸드폰 번호)는 삭제하였

다. 또한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되며 이후 소각방법으로 폐기될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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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자료분석

프로그램 효과평가는 IBM SPSS Statistic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로 분석하였다.

  3) 실험군과 대조군의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가설검정은 Repeated 

measure ANOVA로 , 사전 사후 효과차이에 대한 분석은 Paired t-test로 검정하였다.

  4) 실험군의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소통적 공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 중 회기별 성찰일지와 소감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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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공감교육 프로그램

  ADDIE모델 (Branch, 2009)에 따라 최종 확정된 간호대학생을 위한 공감교육의 전체  

프로그램은 Table 2와 같다. 프로그램은 도입, 공감의 이해, 통합적 적용의 세 부분

으로 크게 나뉘며 총 6회기로 구성되었다. 도입에서는 공감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

한 준비단계이며, 공감의 이해에서는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감 순으로 구성

되었고, 통합적 적용에서는 실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과 임상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

도록 역할극을 통해 훈련하도록 구성되었다. 모든 회기의 프로그램은 도입, 전개, 종

결로 이루어지는데, 도입에서는 인사나누기와 학습목표 소개를, 전개에는 이론적 단

계와 실습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종결에서는 정리 및 요약과 다음회기 설

명 및 필요시 과제가 주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을 기초로 개발된 회기별 프로그램은 Table 3과 같다.

  1회기에서는 공감의 가장 기초가 되는‘마음 열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도입

단계에서는 첫 시간이므로 인사를 통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연구자가 연구목적

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공감이라는 주제가 서로의 속마음을 열고, 신뢰관계 속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참석 시 유의점을 소개하고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이번 회기의 

주제인 마음 열기의 학습목표를 소개했다. 전개의 이론적 단계에서는 최근 공감을 받

았던 자신의 경험을 2-3명이 나누도록 한 후, 공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마음 열기 

가 필요한 이유를 질문하여 대상자들이 스스로 공감에 필요한 마음 열기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마음 열기를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자신

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기대 및 자아상에 대한 문제들을 노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후 이를 기초로 공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대인관계 속에서의 공감의 개념, 

공감의 중요성, 공감의 유익에 대해 연구자가 소그룹 토의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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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정리하였다.

실습단계에서는 ‘마음 열기’실습으로 먼저 자기소개지: 소중한 나와 너(부록 12)를 

나누어 준 후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 간단하게 쓰게 하였다. 이후 3∼4명씩 한 조로 

구성하여 한 사람에 3장씩 메모지와 싸인펜을 배부하고, 자신과 다른 구성원의 첫 인

상에 기초한 별칭을 쓰게 한 후 서로 그 별칭을 지은 이유에 대해 나누게 하였다. 자

신이 다른 구성원에게 쓴 별칭을 상대에게 전달하면, 그것을 받은 대상자는 자신의 

별칭과 다른 조원이 설명과 함께 적어 준 별칭 중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별칭을 

선정하게 한 후 이름표를 만들어 가슴에 부착하였다. 이후 전체 모임에서 자신의 별

칭과 별칭 선택 이유 그리고 자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소개를 들은 다른 대상자 

2-3명 정도가 이 소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개한 사

람도 타인의 소감을 듣고 자신이 느낀 점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함으로써 마음 열기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독려 하였다. 종결에서는 마음열기를 위해 자신에 

대한 소개 시 느꼈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열 때 장애가 되는 문제점에 대해 성찰해

보도록 하고, 다음회기의 주제인 경청에 대해 소개하였다.

  2회기에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초가 되는 ‘경청’을 주제로 도입에서 인

사 나누기와 지난 시간 다루었던 마음열기의 중요성에 대한 요약 및 학습목표를 설명

하였다. 전개의 이론적 단계에서는 연구 대상자에게 자신의 경청태도에 대한 사정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 동작, 그만! 지시가 있을 때 까지 지금 그대로 조금도 움직

이지 마세요” 라는 지시를 해서 이 시점의 자신과 타인의 자세를 관찰하고 토론하게 

하여 주의 집중과 관심 기울이기라는 주제에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부록 13)에 따라 주의집중을 위한 준비로 주의집중을 방해하는 외적 환경과 심리적

신체적 준비에 대해 토의하였다. 특히 병원환경에서 환자에 집중함에 있어 장점과 

단점 및 심리적, 신체적 준비와 장애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나눔으로

써 임상현장에서의 깊이 있는 관심기울이기 태도를 위한 환경적, 심리적, 신체적 준

비에 대해 성찰 하도록 하였다. 이후 다른 사람을 공감함에 있어 경청이 왜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토의하여 공감을 위해 타인의 상황, 사고, 감정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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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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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기 위해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경청의 개념에 대해 설

명하였으며 올바른 경청태도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열도록 함을 알기

위해 올바른 경청태도와  소극적 경청, 적극적 경청, 공감적 경청에 대한 비교와 경

청방법에 대해 연구자가 강의로 정리한 후 공감적 경청에 기초가 되는 준비를 위해 

공감동영상(공감과 경청: 맞짱구)를 시청하고 느낀 점을 나누게 한 후, 이후 배부된 

자료(부록 13)를 가지고 공감적 경청을 위한 사전준비에 필요한 부분을 다루었다. 그

리고 (부록 14)의 듣기 자가 검진을 통해 자기 자신의 경청에 대한 객관적 사정을 하

게 하였다. 이후 (부록 15)를 가지고 개별 활동을 하면서 내적 공감에 필요한 상대방

의 메시지를 읽는 연습을 하였다.

  실습단계는 두 가지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실습은 공감적 태도에 대한 실습으로 

세 명씩 짝을 지어 화자, 청자, 관찰자를 정한 후 화자가 청자에게 3분간 자신에 대

한 특정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청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자세로(핸드

폰 만지기, 다른데 보기, 눈 안보고, 말을 끊기)로 대화를 하게 한다. 다시 3분간 화

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청자는 관심기울이기 태도로 대화를 하게한 후(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적절한 호응을 해주며, 좋은 자세를 취하게 함), 화자가 이 두 가지 상황

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관찰자는 시간을 통제하고 화자와 청자

의 반응을 관찰한 후 관찰내용을 이야기해 주도록 하여 경청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스스로 깨닫도록 독려하였다. 이후 역할을 각각 바꾸어 한 번씩 해 보게 하고 느

낀 점을 전체 모임에서 나누었다. 두 번째 실습은 경청 연습으로 3-4사람이 한 조가 

되어 화자인 사람은 자신의 가족 중 한 사람에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들어주면서, 청자의 대화내용과 감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였다. 관찰자는 청자가 

정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관찰자가 되어 내용과 감정에 대해 잘 들었는지 평가해 본 

후 서로 피드백을 주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평소 자신의 경청태도와 경청에 있

어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청 시 들어야 하는 내용, 감정에 대해 습득하도록 하였다. 

종결단계에서는 정리 및 요약, 다음회기 주제에 대해 소개 하였다.

  3회기에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도입에서는 인사를 하면서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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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씩을 나누어 주고(두 가지 종류의 여성 그림)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갖고 있도

록 한 후 학습목표를 소개하였다. 전개단계의 이론적 단계에서는 관점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4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먼저 인사할 때 나누어준 그림을 자

기만 20초간 보도록 한 후, 연구진행자가 한 장의 그림을 보여주고 무엇으로 보이는

지를 질문하여 같은 그림을 달리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나누어준 그림을 

열어 다른 그림임을 서로 확인하게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

이 실제를 왜곡할 수 있고 사실로 믿게 됨을 깨닫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또 다른 그

림 속의 한 인물에 대해 어떤 상황이며,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이후 행동은 어떨지를 상상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면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

(비교대상, 자신의 관심거리, 평소가진 지식의 내용 등, 경험, 우선순위 등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 감정, 행동이 상상됨을 통해 상황, 생각, 감정, 행동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각 개인의 다름에 대한 이해를 경험하도록 진행하였다.

  세 번째는 하나의 스토리를 두 개로 나누어 들려주면서 첫 번째 스토리에 대한 반

응과 두 번째 스토리에 대한 반응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토의하도록 하였다. 관점

의 전환은 상대에 대해 알면서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 감정과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

남을 설명하였다. 네 번째는 상황에 담긴 그림을 보여주고 연구참여자들이 각자 어떤 

상황으로 보였는지 자신이 그림 속의 주인공이라면 어떤 감정일지, 그리고 어떤 행동

을 하게 될지를 토의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반응은 자아개념, 자존감, 자

아정체감과 더불어 성격특성과 연결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인간관계의 5가지 패러다

임(스티븐 코비, 2004)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신이 가진 패러다임과 관점과의 관계, 

그리고 성격보다 더 깊은 내면의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공감이란 단순히 기

능이 아니라 삶의 태도임을 강조하였다. 실습단계에서는 2가지 실습으로 이루어졌는

데 실습1에서는 먼저 관점전환 훈련으로 3∼4명이 한 조가 되어 (부록 16)의 관점전

환 훈련 내용을 토의하면서 정리한 후, 전체모임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였고, 실습2는  

자신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ego-gram 검사와 분석을 한 후 자신의 성장할 부분

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였다. 종결단계에서는 정리 및 요약, 성찰일지 작성, 다음 회

기 소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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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기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아채기’라는 주제로 도입에서는 인사와 지

난시간에 대한 정리를 통해 관점과 감정의 이해를 강조한 후, 학습목표를 소개하였

다. 전개의 이론적 단계에서는 먼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God의 거짓말’ 노래를 

듣고 느낀 점을 2-3명 나누도록 하였다. 이 후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자신

의 느낌을 짧게 돌아가며 이야기하게 한 후, 다시 왜 그렇게 느꼈는지 원인을 설명하

게 하였다. 다른 참석자들은 설명을 듣기 전, 후의 자신의 느낌 대해 토의하게 하면

서 감정과 인식의 연관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연구자가 (부록 17)를 이용하여 감정

의 다양성과 감정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자신의 욕

구, 표면감정과 잠재된 감정, 자신의 관점과 해석에 대해 설명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

의 속마음을 알고 자기의 내면세계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 감정을 들여

다보는 수고와 에너지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감정을 다루기 위해 자신과 감정

을 분리하고 현상과 감정인식 분리 훈련이 필요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기 

위해 감정표현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었다. 실습단계는 세 가지 실습을 진행하였다. 

먼저 감정의 민감성을 키우기 위한 훈련으로 2명씩 짝을 지어 자신의 생각을 차단하

고 자신의 감정의 느낌을 단어로 한마디로 전달하고 그 말을 받은 상대가 다시 그 말

을 받은 후 자신의 감정을 느낌의 단어로 전달하는 과정을 10여 차례 반복하게 한 후 

소감과 궁금한 점을 나누도록 하였고, 짝을 바꾸어 한번 더 시도 하였다. 두 번째로 

전체 집단이 같이 자신의 현재 감정을 표현하면 그 옆 사람이 감정을 이어서 표현하

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궁금했던 점과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자기 탐색 일지(부록 18)를 배부하여 각자 작성한 후 전체 모임에서 나누

도록 하였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의 감정의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

거 혹은 최근 자신이 느꼈던 인간관계에서의 상처나 갈등 상황을 말해보고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이것을 들은 다른 참여자

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을 다시 이야기해주어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인지와 민감성을 키우기 위한 훈련을 하였다. 종결에서는 정리 및 요약, 성찰일지 작

성, 다음회기 소개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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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기는 공감 표현하기라는 주제로 도입 시 인사하기, 지난시간 돌아보기 및 학습

목표를 설명했다. 전개의 이론적 단계에서는 최근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2-3명 정도 나누게 한 후 원인과 대처방법을 설명하게 한 후 어떻게 표현해야 서로에

게 상처가 되지 않으면서도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

는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이후 연구진행자는 (부록 19)의 자료를 나누어 주고  

인간관계의 갈등의 원인, 사례, 해결법에 대한 강의를 통해 반영적 경청방법과 나 전

달법이 필요한 상황과 방법을 설명한 후 공감 표현관련 비디오를 보면서 이론적 단계

에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부록 20)의 개별학습지를 통해 각 갈등상황

에서 상황과 느낌을 파악하여 반영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전체그룹에서 서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실습단계에서는 5명씩 한조를 형성한 후 각 

조마다 다섯 가지 갈등 상황을 주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한 후(부록 21), 이후 전체 

모임에서 답을 비교하고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토의하였다. 종결단계에서는 정리 및 

요약, 성찰일지 작성,  다음 회기 주제에 대해 소개를 하였다.

   

  6회기에서는 ‘공감과 돌봄’이라는 주제로 1∼5회에 배웠던 공감을 실제 적용해 

보는 단계로 도입에서는 인사, 학습목표를 설명하고, 전개의 이론적 단계에서는 간략

하게 전문직관계와 임상에서의 각 직종 및 대상자와의 갈등 상황에 대한 설명을 연구

진행자가 강의형식으로 설명하였다. 실습 단계에서는 1∼5회기에 배운 공감기술들은 

개인적 갈등상황과 임상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한 조에 4∼5명을 구성하고, 먼저 2∼5

회 중에 나누었던 개인의 갈등상황을 사례로 대인관계갈등의 역할극을 시연하게 한 

후 역할극을 서로 피드백을 통해 공감의 인지, 정서, 의사소통 요소들에 대한 어려움

과 느낀 점을 나누게 하였다. 이후 임상상황으로 제시된  5가지 상황(부록 22) 중 하

나씩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시나리오로 작성하여 팀당 10분 내외로 역할극

을 하게 한 후 잘한 점과 부족한 점 및 더 효과적인 대처법에 대해 서로 피드백을 하

였다. 종결에서는 정리 및 요약, 성찰일지 및 소감문과 사후설문을 하고 그 동안 참

석해 준 대상자들과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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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Session Theme / title / goal / Contents (min)

Introduction

Introduction

1 Theme Preparation

Title Opening up mind 

Goal

1. Understand the objective of the program

2. Shape mutual affinities through opening up each other’s 

mind

Contents

(150)

1. Introduction (20)

  . Introduction to empathy education program 

   : purpose, component and importance of program

  . A note on the attendees

  . A written pledge

  . Learning goals introduced

2. Deployment (120 – 10minutes break)

1) Theoretical Phase (40)

  . Sharing the empathy experience

  . The importance and difficulty of openness

  . Understanding empathy 

2) Practice Phase (80)

  . Nickname to be built

  . Self introduction

3. Termination (10)

  . Summary

  . Writing a reflective journal

  . Introduction of the next session

Table 3. Session composition of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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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Session Theme / title / goal / Contents (min)

Understanding empathy

2 Theme Empathic listening

Title Listening with one’s heart

Goal
1. Learn the attitude of paying attention to others by concentrating

2. Learn the skill of empathetic listening

Cognitive 
empathy

Contents
(150)

1. Introduction(10)
  . Last session review
  . Learning goals introduced
2. Deployment (130)
1) Theoretical Phase (40)

  . Assessment and preparation of listening attitude
  . The importance of listening
  . An obstacle to listen
  . Listening (concept, attitude, skill)
2) Practice Phase (90– 10minutes break)

  . Practice of listening attitude
  . Practice of listening skill
  . Group discussion and feedback 
3. Termination (10)
  . Summary
  . Writing a reflective journal
  . Introduction of the next session

Cognitive 

empathy

3 Theme Perspective taking

Title Understanding each other’s difference

Goal

1. Recognize the differences of each person’s perspective of the 

same situation

2. Understand and accept each person’s different perspective 

3. Find the potential to grow in oneself and others

  
Contents

(150)

Title: Understanding each other’s difference (150)
1. Introduction (10)
  . Last session review
  . Learning goals introduced
2. Deployment (130)
1) Theoretical Phase (40)

  . Understanding about difference f perspectives
  . Understanding correlation of situation, thinking,
    feeling, and behavior
. Understand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erspectives
2) Practice Phase (90 – 10minutes break)

  . Training of changing the perspective 
  . Ego-gram test and analysis 
  . Discussion about ego-gram result
3. Termination (10)
  . Summary
  . Writing a reflective journal
  . Introduction of the next session
  . Task : Training to change the perspective        

Table 3. Session composition of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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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Session Theme / title / goal / Contents (min)

Affective

empathy

4 Theme Emotional sensitivity

Title Knowing feelings of oneself and others  

Goal

1. Recognize the diversity of emotion

2. Develop the sensitivity of feelings for themselves and others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emotions

Contents

(150)

Title: Knowing feelings of oneself and others (150) 

1. Introduction (10)

  . Last session review

  . A note on the attendees

  . Learning goals introduced

2. Deployment (130)

1) Theoretical Phase (40)

  . Understanding the variety of feeling

  . Understand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feeling(desires, surface and latent emotion

,   perspectives and Interpretation about situation)

  . How to deal with emotions

   - The separating one’s feeling from oneself 

   - The separation of the phenomenon and feeling

   . Acceptance of feelings of oneself and others

2) Practice Phase (90 – 10minutes break)

  . Training of using the emotional word

  . Riding a wave of emotion

  . Discussion and feedback 

   about personal feeling, thinking and behavior 

   style in conflict situations 

3. Termination (10)

  . Summary

  . Writing a reflective journal

  . Introduction of the next session

  . Task : To search the cause of one’s feeling   

Table 3. Session composition of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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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Session Theme / title / goal / Contents (min)

Communicational

empathy

5 Theme Communicationl empathy

Title Expressing empathy 

Goal
1. Learn how to properly express one’s thoughts and 

feelings depending on the situation

Contents
(150)

Title: Expressing empathy (150)
1. Introduction (10)
  . Last session review
  . Learning goals introduced
2. Deployment (130)
1) Theoretical Phase (50)

  . Knowing one’s thoughts and feelings 
  . Expressing one’s thoughts and feelings correctly
  .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
  . Individual communication training
     (reflection.  I-message)
2) Practice Phase (80 - 10minutes break)

  . Application of communication skill in conflict 
   situations
  . Group discussion and feedback
3. Termination (10)
  . Summary
  . Writing a Reflective journal
  . Introduction of the next session  

Integral application

Integral 

application

6 Theme Multi-dimentional empathy 

Title Empathy and caring 

Goal
1. Apply the attitude and skills of empathy in conflicting 

situation of everyday life and clinical field

. Contents
(150)

Title: Empathy and caring (150)
1. Introduction (10)
  . Last session review
  . Learning goals introduced
2. Deployment (115)
1) Theoretical Phase (10)

  . The real-life application of empathy
  . The clinical application of empathy
2) Practice Phase (100 – 10minutes break)

  . Role play
    - Their current situation
    - Clinical situation
  . Feedback and discussion about role play
3. Termination (35)
  . Summary
  . Writing a reflective journal
  . Post-survey 

Table 3. Session composition of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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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감요소를 포함한 다차원적 공감 개념틀을 토대

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감, 돌봄,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전 동질성 검정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4).

본 연구에 참여한 46명의 대상자는 모두 여자로 평균 연령은 실험군 22.57세, 대조

군 22.35세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실험군 47.8%, 대조군 30.4% 이었으며, 자신

이나 가족이 입원경험이 있는 경우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87.0%로 동일했다. 간호

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실험군 73.9%, 대조군 65.2%였고,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실험군 73.9%, 대조군 69.9% 였다. 성격특성의 경우 

실험군은 ‘성실성’과 ‘자기개방’에서, 대조군은‘외향성,’‘원만성/호감성,’

‘정서적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스트레스 정도는 실험군이 

20.09±4.79점, 대조군이 19.91±5.57점으로 중등도 수준이었다. 이상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 57 -

Table 4. Characteristics of General Characteristics            

                                                                   (N=46)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3)

Cont.
(n=23) t or 

x²
p

n(%) or
Mean±SD

n(%) or
Mean±SD

Age(yrs)       22.57±0.99 22.35±1.11 0.70 .48

Religion 
Yes 11(47.8) 7(30.4)

1.46 .37
No 12(52.2) 16(69.9)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Family/Self)

Yes 20(87.0) 20(87.0)
0.015 1.00*

No 3(13.0) 3(13.0)

Satisfaction

of major

Satisfied 17(73.9) 15(65.2)
0.41 .75

Not satisfaction 6(26.1) 8(34.8)

Satisfaction of 

practicum 

Satisfied 17(73.9) 16(69.9)
0.11 1.00

Not satisfied 6(26.1) 7(30.4)

Personality 

trait

Extraversion 28.60± 8.14 29.831± 7.78 -0.52 .61

Agreeableness 36.87± 4.78 37.52± 4.63 -0.47 .64

Conscientiousness 32.47± 7.80 31.22± 6.91 0.58 .57

Neuroticism 26.39± 9.10 27.30± 8.47 -0.35 .73

Openness to 

  experience
31.91± 6.16 29.65± 5.85 1.28 .21

Stress level 20.09±4 .79 19.91± 5.57 0.11 .91

* Fisher’s exact test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2) 연구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프로그램 중재 전 사전조사 결과 공감, 대인관계 능력, 돌봄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재 전 공감은 인지적 공감에서 실험군의 관점취하기는 15.91± 3.45점, 대조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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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omogeneity Test of Empathy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46)

        Variables Range

Exp.
(n=23)

Cont.
(n=23) t p

Mean±SD Mean±SD

Cognitive 
empathy

Perspective 
taking 0-28 18.26±3.65 18.13±4.20 0.112 .911

Fantasy 0-28 17.74±3.03 16.30±3.95 1.382 .174

Affective
empathy

Empathic 
concern 0-28 19.00±4.21 18.83±3.79 0.147 .884

Personal 
distress 0-28 16.74±2.58 16.52±3.63 0.492 .625

Variables 
Possible

score

Exp.
(n=23)

Cont.
(n=23) t p

Mean±SD Mean±SD

Interpersonal ability 1-5 3.19±0.52 3.30±0.38 -.773 .444

Caring 1-6 4.07±0.53 3.98±0.69 0.455 .651

16.09± 3.57점(t= -0.17, p=.87), 상상하기는 실험군 17.74±3.03, 대조군 16.30± 

3.95점(t= 1.38, p=.17), 정서적 공감에서 공감적 관심은 실험군 18.17± 1.72점, 대

조군 16.96± 2.71점(t= 1.82, p=.08), 개인적 고통은 실험군 16.70±3.50점, 대조군 

16.73±2.60점(t= -0.048, p=.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대인관계 능력은 실험군 평균 3.21±0.50점, 대조군 3.35±0.30점((t= -1.165,  

p=.25)이였으며, 돌봄은 실험군 평균 4.07±0.53점, 대조군 평균 3.98±0.69점(t= 

0.46, p=.6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Table 6. Homogeneity Test of Interpersonal ability, Caring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46)

  

  이상과 같이 연구변수인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대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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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능력 및 돌봄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 한것으로 확인되었다.

3)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

가설검정을 위해 사전 종속변수에 대해  Shapiro-wilk test를 통해 정규분포 여부를 

검증한 결과 정규분포 가정이 성립됨을 확인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두 군 간의 분

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시행한 결과 관점취하기(F=0.074, 

p=.786), 상상하기(F=2.410, p=.128), 공감적 관심(F=0.565, p=.456), 개인적 고통

(F=0.077, p=.783), 돌봄(F=0.103, p=.750), 대인관계 능력(F=3.717, p=.060) 으로 

두 군의 독립표본이 동일한 분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⑴ 종속변수 공감에 대한 가설 검정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감변수에 대한 효과를 검정

하기 위해 인지적 공감의 2개 하위변수인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 정서적 공감의 2개 

하위변수인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에 대한 효과를 보기위한 가설검정 결과는 다

음과 같다.

  ① 가설 1-1.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

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인지적 공감 중 관점취하기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관점취하기의 반복측정 결과 동일 시점의 집단 간 관점 취하기(F=7.063, p=.011)와 

시점에 따른 집단 내 관점취하기(F=9.031, p <.001)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시간과 집단 간의 교호작용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F=7.239, p=.001),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관점취하기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1-1은 지지되었다(Table 7), 

(Figure 4).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공감능력 점수에서 관점취하기 점수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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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peated Measure ANOVA on Pespective-Taking (Cognitive empathy)

                                                                    (N=46)  

Source Categories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p

Between Group 221.920 1 221.920 7.063 .011

Within Time 132.362 2 66.181 9.031 <.001

Subjects Time x Group 106.101 2 53.051 7.239 .001

Table 8. Comparison of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Perspective-Taking   

         within Group                                                 (N=46)  

Group Pre-test Post-test1 Post-test2 
Comparison by time in Group

Pre-Post test1 Pre-Post test2

M ± SD M ± SD M ± SD t p t p

Exp. 18.26±3.65 22.00±2.41 22.69±3.21 -4.641 <.001 -4.665 <.001

Cont. 18.13±4.20 18.78±4.85 18.00±4.64 -0.816 .423 0.128 .899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램 중재 전 18.26± 3.65점에서 중재직후(3주후) 22.00± 2.41점, 프로그램 중재 4주

후 (7주)에는 22.69±3.21점이었다. 대조군의 관점취하기 점수는 프로그램 중재 전

18.13± 4.20점에서 중재직후(3주후) 18.78± 4.85 점,  프로그램 중재 4주후 (7주)

에는 18.00± 4.64점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내에서 시기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 시점 간 비교를 한 결과 실험군의 관점취하기는 프로그램 중재 전에 비해 

중재직후(t= -4.641, p <.001 )로 의미 있는 관점취하기 점수의 향상이 있었으며, 중

재 전에 비해 중재 4주후(t=-4.665, p <.001)에도 의미있는 점수의 향상을 보였다.

  반면, 대조군의 관점취하기는 중재 전에 비해 중재 직후(t=-0.816, p=.423), 중재 

4주후(t= 0.128, p=.899)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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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ange of of Perspective- Taking by Group

② 가설 1-2.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

은 시간경과에 따른 인지적 공감 중 상상하기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적 공감 중 상상하기의 반복측정 결과 동일 시점의 

집단 간 상상하기(F=6.537, p=.014)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시간에 따른 집단 내 

상상하기(F=3.358, p= .817)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시간과 집단 간의 교호작

용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2.073, p= .132). 따라서‘간호학생을 대상

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상상하기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1-2는 기각되었다(Table 9), (Figure 5).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공감능력 점수에서 관점취하기 점수는 프로

그램 중재 전 17.74±3.03점에서 중재직후(3주후) 18.78±3.38점,  프로그램 중재 4

주후 (7주)에는 18.26±3.14점이었다. 대조군의 관점취하기 점수는 프로그램 중재 전 

16.30±3.95점에서 중재직후(3주후) 15.65±4.13 점,  프로그램 중재 4주후 (7주)에

는 15.65±3.73점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내에서 시기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 시점 간 비교를 한 결과 실험군의 관점취하기는 프로그램 중재 전에 비해 중재

직후(t= -1.977, p =.061), 중재 4주후(t=-0.792, p =.437)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또한 대조군의 상상하기도 중재 전에 비해 중재직후(t= 0.915, p=.370), 

중재 4주후(t= 0.884, p=.386)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0).



- 62 -

Table 9. Repeated Measure ANOVA on Fantasy (Cognitive empathy) 

                                                                   (N=46)

Source Categories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p

Between Group 197.283 1 197.283 6.537 .014

Within Time 1.696 2 0.848 3.358 .817

Subjects Time x Group 17.348 2 8.674 2.073 .132

Table 10. Comparison of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Fantasy within Group          

                                                                    (N=46)

Group Pre-test Post-test1 Post-test2 
Comparison by time in Group

Pre-Post test1 Pre-Post test2

M ± SD M ± SD M ± SD t p t p

Exp. 17.74±3.03 18.78±3.38 18.26±3.14 -1.977 .061 -0.792 .437

Cont. 16.30±3.95 15.65±4.13 15.65±3.73 0.915 .370 0.884 .386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Figure 5. Change of of Fantasy b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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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peated Measure ANOVA on Empathic Concern (Affective empathy)

                                                                   (N=46)  

Source Categories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p

Between Group 116.877 1 116.877 3.601 .064

Within  Time 53.93 2 26.964 4.742 .011

Subjects Time x Group 53.928 2 26.833 4.719 .011

③ 가설 1-3.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

은 시간경과에 따른 정서적 공감 중 공감적 관심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서적 공감 중 공감적 관심의 반복측정 결과 동일 시점

의 집단 간 공감적 관심(F=3.601, p=.064)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

간에 따른 집단 내 공감적 관심(F=4.742, p=.01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시간과 집단 간의 교호작용은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여(F=4.719, 

p=.011).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공감적 관심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3은 지지되었

다(Table 11), (Figure 5).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공감능력 점수에서 공감적 관심 점수는 프

로그램 중재 전 19.00±4.21점에서 중재직후(3주후) 21.22±2.23점,  프로그램 중재 

4주후 (7주)에는 21.91±3.15점이었다. 대조군의 공감적 관심 점수는 프로그램 중재 

전 16.30±3.95 점에서 중재직후(3주후) 19.04±4.23 점,  프로그램 중재 4주후 (7

주)에는 18.74±4.79 점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내에서 시기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

기 위해 측정 시점 간 비교를 한 결과 실험군의 공감적 관심은 프로그램 중재 전에 

비해 중재직후(t= -2.738, p =.012), 중재 4주후(t=-3.524, p =.002) 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조군의 공감적 관심은 중재 전에 비해 중재직후(t= -0.338, p=.739), 중재 

4주후(t= 0.107, p=.916)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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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mparison of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Empathic Concern 

         within Group  

                                                                    (N=46)  

Group Pre-test Post-test1 Post-test2 
Comparison by time in Group

Pre-Post test1 Pre-Post test2

M ± SD M ± SD M ± SD t p t p

Exp. 19.00±4.21 21.22±2.23 21.91±3.15 -2.738 .012 -3.524 .002

Cont. 18.83±3.79 19.04±4.23 18.74±4.79 -0.338 .739 0.107 .916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Figure 6. Change of of Empathic Concern by Group

  

④ 가설 1-4.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

은 시간경과에 따른 정서적 공감 중 개인적 고통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서적 공감 중 개인적 고통의 반복측정 결과 

동일 시점의 집단 간 개인적 고통(F=4.878, p= .032)과 시점에 따른 집단 내 개인적 

고통 (F=8.394, p.=004)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시간과 집단 간의 교호

작용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F=3.904, p=.024). 따라서‘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실험군은 참석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정서적 공감 중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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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epeated Measure ANOVA on Personal Distress (Affective empathy) 

                                                                    (N=46)  

Source Categories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p

Between Group 87.681 1 87.681 4.878 .032

Within  Time 109.087 2 54.543 8.394 .004

Subjects Time x Group 69.319 2 34.659 3.904 .024

Table 14. Comparison of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Personal Distress  

         within Group                                                (N=46)

Group Pre-test Post-test1 Post-test2 
Comparison by time in Group

Pre-Post test1 Pre-Post test2 

M ± SD M ± SD M ± SD t p t p

Exp. 16.74±2.58 13.70±3.77 13.26±4.14 2.855 .009 3.238 .004

Cont. 16.35±2.81 16.52±3.63 15.61±3.53 -0.277 .784 0.825 .418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고통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4는 지지 되었다(Table 13), (Figure 7).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공감능력 점수에서 개인적 고통 점수는 프

로그램 중재 전 16.74±2.58점에서 중재직후(3주후) 13.70±3.77점,  프로그램 중재 4

주후 (7주)에는 13.26±4.14점이었다. 대조군의 개인적 고통 점수는 프로그램 중재 

전 16.35±2.81점에서 중재직후(3주후) 16.52±3.63 점,  프로그램 중재 4주후 (7주)

에는 15.61±3.53 점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내에서 시기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 시점 간 비교를 한 결과 실험군의 개인적 고통은 프로그램 중재 전에 비해 

중재직후(t=2.855, p=.009) 및 중재 4주후(t=3.238, p=.004) 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되었다. 반면 대조군의 개인적 고통은 중재 전에 비해 중재직후(t= 

-0.277, p=.784), 중재 4주후(t= 0.825, p=.418)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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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cluster Theme in

Improvement of

  empathic expression

Experiencing empathic listening

Increasing positive expression

Increasing the expression of feeling

Experience of

comfort and healing

Finding it easier to open up mind

Experiencing healing of mind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Building a closer relationship

Being comfortable in interpersonal relations

Experience of 

  conflict resolution

Being able to express inner conflict 

Trying the conflict resolution

Figure 7. Change of of Personal Distress  by Group

  

  

  ⑵ 의사소통 공감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분석결과

  분석결과 원자료에서 의사소통 공감과 관련된 96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추출되었으

며 이로부터 42개의 하부주제, 9개의 주제와 4개의 주제모음을 추출하였다.

최종 도출된 4개의 주제모음은‘공감적 표현의 향상,’‘위안과 치유를 경험,’

‘대인관계 향상,’갈등해결을 경험’이다(Table 15).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15.  Experience of Change of Communicational Empathy after Participating 

            in Empathy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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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감적 표현의 향상

  A. 공감적 경청을 하게 됨

    프로그램 참석자들은 공감교육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집중과 관심을 가지면서 내 

얘기를 먼저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경청하는 경험과 반영적 경청을 배워 실

생활에서 공감적 경청을 노력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나는 공감을 해주고 반영을 해줄 때도 늘 나의 시선에서 먼저 생각하고 내 

     감정을 먼저 중요시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주고 반영해 

     주기위해 노력하게 되었다.(대상자 20) 

       상대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꼭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위로가 된다는 걸 프로

     그램을 통해 배워서 적용해 봤다. 그냥 “OO가 ∼를 준비하느라고 마음고생이 

     심하구나”라고 했을 뿐인데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

     서 신기함을 느꼈다.(대상자 16) 

  B. 긍정적 표현이 증가함

대상자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에 대해 배우고 

나니 긍정적 관점을 가지려고 애쓰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 시 긍정적 표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친구와 감정이 폭발할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

게 되었다.(대상자 3)

   평소에 부정적인 말투를 쓰는 습관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긍정

적인 부분을 보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조금 생겨서 긍정적 표현이 조

금 늘었다.(대상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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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감정표현이 증가함

    프로그램 전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  

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나 전달법을 통해 표현하니 두려움이 없어지고, 신경질이    

줄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하게 되었음을 경험하였다.

       감정을 표현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웠는데 나 전달법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게 되니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대상자 9)

       나는 항상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적인 성격이다. 항상 직설적으로 ‘아 짜증

     나’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해서 힘들다‘라는 나 전달법으로 말할 수 있

     게 되어 덜 신경질적이 된 것 같다.(대상자 16)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서운함 또는 화난 감  

     정들을 영향과 바람도 같이 얘기함으로 좀 더 잘 나의 감정을 남에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앞으로 기대된다.(대상자 12)

  ② 위안과 치유를 경험

A. 마음을 여는 것이 편해짐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마음을 열고 자신을 오픈하면 창피하고 무섭게 

느껴지고, 필요성도 못 느꼈으나 회기가 지날수록 자신의 상처와 이야기를 공유하면

서 마음을 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해와 존중을 받은 경험으로 감사, 감동과 행복감

을 경험했음을 보고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 느낌, 상처로 나를 바라 볼 수 있었던 경험, 있는 그대  

     로 모든 것을 오픈해도 나를 나됨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현실이 감동적이고 

     감사하다.(대상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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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 힘들고 창피하고 고민도 많았지만 직접 표현해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존중을 받아서 너무 행복했다.(대상자 8)

       첫 회기에 나 자신의 마음을 열고 나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무겁게 다가왔

     다. 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지 못했고 필요성도 못 느꼈었다. 프로

     그램이 진행되면서 내 마음을 여는 것이 편해지면서 달라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대상자 9)

  B. 마음의 치유를 경험함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상처와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마음    

을 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유사한 다른 사람의 경험    

을 공유하면서 위안과 상처치유를 경험했음을 진술했다.

       프로그램 과정 중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공감을 받으며 과거 상처의 기  

     억들을 꺼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속마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기만 이  

     야기를 통해 그때 감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나니 마음속에 있던 상처  

     와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 좋았다.(대상자 19)

       다른 사람들이 상처 입은 일들과, 그때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행동을 했었  

     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이 많았고, 그 것에 꼭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우울하고 슬펐  

     는데 다른 사람들도 유사한 경험을 했고 모두 상처 받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안도 되었고,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

     (대상자 22)

  ③ 대인관계 향상

   A. 친밀한 관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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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봐 자신의 감정을 숨

겼는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상처와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간 이해를 통해

서 상처를 덜 받고 인간관계가 좋아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 관계가 틀어질까봐 내 감정을 숨기고 혼자 삭히면서 상처도 많이 받  

     고 힘들었는데 이젠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니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표현함으로써 친구와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상처도 덜 받게 된 것  

     같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대상자 12)

       친구랑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 얘기를 하면 내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그런데 친구가 상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역할극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친밀한 감정이 들

      었다.(대상자 23) 

       적극적 경청과 나 전달법을 실생활에서 적용해서 인간관계가 실제로 눈에 띄  

     게 좋아졌다.(대상자 20)

  B. 인간관계가 편해짐

     프로그램 전에는 문제 해결위주의 대화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인간관계가 힘들었는데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상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과 자신을 

표현하면서 인간관계가 편해진 경험을 했음을 보고했다. 

       난 항상 내 감정을 제대로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 혼자 상처받고 혼자 삭이곤  

     했다. 그래서 많은 인간관계를 오래가지 못한 것 같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실생활에 적응해 보면서 인간관계가   

    수월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눈에 띄게 나타남을 요새 느낀다.    

    (대상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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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위주의 고민상담 이었던 전과는 달리 감정을 수용해주니 상대방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대상자 10)

       아직 잘 되진 않지만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랬더니   

    사람을 대하는게 더 편해지고 상대방도 편안해 했다.(대상자 17)

  ④ 갈등 해결을 경험

  A. 내면의 갈등을 표현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 타인과의 갈등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

그램을 통해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상대도 힘들과는 공감을 통해 갈등에 대해 해

결하려는 의지로 대화하려고 시도했던 경험을 진술했다.

       회기 이후 과제를 위한 조별 모임이 있을 때 싫은 것을 정확히 표현하진 못하  

     지만 내가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애썼고 또 그렇게 했다.(대상  

     자 18)

     '역할극'에서 실제로 나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온   

     전히 그 사람 입장에서 헤아려보니 갈등의 고리를 조금 풀 수 있었다. 나는 늘  

      방어하려고 하고 상황을 무마하려고 적절치 못한 의사소통을 했었는데 먼저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기분 나쁘지 않게 내 갈등을 표현하니 답답함이 해소  

      되는 것 같았다.(대상자 11)

    

   B. 갈등관계 해결을 시도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 타인과의 갈등상황 시 표현하지 않고 갈등해결보

다는 무시하거나 당황스러워했던 경험을 표현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 이후 자신

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되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공감적 대화로 표현해 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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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통해 갈등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극에서 맡은 역할은 '실제 내 모습'이기도 했다. 평소 아빠랑 대화하기를  

      피하고 불편해 했는데, 역할극에서처럼 상황해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시도한다면 아빠와 나의 갈등 관계도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대상자 12)

     

        병원 상황을 가정하고 역할극 해보았던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예전 같으  

      면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고 무조건 죄송하다고만 할 것 같다. 배운 후로는  

      '상대인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환자의 힘든 상황과 감정을 읽어  

      주고,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사례를 통해 해 보니 도  

      움이 되었다.(대상자 18)

        평소 실습을 할 때, 예민한 환자분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많  

      았는데, 그때 대부분 환자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그냥 나의 말만 하려고 했었   

      다.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감정을 읽어주는 '반영적 경청'을 한 다음에 '나  

      전달법'을 해 가면 환자와의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대상자 8)

  ⑵ 제 2 가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

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대인관계 능력의 반복측정 결과 동일 시점의 집단 간 대

인관계 능력(F=7.623, p=.008)과 시점에 따른 집단 내 대인관계 능력(F=17.752 

p<0.001)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시간과 집단 간의 교호작용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4.064, p<0.001). 따라서‘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

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정도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라는 제 6 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16), (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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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Repeated Measure ANOVA on Interpersonal ability 

                                                                    (N=46)  

Source Categories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p

Between Group 3.663 1 3.663 7.623 .008

Within  Time 4.631 2 2.312 17.752 <.001

Subjects Time x Group 3.669 2 1.834 14.064 <.001

Table 17. Comparison of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Interpersonal ability 

         within Group                                                (N=46)

Group Pre-test Post-test1 Post-test2 
Comparison by time in Group

Pre-Post test 1 Pre-Post test 2

M ± SD M ± SD M ± SD t p t p

Exp. 3.21±0.50 3.74±0.40 4.03±0.50 -5.465 <.001 -7.741 <.001

Cont. 3.35±0.30 3.34±0.53 3.33±0.62 -0.403 .691 -0.395 .696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대인관계 능력 점수는 프로그램 중재 전 

3.21±0.50점에서 중재직후(3주후) 3.74±0.40점, 프로그램 중재 4주후 (7주)에는 

4.03±0.50점이었다. 대조군의 대인관계 능력 점수는 프로그램 중재 전 3.35±0.30점

에서 중재직후(3주후) 3.34±0.53 점, 프로그램 중재 4주후 (7주)에는 3.33±0.62 점

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내에서 시기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 시점 간 비

교를 한 결과 실험군의 대인관계 능력은 프로그램 중재 전에 비해 중재직후(t= 

-5.465, p <.001) 및 중재 4주후(t=-7.741, p <.001)에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반면 

대조군의 대인관계 능력은 중재 전에 비해 중재직후(t=-0.403, p=.691), 중재 4주후

(t=-0.395, p= .696)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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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hange of of Interpersonal ability by Group

  

  대인관계 능력의 하부요소들에 대한 반복측정결과는 Table 18과 같고, 각 군의 중

재 전에 비해 중재 직후 및 중재 종료 후 4주 후 시기에 따른 변화는 Table 19와 같다.

  관계형성 및 개시의 반복측정 결과 동일 시점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F=1.999, p=.041) 시점에 따른 집단 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1.742, 

p<0.001). 또한 시간과 집단 간의 교호작용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0.442, 

p<0.001). 따라서‘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실험군은 참

석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관계형성 및 개시가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의 반복측정 결과 동일 시점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F=4.414, p= 1.164) 시점에 따른 집단 내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F=10.865, p<0.001). 또한 시간과 집단 간의 교호작용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7.245, p<0.001). 따라서‘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실험군은 참석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의 반복측정 결과 동일 시점의 집단 간 점수와 (F=10.360, p= 

.002), 시점에 따른 집단 내 점수 ((F=8.011, 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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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간과 집단 간의 교호작용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084, p=.008). 따라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실험군은 참석하지 않은 대조

군에 비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갈등관리의 반복측정 결과 동일 시점의 집단 간 점수와 (F=2.836, p=0.099), 시점

에 따른 집단 내 점수 ((F=5.627, p=.007)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시간과 

집단 간의 교호작용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692, p=.003). 따라서‘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실험군은 참석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갈

등관리가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Table 18. Repeated Measure ANOVA on Interpersonal ability Subcategories
                                                                     
                                                                     (N=46)

Category Categories F p

Initiating relationships

Group 1.999 1.164

Time 11.742 <.001

Time x Group 10.442 <.001

Claims for rights or discomforts

Group 4.414 .041

Time 10.865 <.001

Time x Group 7.245 .001

Consideration for others

Group 10.360 .002

Time 8.011 .001

Time x Group 5.084 .008

Conflict management

Group 2.836 .099

Time 5.627 .007

Time x Group 6.692 .003

Appropriate self-opening 

Group 2.426 .127

Time 17.612 <.001

Time x Group 14.69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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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category Group

Pre test Post 
test1

Post 
test2

paired 
t-test
Pre-Post 
test1

paired t-test
Pre-Post 
test2

Mean±SD Mean±SD Mean±SD t p t p

Initiating 
relationships

Exp. 3.00±0.83 3.63±0.74 3.96±0.74 -3.89 .001 -4.96 <.001

Cont. 3.20±0.79 3.27±0.84 3.22±0.95 -0.52 .611 -0.12 .904

Claims for 
rights or 
discomfort

Exp. 3.00±0.85 3.57±0.59 3.79±0.62 -3.35 .002 -5.28 <.001

Cont. 3.06±0.55 3.09±0.70 3.14±0.78 -0.27 .792 -0.64 .527

Consideration 
for others

Exp. 3.59±0.67 3.96±0.39 4.24±0.46 -2.81 .010 -4.94 <.001

Cont. 3.55±0.49 3.53±0.52 3.63±0.55 0.13 .900 -0.63 .534

Conflict 
Management

Exp. 3.48±0.80 3.88±0.48 4.20±0.55 -3.15 .005 -5.01 <.001

Cont. 3.54±0.68 3.63±0.77 3.53±0.88 -0.65 .522 0.05 .963

Appropriate 
self-opening

Exp. 2.58±0.90 3.59±0.82 3.84±0.93 -7.10 <.001 -7.84 <.001

Cont. 2.93±0.92 3.00±0.97 2.97±1.04 -0.45 .654 -2.04 .054

   적절한 자기개방의 반복측정 결과 동일 시점의 집단 간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고(F=2.426, p=.127), 시점에 따른 집단 내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7.612, p=.001). 또한 시간과 집단 간의 교호작용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4.698, p<.001). 따라서‘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실험군은 참석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적절한 자기개방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실험군과 참석하지 않은 대

조군의 대인관계 능력의 5가지 하부요소인 관계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방에 있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

고 Table 19의 사전사후 평균비교를 통해 볼 때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대

인관계 능력의 하부요소 5가지 모두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19. Comparison of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Interpersonal ability 

          Subcategories Within Group                                    (N=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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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Repeated Measure ANOVA on Caring

                                                                    (N=46)

Source Categories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p

Between Group 8.742 1 8.742 11.637 .001

Within  Time 6.476 2 3.238 16.853 <.001

Subjects Time x Group 3.687 2 1.844 9.595 <.001

  ⑶ 제 3 가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

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돌봄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돌봄의 반복측정 결과 동일 시점의 집단 간 돌봄

(F=11.637, p=.001)과 시점에 따른 집단 내 돌봄(F=16.853, p<0.001)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시간과 집단 간의 교호작용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F=9.595, 

p<0.001).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돌봄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제 5 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20), (Figure 9).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돌봄 점수는 프로그램 중재 전 4.07±0.53점

에서 중재직후(3주후) 4.66±0.35점,  프로그램 중재 4주후 (7주)에는 4.98±0.48점

이었다. 대조군의 돌봄 점수는 프로그램 중재 전 3.98±0.69 점에서 중재직후(3주후) 

4.11±0.67 점,  프로그램 중재 4주후 (7주)에는 4.10±0.85 점이었다. 실험군과 대

조군 내에서 시기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 시점 간 비교를 한 결과 실험군

의 돌봄은 프로그램 중재 전에 비해 중재직후(t=-5.584, p<.001) 및 중재 4주후

(t=-9.256, p<.001)에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반면 대조군의 돌봄은 중재 전에 비해 중재직후(t= -0.758, p=.456), 중재 4주후

(t= -0.865, p=.396)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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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omparison of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Caring within Group         

                                                                    (N=46)

Group Pre-test Post-test1 Post-test2 
Comparison by time in Group

Pre-Post test 1 Pre-Post test 2

M ± SD M ± SD M ± SD t p t p

Exp. 4.07± 0.53 4.66±0.35 4.98±0.48 -5.584 <.001 -9.256 <.001

Cont. 3.98± 0.69 4.11±0.67 4.10±0.85 -.758 .456 0.865 .396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Figure 9. Change of of Caring  b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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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는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감요소를 모두 포함한 다차원적 공감개념

을 기초로 간호대학생을 위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공감, 돌봄,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특징은 간호대학생들의 공감능력을 향상시켜 대인관계 능력과 간호

사로써 준비하기 위한 돌봄 능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인지적, 정서적 

공감과 대인관계 능력 및 돌봄은 양적방법으로, 의사소통적 공감은 내용분석을 통한 

질적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공감 프로그램의 다차원적 효과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

다.

1. 공감교육 프로그램과 공감

  Davis(1983)가 개발한 공감측정을 위한 도구인 대인간 반응성 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s; IRI)는 국내 학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감측정 도구 중 하

나이다(박성희, 2004). 도구 개발자인 Davis(1983)는 IRI 해석 시 총합보다는 하부 

요소 4가지, 즉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의 특성이 상이하여 

각각 측정하고 해석하기를 권장하고 있다(Guide for Using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참고). 그러나 국내외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공감 하위 점수

를 합산한 총점으로 하여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주로 보았다. 특히 국내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 하부요소 점수를 비교한 연구가 없어 논의 시 한계를 미

리 밝히는 바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관점취하기 사전 점수는 18.26 으로 중간 보다 약

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혜선, 이기령(2013)이 1∼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의 관점취하기 점수 17.38(본 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환산한 점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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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높은 점수이나 유영미(2015)년 간호대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19.05보다는 낮았다.

  실험군의 인지적 공감 중 관점취하기는 집단 간(F=7.06, p=.011)과 집단 내

(F=9.031, p <.001),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F=7.239,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공감교육 프로그램은 인지적 공감의 관점취하기에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교육 프로그램 중 

공감능력의 관점취하기 하부요소만을 분리하여 측정한 논문이 없어 유영미(2015)의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요법을 1주일에 두 번씩, 한 번에 90분에 걸쳐 

4주간 진행한 후 관점취하기의 변화를 본 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공감교육 프로그램

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인지적 공감 중 관점취하기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것인데 비해 유영미(2015)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효과 중 하나로 공감을 보았으나 

프로그램 내에서 관점취하기에 초점을 두지는 않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

다. 또한 폭력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감요소에 대해 각 요

소별 2회기 씩 3∼4시간을 할당하여 총 21시간에 걸친 공감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마라톤 집단 및 3일간 하루 6∼7시간씩 공감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집단에서의 효과

를 본 연구(신경일, 1997)와 비교해 보았다. 신경일(1997)의 연구에서 인지적 공감 

중 관점취하기는 두 실험집단 모두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신경일(1997)의 연구대상이 폭력 청소년으로 프로그램 진행과정

에서 보호관찰명령의 일환으로 강제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흥미유발이 부족하며, 

연구대상이 주로 남성으로 구성되어 성별 특성 차로 인한 외생변수가 제한점이기는 

하나 신경일(1997)의 중재시간이 21시간에 비해 본 연구의 중재기간이 15시간으로 짧

은 교육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공감 중 관점취하기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 본 

연구의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공감 교육에 좀 더 시간적인 부담 없이 관

점취하기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지적 공감 중 상상하기는 사전 점수 17.74 로 중간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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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는 정혜선, 이기령(2013)의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상상하기 점수인 

19.26보다는 낮은 점수이나 신경일(1997)의 폭력청소년 대상 연구에서의 16.70, 

16.50보다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실험군의 인지적 공감 중 상상하기는 집단 간(F=6.537, p=.014)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 내((F=3.358, p= .817)와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F=2.073, p= .132)

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인지적 공감 중 상상하기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이는 신경일(1997)과 유영미(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했

다. 그러나 이지연, 김영혜와 김경심(2009)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1회기 90분씩 10회

기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으로 중재한 연구에서 인지적 공감 중 상상하기에 대한 효과

가 있음을 보고하여(t=4.11, P<.001)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 이런 결

과는 본 연구의 공감훈련 내용은 주로 관점 취하기에 초점을 맞추고 상상하기의 경우 

관점취하기 훈련요소에 부분적으로 가미되어 있어 본 연구의 15시간 프로그램을 통해

서는 금방 변화하지 않는 공감의 태도적 요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측정도구상의 문제로 ‘나는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감정에 잘 몰입된

다,’‘나는 연극이나 영화 보고 나서 내가 마치 극중에 나오는 한 인물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등 주로 소설, 책, 연극, 영화 등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Baron-Cohen & Wheelwright (2004)는 Davis (1983)의 공감의 여러 차원 중 ‘상상하

기’요인이 과연 순수한 공감을 측정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프로그램 효

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본 연구의 효과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보여진다. 

   이지연, 김영혜와 김경심(2009)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상상하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 반면 유영미(2015)의 간호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요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어 이러한 결과가 교육방법의 차이이외에도 

대상 연령이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학생은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

과 비교해 볼 때 세상을 보는 관점과 행동양식이 습관화, 패턴화가 상대적으로 적어 

상상하기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쉬웠을 것이라 사료되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후 연구

가 필요하며 공감교육은 보다 조기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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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지적 공감의 하부요소인 관점 취하기 점수

는 향상 되었으나, 상상하기 점수는 변화가 없어 본 교육 프로그램의 인지적 공감의 

효과는 부분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공감교육 프로그램 

구성 시 인지적 공감의 일차적 목표가 관점 취하기에 있었으므로 이런 면에서 본 프

로그램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 공감의 첫 요소인 공감적 관심의 경우 사전 점수는 18.83으로 중간 보다 약

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혜선, 이기령(2013)의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감적 관심 점수인 19.4, 신경일(1997)의 폭력청소년 대상 연구에서의 

19.60, 19.89 보다 낮은 점수였다. 

  실험군의 정서적 공감 중 공감적 관심은 집단 간(F=3.601, p=.064)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집단 내(F=4.742, p=.011)와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F=4.719, 

p=.011)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공감교육 프로그램은 정서적 공감 중 

공감적 관심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지연 등(2009)이 중학생

을 대상으로 한 10회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정서적 공감 중 공감적 관심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t=4.54, p<.001)와는 일치하나 신경일(1997)의 연구결과와

는 상반된 결과였다. 공감적 관심은 타자지향적인 동정을 느끼고 불행한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향 (Davis, 1994)이다. 본 연구의 성찰일지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들은 

자기탐색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과 자기 자신의 갈

등상황을 나누며 공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도 나와 같은 고민과 힘든 

점이 있음을 알고 친구들에게 더 관심이 생기고 친밀해 졌다’는 표현과 ‘환자들도 

자신과 같이 느끼고 고통스러우며 더 나아가 상황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해야 한다’는 표현을 했다. 이는 본 공감교육 프로그램에서 자기 

자신과 실제 임상경험을 기반으로 토론을 나누고 자신을 성찰해 보는 구성이 공감적 

관심을 향상시키는데 의미 있었다고 사료된다.

정서적 공감의 두 번째 요소인 개인적 고통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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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경향으로(Davis, 1983),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전 점수는 17.74 로 중간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는 정혜선, 이기령(2013)의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적 고통 점수인 

19.26보다는 낮은 점수이나 신경일(1997)의 폭력청소년 대상 연구에서의 개인적 고통 

점수인 16.70, 16.50보다는 높은 점수였다. 

정서적 공감 중 개인적 고통은 집단 간(F=4.878, p=.032), 집단 내 (F=9.909, p< 

0.001) 및 집단과 시간과의 교호작용(F=3.904, p=.024)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고 실험군의 사전사후 개인적 고통의 변화를 검증한 결과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t=3.238. p=.004),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군은 정서적 공감 중 개인적 고통이 감

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신경일, 1997)와 같았으며   

Birnie 등 (2010)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8∼24시간의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프

로그램을 적용 후 개인적 고통이 의미 있는 감소를 보인 결과와도 같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지연 등(2009)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 후 개인적 고통

이 유의하게 증가된 것(t=5.71, p<.001)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본 공감교육 프

로그램 내용이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소인 개인적 고통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거나 연

구대상자들이 개인적 고통에 몰입할 만한 충분히 시간이 부족함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또한 Tompson, Cowan과 Rosenhan (1980)은 지각의 초점에 따라  타인의 고통을 

보고 느끼는 정서의 내용 즉 긍정적 정서(공감적 관심으로 측정)와 고통적 정서(개인

적 고통으로 측정)로 인지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타

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돌봄의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어 긍정적 정서인 공감적 관심

으로 대상자들의 공감이 지각됨으로써 개인적 고통점수가 감소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도 보여 진다. 

  박성희(2004)는 정서적 공감이 형성되는 것과 그 정서가 실제로 기능하는 방향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Davis(1994)가 말하는 공감적 관심이나 개인적 고통은 매

개단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감적 관심이 상대방의 복지를 위하여 행동하도록 이끈다

면, 개인적 고통은 상대방이 받는 고통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매개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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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 고통이 감소한다면 

개인적 고통의 공감점수는 낮아져 공감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공감적 행동

과 연관시켜 해석해보면 좀 더 공감적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앞으로 공감교육 프로그램은 인지적 공감을 통해 타인의 공감을 객관적으로 알아채면

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동점심과 보호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전략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Davis(1994)의 IRI의 정서적 공감인 개인적 하부 척도가 과연 정서적 공감을 

제대로 측정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개인적 고통은 

고통 받는 대상을 보면서 자신의 입지나 처지와 관련하여 고통을 느끼는 정서로 보았

는데(Davis, 1994) 측정도구 문항 중 ‘나는 급박한 상황에서 걱정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한다,’‘나는 때때로 매우 감정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

감이 든다,’‘나는 긴장된 감정적 상황이 두렵다,’‘나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

는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어쩔 줄 몰라한다’ 등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 

이것이 정서적 공감에 대한 측정인지 아니면 개인의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한 감정적 

상태에 대한 측정인지 명확치 않으므로 앞으로 정서적 공감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정련하거나 또는 새로운 도구로 본 연구의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본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정서적 공감에 대한 효과에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소인 공감적 관심점수는 증가 되었으나 개인적 고통

점수는 감소되어 본 교육 프로그램의 정서적 공감에 대한 효과는 부분적으로 향상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적 공감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실험군 참석자들은‘공감적 표

현의 향상,’‘위안과 치유를 경험함,’‘대인관계 향상,’‘갈등 해결을 경험함’등

의 4가지 주제가 도출되어 공감의 의사소통적 요소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일(1997)의 폭력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의사소

통적 공감에 효과적이라는 결과와 일치하며, Edward 등(2006)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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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따뜻함 ,공감적 경청, 자기주장, 관계개시 

등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평가하여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

와도 동일하다. 의사소통적 공감은 다양한 연구에서 측정 가능한 공감요소이며, 짧은 

기간의 훈련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반영이나 나 전달법의 의사소통 기술을 포

함하여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를 본 연구들이 다수 있다. Nardi 

(1990)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3시간의 공감기술을 훈련한 후 의사소통기술을 특정하

여 효과가 있다고 했으며, 송은주(2005)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120분씩 6주

간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을 보고하였고, 우리나

라의 경우도 이외선, 구미옥(2014)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1회 120분의 프로그램을 8

회에 걸쳐 총 20시간 동안 감성지능향상 프로그램제공한 후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

었음을 보고한 결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연구들은 공감훈련 프로그램 또는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의사소통기술

에 효과적임을 시사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같았다.

박성희(2004)는 국내 공감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본 17개의 연구를 분석

한 후 그 논문들은 한결 같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후속연구로 공감훈련 프로그램의 효과가 요소별로 어떻

게 나타나는지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는 공감요소별

로 그 효과를 분석하여 추후 공감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프로그램 요소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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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교육 프로그램과 대인관계 능력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간호대학생들의 사전 대인관계 능력 점수는 3.19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점수이나 정은이(2011)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능력을 측정한 

점수 3.44(비교를 위해 총점을 평균으로 환산한 값)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여 간호대

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실험군의 대인관계 능력은 집단 간(F=7.623, p=.008), 집단 내(F=17.752 p<0.001) 

및 시간과 집단의 교호작용(F=14.064, p<0.001)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공감교

육 프로그램은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부요소별 

분석에서 보면 관계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

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발 모두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송은주(2006)가 주 1회 120분씩 6주에 걸쳐 2학년 간호학생들을 대

상으로 의사소통향상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

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결과와 같다. 또한 많은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들이 소집

단을 대상으로 강의뿐 아니라 토의, 시범,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된 프로

그램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 본 연구 결과들과 일치했다(신경

아, 이은숙, 2011; 원정숙, 신현숙, 2008; 김선아, 박정화, 이현화, 2004). 조한익, 

이미화(201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 효과를 연구한 

결과 관점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은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개인적 

고통은 친사회적 관계와 부적 상관관계였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의 공감교육 프로그램

의 공감요소별 교육프로그램이 친사회적 관계의 하나인 대인관계 능력과 돌봄에 효과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간호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임상실습을 통해 다

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박미영, 2004; 안혜경, 

2006; 한지영, 2010)를 볼 때 앞으로 본 연구의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공감력 향

상이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공감개념에 입각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간호사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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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제 임상현장에서 돌봄 능력과 치료적 대인관계 능력을 확인하는데 까지 그 영

역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공감교육 프로그램과 돌봄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간호대학생들의 사전 돌봄 점수는 4.07로 간호대학 3학년을 대

상으로 돌봄능력을 측정한 연구의(박소영, 2015) 4.08점과 같은 수준이었다. 

  간호사가 아닌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을 측정할 수 있는 양적측정도구는 현

재 Coates (1997)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돌봄 효능감 척도(Caring Efficacy Scale, 

Form B)가 유일하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돌봄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학생들에게 적용

하는데 무리가 있어 추후  간호대학생의 돌봄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식 돌봄척도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실험군의 돌봄은 집단 간(F=11.637, p=.001), 집단 내(F=16.853, p<0.001), 집단과 

시점의 교호작용(F=9.595, p<0.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공

감교육 프로그램은 돌봄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을 측정한 연구가 없어, La Monica 등 

(1987)이 암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staff development program을  실시 후 환자들의 

불안, 적대감, 우울, 만족감을 측정한 결과 공감훈련을 받은 간호사에게 돌봄 받은 

환자들이 훈련받지 않은 간호사의 환자들 보다 불안과 적대감이 적고, 우울과 만족감

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비교해 볼 때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박소영

(2015)이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4회의 강의실 교육과 6주의 임상 실습기간 동안 돌

봄 성찰일지 작성 및 피드백이라는 중재방법을 사용하여 돌봄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

과와도 일치하였다.

  박성희(2004)는 공감적 관심을 정서 공감의 일부 또는 정서적 공감의 각성과 친사

회적 행동을 연결하는 매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즉 공감적 관심이라는 정서

적 공감은 내면의 공감을 행동화 하도록 만드는 매개역할을 하므로 본 공감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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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통해 나타난 공감적 관심의 증가 효과가 간호학생들의 간호사로써 대상자들을 

상대로 실제 돌봄의 행동을 통해 간호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돌봄이나 돌봄능력을 측정하려면 직접 돌봄 행동에 대한 사정이나 관찰을 통

해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간호대학생의 공감교육을 통한 임상현장의 돌봄 측정은 

임상에서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에나 측정이 가능하여 실제 측정이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 돌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Coates (1997)의 돌봄 효율성 도구는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Watson의 초개인적 돌봄 이론과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토대로 대상자나 환자와의 돌봄 관계 개발과 돌봄 중심의 표현, 태도, 행동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는 교육과정 후 돌봄에 대

한 확신을 측정하는 돌봄 효율성 도구로 본 연구의 돌봄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현실적이며 집단측정 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중재 효과 

평가 시 돌봄행위의 실제변화까지 확인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돌봄은 간호사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도움행동으로 일종의 친사회적행동이라 

할 수 있다. 박성희(2004)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친사회적 행동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공감의 인지적 요소 중 역할취하기와 상상하기, 정서적 요

소에서는 공감적 관심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했다. 본 연구의 공감교육 프로그램은 

역할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이 향상되고 개인적 고통이 감소되어 돌봄의 증가로 나타났

다고 보여지며 결과적으로 본 공감교육 프로그램은 앞으로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이 

돌봄 의지를 키워 임상상황에서 돌봄 행동으로 옮기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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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본 프로그램의 특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논의하자면 본 프로그램의 특성은 인지적, 정서적, 의

사소통적 공감요소가 모두 포함된 다차원적 공감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세 가지 공감

요소들이 서로 통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였다. 즉 성인기에 해당하는 간호대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변화 가능한 인지적 공감의 관점취하기를 

강조하면서도, 그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정서적 공감을 포함시켰고, 간호학생들의 특

성을 고려하여 치료적 대인관계에 필요한 의사소통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회기별로 공감의 각 요소들(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감)을 집중하여 다루되 

모든 회기에 세 가지 공감요소들이 서로 통합적으로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즉 1회

기에 마음 열기라는 주제로 공감을 위한 준비를 다루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

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2∼6회에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었다. 인지적 공

감을 2, 3회기에 다루면서도 4회기의 정서적 공감에서 인지적 공감을 연결했고, 5회

기의 의사소통적 공감요소를 다루면서 다시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감요소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6회기에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통합적 공감능력을 습득

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공감을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공감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되며, 정서적 공감이 4회기에 한 번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전체적으로 정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효과 측정 시 정서적 공감의 변화

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간호학생들의 공감력 향상에 적합하도록 사례개발 시 임

상상황을 포함하여 돌봄으로 연결함으로써 임상실습과 추후 간호사로 일할 때 돌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보완되어야 할 점은 참석 대상자

들이 회기를 마친 후 작성한 소감문에서 공감을 실생활과 임상에 적용하는 훈련을 더 

하고 싶다는 의견을 기초로 볼 때 일주일 정도 연장하여 8회기 정도로 구성함으로써 

충분히 실제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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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측면에서 보면 본 프로그램은 참석자들을 12∼13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진행

하면서 필요시 2∼4명의 소그룹 별 활동 및 토의를 진행하고 이후 전체모임에서 자신

의 마음을 열고 피드백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과 타

인의 관점 차이와 감정을 확인하고 의사소통하는 경험이 좋았다고 평가했으며, 역할

극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뀌는 친구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

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 과정을 경험하려면 5∼6명 정도의 소그룹을 한 팀으로 진행하

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호학생들 중 대인관계의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여 이와 같은 5∼6명 정도의 소그룹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대상과 시기에 대해 논해 보면 본 프로그램을 간호대학 4학년 1학기 과정

에 있는 대상에게 학기 중 시행했는데 이것은 본 대상학생들이 학제 변경에 따라 수

업시간이 적고, 임상실습이 없으며, 앞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어 공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참석률이 높은 대상이었기 때문이었다. 참석대상들은 서로 친분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섞여있어 더 흥미로웠음을 보고했다. 이처럼 

본 연구의 대상은 특수한 상황으로 선택된 경우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기

는 어려우나 앞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하여 환자와 병원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3학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1학년에 입학하여 학교적응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상황에 대한 부분

을 수정한 후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도 적용할 수 있어 향후 연구로 제안한다.

  또한 교수자 측면에서 보면 본 프로그램의 효과 검정에서 주 초점은 아니었으나 연

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잘 알지 못하던 대상자들과 

프로그램 내에서 깊이 있는 내면적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울고 웃는 과정과 깨닫는 

과정을 통해 공감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런 공감관계가 본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도 의미있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감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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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아니라 교수자가 학생들과의 공감을 형성하면서 내면적으로 체득되고 배워지는 

관계로 볼 때 본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와 대상자간 공감과정 또한 프로그

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여 향후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편의 추출한 일개 대학의 4학년 여자 간호 대학생으로 실험

군과 대조군 배정 시 연구에 참석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 참석가능한 사람을 실험군의 

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으로 인해 무작위 할당을 하지 못한 점은 연구 결과를 일반

화하는데 있어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돌봄 측정 시 측정도구가 돌봄 효율성 

도구를 사용하여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한 주관적 평가이므로, 돌봄 제공자의 입장

에서만 측정하고 돌봄을 제공받는 대상자 측면에서 확인하지 못한 점과 의사소통적 

공감의 측정에서도 동일하게 공감을 받는 대상자 측면에서 의사소통적 공감의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점 역시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6. 연구의 의의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의 인지적, 정서

적, 의사소통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 공감 개념에 기초하여 다차원적 공감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연구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처음 시도된 연구이다. 또한 공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측정을 위해 이론적 기틀에 기반한 첫 연구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공감교육 프로그램 효과 측정 시 공감의 요소 별 

측정과 돌봄을 측정한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앞으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공감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92 -

  1) 간호 이론적 측면

  간호 이론적 측면에서 이론적 기틀을 기반으로 다차원적 공감개념을 적용하여 간호

대학생의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간호 분야의 공감은 주로 치료적 의사소통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심리치료영

역의 목표는 효과적인 치료적 변화라면 간호학에서의 일차적 목표는 외로움과 고독을 

완화하고, 편안함과 지지를 제공하며 이해 가능하고 타당한 환자의 요구와 만나는 것

이라 제시되었다(Williams & Stickley, 2010). 이와 같이 공감의 다차원적 개념 이해

를 통해 공감적 간호와 연결하는 기초적 연구로써의 의의가 있다.

  또한 이론적 기틀로 Davis(1994)의 Empathy : Organizational Model을 기초로 간호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대인간 결과에 의사소통적 공감을 추가하였고, 도움행

동을 돌봄으로 측정함으로써 간호분야에 적합한 이론적 기틀을 구축한 것 또한 본 연

구의 의의로 볼 수 있겠다. 추후 이론적 기틀의 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실무적 측면

  실무적 측면에서는 공감교육을 통한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었으므로, 간호대상자

와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대학생활에서 대인관계를 촉진하여 적응을 돕고, 실습과 취

업 후 병원환경에 적응할 때 타 의료인과의 관계형성을 촉진시켜 간호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병원적응 프로그램에 

본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적 측면

   교육적 측면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교과과정 안에 포함시켜 사용함으로써 간호의 

본질인 돌봄의 자질을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3주간 6회차로 지

행 된 본 프로그램은 정규 학기 내에서, 또는 별도의 위크샵으로 일부 또는 전체가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해 대학생활 적응이 힘든 학생들을 대상

으로 본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적응프로그램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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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교육 측면에서는 간호사들의 보수교육에 포함시켜 그동안 주로 기술적, 과학

적 간호에 치중했던 간호에 공감적 가치를 강화하여 예술적 차원으로의 간호로 균형

을 이루도록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적 측면

   연구적 측면에서 다차원적 공감요소를 기반으로 접근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은 간호

학 분야에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앞으로 공감력 향상에 대한 간호학

적 적용을 위한 연구들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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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공감개념에 입각하여 공감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공감, 대인관계 능력 및 돌봄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하였다.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상자들이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므로 인지적 공감에 중점을 두되 특히 관점취하기에 초점을 두었고, 정서적 공

감은 정서적 민감성훈련, 그리고 의사소통적 공감은 의사소통 방법과 관련하여 교육 

내용을 개발하면서 임상사례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대인관계와 돌봄에 효과적인 프로

그램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에 있어서 인지적 공감의 관점

취하기와 정서적 공감 중 공감적 관심이 향상되고, 개인적 고통이 감소되었으며, 대

인관계 능력 및 돌봄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찰일지와 소감문 분석결과 

의사소통적 공감도 향상되었다. 이는 본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개인내적 공감인 인지

적, 정서적 공감을 부분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내적 공감이 표현되는 의사소통적 공

감에 변화를 가져와 대인관계 능력과 간호사로써 필요한 자질인 돌봄을 향상시켰음을 

보여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공감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로써의 공감이 

아닌 내면의 공감을 회복하고 향상시켜 대인관계 능력을 키움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이후 간호현장에서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간호사로 준비되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본 연구가 중재 후 4주 후 반복 측정을 하여 그 효과

를 보았는데 6개월, 12개월 후 반복 측정을 통해 그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간호사들의 적응 및 스트레스 감

소, 직무만족도 등과 연결하여 중재방법 개발과 적용 연구가 확산되길 제언한다.

또한 공감의 요소별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공감교육을 임상실습과정과 연

계하여 환자들로부터의 공감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학년별 프로그램의 차별성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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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연구대상자 중재방법 (길이)

공감훈련 중재요소
결과변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Ozcan et al (2012) 의과대학생과 
간호대학생 

First grade  curriculum
-Empathy and communication class
  (2h/week, Total 10hours)

○ . 의사소통기술
. 정확공감

Cinar & Cevahir (2007) 간호학생 4-years undergraduate course - - - . 공감력

Wikstrom (2001) 간호학생 The visual art program
  (during a period of 4 years) ○ ○ . 공감적 단어 사용횟수

Hodges (1991) 간호학생 Emphatic training and psychological     
mindedness experience  (13h/3week) ○ ○ . 상호작용 공감

Nardi (1990) 간호학생 . Empathic training course (3hours)
. Testing (2hours) ○ . 공감력

Cutcliffe
& Cassedy (1999) 간호학생 Short skill based counselling course

  (12 days) ○ . 공감력

William  (1988) 간호학생
Psychiatric nursing module-classroom
teaching and during and after nursing 
practice 

○ ○ .상태공감(상호작용 공감) 
.특성공감

Daniel, Denny 
& Andrews (1988)

간호학생 Training program on skill of therapeutic
communication(Total 25 hours) ○ . 정확공감

Reynolds & Presley 
(1988)

간호학생 Theoretical and clinical experience 
  (10 weeks) ○ ○ .상태공감(상호작용 공감) 

.특성공감

부록 5                                 국외 간호대학생의 공감훈련 프로그램

  - : 공감중재요소가 명확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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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연구대상자 중재방법 (길이)
공감훈련 중재요소

결과변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Ancel 

(2006)
간호사

Inservic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5day, Total 20 hours) 

○
. 의사소통 기술

. 만족도

Edwards,  Peterson,

and Davies

(2006)

간호사

Multiple component intervention

  program-Used of client scenarios- 

  (90min/session, 12week)

○ . 의사소통 기술

Razavi et al

(2002)

종양병동

간호사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workshop

  (Total 105 hours)

○ . 종양환자의 정서 표현

La Monica et al.

(1987)

종양병동

간호사

Staff development program

  (Total 14-16 hours)
○ ○ . 환자의 적대감, 불안

부록 6

국외 간호사의 공감훈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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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연구대상자 중재방법 (길이)

공감훈련 중재요소
결과변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원정숙, 신현숙

(2008)
간호학생

소그룹 기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150분/회기, 8주, 총 20 시간)
○

. 의사소통 능력

. 인간관계

현미열, 박은옥

(2008)
간호학생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100분/주, 12주, 총 20 시간)
○ ○ . 대인관계

. 자아존중감

송은주

(2006)

간호학생

(2학년)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120뷴/회기, 6주, 총 12 시간)
○ ○

. 의사소통 기술

. 대인관계

김선아, 박정화,

이현화

(2004)

간호학생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의사소통론 

교과목 운영

(2시간/주, 15주, 총 30시간)

-9주: 강의(2시간) 

-6주: 강의(1시간) 소그룹프로그램(90분)  

○ ○

. 의사소통 기술

. 대인관계

. 자아존중감

. 우울

최의숙

(1988)
간호학생

공감훈련 프로그램

-6 회기와 1회의 마라통 상담훈련 

(총 26 시간)

○ . 공감수준(정확공감)

부록 7.                               국내 간호학생의 공감관련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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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연구대상자 중재방법 (길이)
공감훈련 중재요소

결과변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유영미
(2015)

간호학생
독서요법
(90분/회기, 주 2회, 4주간, 총 12시
간

○
. 자아존중감  . 성격강점
. 정서인식    . 공감

하이경
(2015)

간호학생
(3학년)

의사소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팀당 총 :45분 )

○ . 의사소통 능력  . 만족도

이외선, 구미옥
(2014)

간호학생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
(120분/회기, 주 2회, 4주 총 8회기)
(총 20 시간) 

○ ○

. 정서지능   . 의사소통 기술

. 회복탄력성  . 임상수행능력

. 스트레스 대처전략

픽은희, 박재순
(2013)

간호학생
(1학년)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60분/회기, 7주간, 11회기)

- - -
. 문화적 능력   . 공감능력
. 자기효능감

이미련
(2011)

간호학생
애니어 집단상담 프로그램
(1시간/회기, 16주, 총 16 시간)

○ . 자아탄력성    . 공감

신경아,  이은숙
(2011)

간호학생
(2학년)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120분/회기, 8 회기, 총 16 시간)

○ . 의사소통 능력 . 인간관계

최연자, 이경완,
정춘화, 이애란
(2009)

간호학생 자기노출과 합리적 정서 훈련 프로그
램(60분/1회, 3주, 총 3시간)

○
. 의사소통 능력
. 스트레스 대처방식
. 자기효능감

국내 간호학생의 공감 관련 교육 프로그램(계속)

- : 공감훈련 중재요소가 명확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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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제목 구성타당도

1 마음열기 실습
1. 실습단계에 공감했던 경험과 느낌 나누기가 

빠져있으므로 포함하도록

2 주의집중하여 듣기 실습

1. 실습단계에서 실제 타인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모습을 비디오 촬영하여 디브리핑 시간에 태도를 

함께 성찰해볼 수 있으면 좋겠음

2. 경청실습 시 트리오 작업을 통해서 한명이 

관찰하고 피드백을 하게 하면 좋을 듯함

3 감정확인하기와 

감정표현하기

강의

1. 감정이 어떤 경우에 생기며,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를 다루는 것이 필요함

2.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인식 및 표현 부족에 대해 다루도록

3. 감정, 생각, 기대사이의 상호작용도 다루도록

실습

4 감정을 표현시 상처받았던 경험을 나누면서 자신의 

자존감, 자긍심의 손상과 극복방법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필요함 

4
서로 다름을 

이해하기

강의 -

실습 -

5

타인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강의 -

실습 -

6 함께 성장하는 우리

강의

1. 함께 성장하는 우리  란 제목이 적절치 않음

2. 6회기에서는 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공감능력이 통전적으로 학습이 되게 하는 것으로 

전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돌봄과 대인관계에서의 능력향상과는 어떻게 

연결해서 훈련이 되었나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보여지도록 구성이 필요 

실습

4. 자신의 감정적 갈등상황을 서로 나누기 부분은 3, 

4 회기에서 다루도록

5. 종결 단계에서 전체 공감훈련의 과정에 대한 

요약을 비디오 클립으로 리뷰하면 좋겠음

전체적

의견

1.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의사소통적 공감, 

돌봄 순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봄

2. 프로그램 구성 시 강의라고 명명하기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음

부록 8       전문가 타당도(구성타당도 평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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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목 내용타당도

1 마음열기

강의

1. 간호사에게 공감이 왜 필요한지 학생의 의견을 묻는 

반영적 질문을 유도하는 강의 내용추가 요망

실습

2. 경청은 2회 차에서 다룰 것이므로 

자기소개과정에서는 공감한 내용, 공감을 표현한 내용 

등에 대해서만 디브리핑 하도록

2
주의집중하여 

듣기
강의

1. 진심 있는 태도와 반영적 경청의 중요성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2. 나레티브의 중요성은 경청에는 적절치가 않으니 다른 

곳에 첨가하도록

3 감정확인하기와 

감정표현하기

강의

1. 타인을 공감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타인이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 이 부분을 다루었으면 좋겠음

실습

1. 인간관계에서 감정을 억압하고 드러내지 않았을 

때보다 감정을 확인하고 표현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경험을 나누기 

2. 실습 시 프리셉터의 감정에 대해 관찰경험을 나누기  

3. 타인의 경험을 경청할 때 반응해주는 과정과 방법 

다루기 

4
서로 다름을 

이해하기

강의

실습
타인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임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이 강화되어야 함

5

타인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강의

실습
. 구체적 상황사례를 주어서 반영적 경청, 나-전달법 

등을 연습해야 함

6
함께 성장하는 

우리
실습

공감했을 때 그 때의 느낌, 유익점 등을 나누는 시간을 

포함하도록

부록 9

전문가 타당도(내용타당도 평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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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1회기

단계 도입

주제 마음열기

목표
.프로그램 목적을 알고 이해한다.

.마음을 열어 상호 간의 친밀감을 형성한다.

활동명

( 배정시간)
활동내용 교수방법 준비물/기타

도입

(20분)

. 인사 나누기

. 설문지 작성

. 학습목표 소개

. 프로그램 소개

. 참석 시 유의점 소개

. 서약서 작성

. 유의사항유인물

. 서약서

. 설문지

전개

이론적 

단계 

(40분)

. 자신이 경험한 공감경험 나누기

. 공감에 있어서 마음 열기의 중요성

. 마음열기를 못하는 이유와 성찰

. 공감에 대한 이해

   - 공감의 개념

   - 공감의 중요성

   - 공감의 유익

. 전체토의

. 강의
중간 10분 휴식

실습 

단계

(80분) 

.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 그룹별로 나누어 별칭짓기

. 전체 자기소개

. 피드백

. 개인활동

. 소그룹 

   활동

. 발표

. 전체 토의

. 소개지

  <부록 12>

. 기타준비물

- 메모지, 

- 색싸인펜

- 이름표

중간휴식 10분

종결

  (10분)

. 정리 및 요약

. 다음회기 설명

부록 10 

                공감 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교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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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2회기

단계(공감요소) 공감의 이해(인지적 공감)

주제 마음으로 경청하기

목표
. 주의집중을 통한 관심기울이기 태도를 익힌다.

. 공감적 경청방법을 습득한다.

활동명 활동내용 교수방법 준비물

도입

  (10분)

. 인사 나누기

. 지난시간 돌아보기

. 학습목표 소개

설명 Video(경청)

전

개

이론적 

단계

(40분)

. 자신의 경청태도에 대한 사정 

  및 준비

. 공감에서 경청의 중요성

. 경청의 개념

. 경청의 방법

   - 올바른 경청법

   - 잘못된 경청법

. 개별활동 : 공감적 경청을 

  위한 준비 <부록 13> 

. 듣기 자가검진표< 부록 14>

. 경청연습  <부록 15>

. 전체 토의 

  및  활동

. 강의

. 개별 활동

   

.Video(경청)

. 음악(거짓말)

. 유인물

. 듣기자가검진표

실습

단계

(90분)

1. 올바른 경청태도

(3명이 짝지어 올바른 경청태도와 

잘못된 태도를 취한 후 서로 그 느

낌을 피드백해 준다)

. 소그룹 활동 

및 토의

중간휴식 10분

2. 경청 연습

(3명이 한 조가 되어 화자, 청자, 

관찰자 역할) - 화자는 자기 가족 

중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5분간 

하고, 청자는 이야기를 듣고 화자의 

상황, 내용, 감정을 파악하면서 경

청한다. 관찰자는 청자의 경청태도

와 경청방법을 평가하고, 피드백 해 

준다.

. 소그룹 활동 

  및 토의

.전체 토의

중간휴식 10분

종결

(10분)

정리 및 요약 

다음회기 설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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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3회기

단계(공감요소) 공감의 이해(인지적 공감)

주제 서로 다름을 이해하기

목표

. 같은 상황에서 각자의 관점이 다름을 인식한다.

. 나와 다른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 자신과 타인의 성장가능성을 인정한다.

활동명 활동내용 교수방법 준비물

도입

(10분)

. 인사 나누기

. 지난 시간 돌아보기

. 학습목표 소개

PPT

전개

이론적 

단계

(40분)

. 관점의 차이에 대한 이해

-  그림 및 동영상, 스토리 자료를 

통한 관점의 차이와 관점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경험한다. 

. 관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자아개념

- 패러다임

- 성품과 성격

- 성격특성 

. 전체 활동 

및 토의

. 강의

그림 자료 

스토리자료

유인물

중간휴식 10분

실습

단계

(90분)

1. 관점전환 훈련

3-4명의 소그룹이 주어진 사례를 보

고 긍정적 관점으로 바꾼 다음 전체

모임에서 발표<부록 16 >

   

. 소그룹 활

동 및 토의

. 개별활동

. 발표 및   

   토의

. 동영상

. 관점전환자료

. 에고그램 

  검사지

. 에고그램 

  분석지

중간휴식 10분

실습 2. 에고그램 검사 및 해석

. 에고그램을 검사

. 에고그램 결과해석 

. 분석결과를 통해 앞으로 성장할 

부분에 대해 토의

     종결

    (10분)

. 정리 및 요약

. 다음회기 소개

. 과제- 하루에 한가지씩 관점전환 

연습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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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4회기

단계(공감요소) 공감의 이해( 정서적 공감)

주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아채기

목표

. 감정의 다양성을 인식한다.

. 감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을 

  개발한다.

활동명 활동내용 교수방법 준비물

도입

(10분)

. 인사 나누기

. 지난시간 돌아보기

. 학습목표 소개

  PPT

전개

이론적 

단계

(40분)

. 감정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자신의 욕구

- 표면감정과 잠재감정

- 자신의 관점과 해석

. 감정을 다루기

- 자신과 감정의 분리

- 현상과 감정인식의 분리

. 감정의 수용  

.전체활동

및 

강의

부록 자료

<부록 17>

중간휴식 10분

실습

단계

(90분)

1. 감정의 단어 말하기

2. 감정의 파도타기

3. 자기탐색일지를 통한 자신의 감

정, 사고, 행동양식을 나누면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해 민감

해 지기

.소그룹 활동 

및 토의

.전체 활동 및 

피드백

자기탐색일지

<부록 18>

중간휴식 10분

종결

(10분)

. 정리 및 요약

. 다음회기 설명

. 과제 : 하루에 한 가지씩 자신의 

감정의 원인을 확인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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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5회기

단계(공감요소) 공감의 이해 (의사소통적 공감)

주제 공감 표현하기

목표 .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활동명

(시간)
활동내용 교수방법 준비물

도입

(10분)

. 인사 나누기

. 지난시간 돌아보기

. 학습목표 소개

  

전개

이론적

단계

(40분)

. 갈등 상황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생각,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

. 사례별 공감표현

. 효과적인 의사소통법

- 반영적 경청, 나전달법을 중심으로

  토의 및 

강의

공감표현

연습지

<부록 19>

중간휴식 10분

실습

단계

(90분)

1. 개별활동 :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술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의사소통 내용을 정리한 후 전체모임

에서 토의한다.

. 개별활동

. 전체토의

공감표현

연습지

<부록 20 >

2. 의사소통 표현 연습

- 3-4명이 한 조가 되어 제시된 갈등 

상황을 보고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을 선

택하여 반영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이용하

여 정리한 후, 전체모임에서 선택과정과 

방법을 발표하고, 적용시 어려움을 토의

한다.

. 소그룹 

활동

. 발표 및 

토의

<부록 21>

중간휴식 10분

종결

(10분)

. 정리 및 요약

. 다음회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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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6회기

단계(공감요

소)
통합적 적용

주제 공감과 돌봄

목표
. 그 동안 익힌 공감의 태도 및 기술을 실생활과 임상의 갈등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활동명 활동내용 교수방법 준비물

도입

(10분)

. 인사나누기

. 지난시간 돌아보기

. 학습목표 소개

전

개

이론적 

단계

(20분)

. 공감의 실제적용

. 간호에서의 공감과 돌봄

- 간호전문직의 자질

- 간호에서 공감의 효과

- 공감이 간호사에게 미치는 영향

- 다양한 임상의 갈등상황 속에서

   공감활용

강의
  유인물

실습

단계

(95분)

1. 역할극 1

  3-4명이 한 조가 되어 그동안 나눈 참석

자들의 실제 생활에서의 갈등문제를 주제로 

공감역할극을 만들어 역할극을 한 후 전체모

임에서 피드백한다.

역학극 

및 토의

피드백

. 역할극 사례    

   <부록 22>

중간휴식 10분2. 역할극 2

3-4명이 한 조가 되어 주어진 임상사례 상

황 중 하나씩 선택하여 공감역할극을 만들고 

시연 후 전체모임에서 피드백한다.

종결

(25분)

. 정리 및 요약

. 성찰일지 및 소감문 쓰기

. 사후 설문하기 

. 마무기 인사 나누기

. A4용지

. 사후설문지

.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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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서 약 서

  본인은 공감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프로그램에 지각이나 결석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2.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입니다.

3. 본 프로그램에서 나누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된 사적인 내용은 

   절대 비밀을 지킬 것입니다.

4. 프로그램 중에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할 것입니다.

                                          

                                           2016년  월     일

                                           성명 :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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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소개지 :소중한 나와 너  

나의 별칭과 이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좋아하는 것

인간관계속에서 

나의 장/단점

나의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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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공감적 경청을 위한 준비: 주의집중 사정

1) 자신의 주의집중 기술 알아보기

  프로그램 시작 전 다음과 같은 지시를 통해 대상자들의 자신의 주의집중 태도를 사

정한다.

① 당신 자신을 돌아보세요. 앉아 있는 자세는 어떤가요? 표정은 어떻습니까?

   

②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다고 말할 수 있나요?

③ 당신은 이번 시간에 학습하기 좋은 자세(자세, 기울기, 시선, 표정, 움직임, 에

너지(활력수준)로 준비되어 있나요? 

④ 어떻게 하면 이번 시간에 더 잘 학습할 수 있을까요?

2) 주의집중을 위한 준비

  주의집중을 위해서는 상황(환경적)준비와 심리적. 신체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환경적 준비

① 지금 이 시간에 집중을 방해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지시 : 동작 그만! 지시가 있을때 까지 지금 그대로 조금도 움직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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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원환경(실습지)에서 대상자에게 주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었나

요?, 앞으로 간호사로 일할 때 대상자에게 주의집중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

라고 생각됩니까? 

   환경이나 상황을 묘사해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병원 환경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병원 환경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심리적, 신체적 준비

  우리는 타인을 만나거나 앞으로 간호사로 대상자를 만날 때 심리적으로 준비되어야

만 한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긴장을 해소할 때 타인에게 집중할 수 있다.

  ①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심리적으로 긴장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② 당신은 실습지에서 새로운 환자를 만날 때 긴장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그 이유

는 무엇입니까?

  ③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당신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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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선 택 지

1. 나는 회의나 모임에서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하

는 편이어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다.

① 늘 그렇다

② 그럴때도 있고 반대일 때도 있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2. 상대방이 내게 별로 흥미없는 이야기를 하면

나는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림으로써 그 이야기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도록 한다.

① 늘 그런 편이다.

② 전혀 그렇게 못한다.

3.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조용히 듣는 편이

다. 특별한 질문이나 몸짓, 소리를 내며 상대의 이

야기에 반응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① 늘 그렇다

② 그저 그렇다

③ 전혀 아니다.

4.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내 생각을

바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늘 그렇다

②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하는편이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5. 나는 상대방 이야기를 가끔 열심히 듣는 척한

다. 하지만 속으로는 대개 딴 생각을 하는 편이다.

① 대부분 그렇다

② 때때로 다른 편이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6. 나는 상대방이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주로 내가 응답한 내용을 준비한다.

① 대부분 그렇다

② 때때로 다른 편이다.

③ 그런 적이 없다.

7.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 스타일에 신경을 쓰다가

종종 내용을 놓치고 한다.

① 늘 그렇다

② 보통 그런 편이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8. 나는 상대의 이야기가 길어지면,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몰라 몹시 곤혹스러울 때가 자주 있다.

① 늘 그렇다

② 가끔 그럴 때도 있다.

③ 그런 적이 없다.

9.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

아도 다시 말해 달라고 요구하기가 뭐해서 그냥

추측하고 넘어가는 편이다.

① 늘 그런 편이다.

② 전혀 그렇지 않다.

10. 내 속의 울화가 많아서 남의 불평이나 이야기

를 들어줄 여유가 없다.

① 늘 그렇다

② 기분에 따라 다르다

③항상 들어 준다

총 점

부록 14                   듣기 자가검진표

① 5점, ② 7점 , ③ 10점으로 평가하여 10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세요

81-100점 : 듣기의 달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다주 높거나 이미 듣기의 달인

61-80점 : 듣기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나 듣기 기술 고급편을 집중 연마하면 

            머지않아 듣기의 달인이 될 수 있음

60점 이하 : 당신의 동료나 주의 사람들은 당신의 듣기 능력에 대해 부정적 느낌을 가지고

          있을 소지가 있다. 부지런히 연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 히가시야마 히로히사 지음, 이규조 옮김(2008). 도서출판 모색, 듣기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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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경청 연습

1) 메시지를 읽고 숨어 있는 부분까지 이해하여 들어봅시다.

   다음의 대상자의 이야기에서 당신이 알아 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_________ 안에 파악한 내용을 써 봅시다.

(연습 1) 

(1) 사실 또는 상황 파악

누가 : 자신이

언제 : 하루종일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을 : 자신의 생활

어떻게 : 담배, 술, 공상, 집안에서만 있음  

대상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신에 대해

대상자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자신의 행동을 문제로 인식함  

(2) 내용 반영 : 담배와 술을 많이 하시는 군요, 그리고 종일 집에서 공상을 하는 

시간이 많으시군요

난 담배와 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로 하루 종일 집에서 안 나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공상을 하며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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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상황, 사고, 감정 파악

① 사실 또는 상황 

누가 : 자신이

언제 : 헤어지고 난 다음

무엇을 : 남자친구와 헤어진후 마음을 잡지못하고 있는데 시험기간이 닦침(상황 

또는 사실)

② 사고나 생각

  어떻게 이해하나 : 마음이 정리되지 못해 시험공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봄(본인의 생각)

③ 감정 : 마음이 힘듬(감정)

(2) 반영연습

① 내용반영 : 며칠 전 남자친구와 헤어져 마음이 힘든데 시험까지 닥쳐 집중하기가 

어렵구나

② 감정반영 :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겠구나

③ 내용과 감정반영 :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마음이 안잡혀 시험공부도 잘 못하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겠구나

나는 며칠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어, 헤어지고 난 다음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 공허해서 집중하기가 어려워,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할 수 없으니 더 힘든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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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3)  다음 글을 읽고 누가, 언제 , 어디서, 왜, 어떻게 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봅시다.

(1) 상황, 사고, 감정 파악

① 누가(누구에 대해) : _______________________

② 무엇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왜: _______________________

④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

⑤ 이때 감정은 어떠한가?_______________________

(2) 반영연습

① 내용반영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감정반영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내용과 감정반영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 정말 겁이 나요. 며칠 전부터 배가 아프고 소화가 영 되질 않아요, 그래서 병

원에 가려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제 친구가 배가 살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암인것 같다고 해서, 조

직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결국 위암초기로 진단이 내려졌는데 그 친구 정말 건강

한것 같았는데 안됐어요. 그런데 제 증상이 그 친구와 많이 비슷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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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4) 

앞에서 경청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해 봅시다.

(1) 상황, 사고, 감정 파악

① 누가: _______________________

② 무엇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____________________

⑤ 어떤 감정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

(2) 반영연습

① 내용반영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감정반영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내용과 감정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얼마 전부터 아랫배가 뭉근히 아프고, 소화도 잘 안되는 것아. 월경도 불규칙해 져

서 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걱정이 돼. 우리 엄마 친구가 나랑 비슷한 증세로 병원

에 갔다가 의사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셔서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검사결과 난소암으로 판명됐어. 그 분이 우리집에 자주 오시는데 평소 건강해 보였

거든...  근데 내 증상이 그분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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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5)

앞에서 경청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해 봅시다.

(1) 상황, 사고, 감정 파악

① 누가: _______________________

② 무엇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____________________

⑤ 어떤 감정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

(2) 반영연습

① 내용반영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감정반영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내용과 감정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결혼한지 6개월 되었어요. 허니문 베이비라 좋아했는데 그만 일주일전 유산

이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4대 독자라 임신한 것을 무척 좋아하셨는데 유산

이 되어 상심하신것 같아요. 저는 몸이 약해 바로 임신하는 것이 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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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관점 전환 훈련

다음 상황을 보고 인간의 긍정적 성장 가능성에 기초하여 관점을 전환하여 표현해 

봅시다.

1. 매일 아침 화장하는데 시간을 쓰느라 지각하는 친구를 보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예민하여 사소한 이야기나 반응에도 금방 상처를 받고 반응하는 친구를 보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매번 다이어트 한다고 이야기하나 작심 3일의 반복이 몇 년간 지속되어 

  체중에는 변화가 없는 친구를 보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운전 중에 갑자기 추월하여 가는 자동차 운전자를 보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성격이 조용하고 소심하여 거의 말이 없는 친구를 보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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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쁨, 즐거움

기쁘다 

짜릿하다

신난다

행복하다

끝내준다 

환상적이다

만족스럽다.

날아갈 것 같다

흥분된다

근사하다

기분좋다

황홀하다

2. 성냄, 미움

화난다.

열받는다

밥 맛 떨어진다

신경질난다

괘씸하다

마음에 안든다

분노를 느낀다

성질난다

미치겠다

속상하다

약오른다

3. 슬픔, 우울

슬프다

처향하다

가엽다

불행하다

서럽다

외롭다

참담하다

절망적이다

혼자인듯 느껴진다

비참하다

4. 사랑, 정, 호

감

사랑스럽다

관심있다

따듯하다

반했다

귀엽다

친근감을 느낀다

믿음직 스럽다

친절하다

다정함을 느낀다

너그럽다

호감이 간다

이해받는 느낌이다.

5. 욕심, 욕구

욕심이 생긴다

경쟁심을 느낀다

의아하다

이해할 수 없다

아리송하다

혼동스럽다

불확실하다

고민스럽다

6. 놀람

놀랍다

정신이 번쩍 든다

당황스럽다

황당하다

어지럽다

충격적이다

뒤통수 맞는 기분

이다

화끈거리다

7. 의심

의심스럽다

갈등을 느낀다

의아하다

이해할 수 없다

아리송하다

혼동스럽다

불확실하다

고민스럽다

8. 두려움

무섭다

벼랑에 선 느낌이다

두럽다

간이 콩알만해졌다

몸이 떨린다

소름끼치다

초조하다

불안하다

무시무시하다

9. 기운없음, 

  힘없음

피곤하다

자신감이 없다

쉬고 싶다

지쳤다

가소롭다

맥이 풀린다

마음이 허전하다

부록 17                      

   느낌을 표현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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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자기탐색일지

다음의 일지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과 사고, 행동에 대해 탐색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

1) 최근의 부정적 사건(상처 입었던 사건)을 하나 떠올려 보고 사건을 요약해 보세요

2) 그 사건을 나는 어떻게 인지 했나요?

3) 어떤 느낌이었나요?

4) 그 순간 어떤 행동을 했나요?

5) 지금 이라면 어떻게 행동이나 말을 했을까요?

6)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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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행동문제   문제의 소유

수용영역

상대방의 문제

.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이나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들 

. 반영적 경청

  -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준다

  - 상대가 말한 내용, 감정, 의도, 마음까지도 

그대로 반영한다

문제 없는 영역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행동들이면서 동시에 상대

방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

비수용영역 나의 문제

.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들

. 나 전달법(자신을 주장하는 문제해결 기술)

   

부록 19 

갈등 시 의사소통방법 

1.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 서로의 욕구가 충돌하여 마찰이 생기는 경우

  - 이 경우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의 감정 수위가 인내 한계를 

넘으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됨

2. 해결법

1) 고든의 네모꼴 수용도식 적용 : 먼저 누가 그 문제를 소유하고 있느냐를 확인하

다. 이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이 달라진다.

  

<반영적 경청과 나 전달법 사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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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영적 경청

  - 반영적 경청이란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스스로 수용하고 조절하기 어려울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사람은 감정적이 되면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지므로 

먼저 감정을 읽어주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감정의 홍수 상태에서 벗어

나 이성을 찾도록 도와준다.

  -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내가 이해한 말로 되돌려 준다.

  - 이것은 상대를 문제 없는 영역으로 이끌어 주고 피드백 해주는 것이다. 

1) 반영적 경청이 효과적이려면

  - 대상자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깊이 신뢰해

야 한다.

  - 대상자가 표현 어떤 느낌이든 지정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도와주려고 진심으로 원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시간을 내고 대상자에게 공감해야 한다.

2) 반영적 경청을 위한 지침

  - 자신에게 문제가 없고 수용적 감정으로 상대를 도와주고 싶을 때 가능하며, 자신

이 문제가 있어 상대방이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

  - 훈련을 통해 잘 할 수 있게 되므로 포기하지 마라

4. 나 전달법

  - 내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 사용하는 기법이다.

  - 상대와의 관계에서 화가나거나 문제의식을 가질 때 대부분 너 전달법을 쓰는데 

이는 상대방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느낌을 전달하기 쉽다.

  -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방식

으로 상대방에게 개방적이고 솔직하다는 느낌을 전달하여 상대방과 관계된 문제

해결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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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시기

  - 상대방이 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문제가 될만한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

고 있음에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되거나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어 상대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화할 대 

2) 나 전달법의 장점

  - 방어심리를 감소시킨다.

  -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상대도 솔직, 진지해 진다.

  - 전후 사정과 자신의 입장가지 전달할 수 있다.

3) 사용원리

    행동 + 영향 + 감정 + 바람

   ①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평가, 비판, 비난은 

   하지말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한다.

   ②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③ 그러한 영향 때문에 생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다.

   ④  무엇을 어떻게 고쳐주면 좋을지에 대한 바람을 말한다.

4) 유의점

- 나 전달법 사용후에는 적극적 경청자세를 취한다.

-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감정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표면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본원적인 마음을 

표현하도록 한다.

- 상대방의 습관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나 전달법보다는 적극적 경청을 

하면서 구체적인 문제해결방안을 함게 모색한다.

5. 절충이나 협력 : 이것도 갈등해결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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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 

                  실습 1: 반영적 경청과 나-전달법

* 각 상황별 반영적 경청과 나 전달법을 적은 다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상황1 : “친구가 복도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이 까졌어.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넘 아파죽겠어 라고 말했더니 너는 항상 조심성이 없어 그러니 자꾸 다치지  

   하고 웃는거야“

① 어떤 느낌 일까: 야속함, 서운함, 소상함, 화남, 창피함

② 반영적 경청 : 넘어져서 아픈데 친한 친구한테 그런말까지 들어서 속상했겠다(야

속했겠다)

상황2. “이번에 모성간호학 시험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BO가 나왔어, 속상해”

① 어떤 느낌 일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반영적 경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황 3. “내가 신규간호사라고 매일 나만 혼내. 오늘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보고   

    뭐라더라구”

① 어떤 느낌 일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반영적 경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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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4. 함께 그룹으로 과제를 해야 하는 친구가 벌써 세 번째 모임에 안 나타나서 

남은 친구들만 해야 하니까 화가 난다.

행동 : 우리 그룹 과제에 네가 세 번째 오지 않아서

영향 : 우리가 과제를 진행하는데 우리끼리만 해야 하니까

감정 : 속상하고 화가 난다.

바람 : 오늘은 네가 꼭 참석해서 같이 해주었으면 해

상황 5. 함께 자취하는 친구가 본인이 설거지 하고 청소하는 날인데도 매번 다음에 

한다고 하고 하지 않는다. 

행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감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바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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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실습 2 : 반영적 경청과 나-전달법

. 5명씩 한조가 되어 문제해결을 해봅시다.

. (문제의 소유 확인하고 반영적 경청이나 나-전달법을 통한 답안 작성이 가능한 사

례를 골라 작성해 봅니다..)

  

상황 

1. 친구가 시험공부를 위해 며칠을 밤을 새워 공부했는데 예상한 범위에서 시험문제

가 반도 안 나왔다고 하소연 한다.

2.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핸드폰으로 30분째 통

화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있다.

3. 동생이 매번 내가 새로 산 옷을 입고 나가 더럽혀 와서 나는 필요할 때 입을 수가 

없다.

4. 실습을 나갔는데 예민한 환자가 내가 체온을 재는 과정에서 간호사도 아니면서 자

기를 자꾸 귀찮게 하느냐고 화를 낸다.

5.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하고 준비물을 나누어 준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 친구

가 여행 10분전에 못가게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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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임상의 갈등 사례(역할극)

상황 1. 

한 환자가 angiography 검사를 위해 금식을 하고 있다. 예약시간이 30분 이

상 지났는데 방사선실에서 환자 호출이 없어 방사선실에 확인해 보니 예약을 

해야 하는 전날 간호사가 깜박 잊고 예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배고픈 환자와 그 보호자는 간호사실에 와서 화를 내는 상황이다.

상황 2. 

낮번 간호사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분 섭취 배설량에 대해 설명한 후 기록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인계 받은 Day번 간호사가 수분 섭취 배설량을 계산하기

위해 수분 섭취 배설량 기록지를 가지러 가보니 제대로 적혀있지 않는 상황

상황 3. 

어제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60대 환자 김씨가 아침에 활력증후 측정을 위해 

들어간 박간호사에게 다른 환자와 보호자는 다 있는 다인용 병실에서 

“ 내 혈압 어때? 고마워 미쓰 박” 등의 반말을 하는 상황

상황4.

중환자실의 한 낮, 여러 날 전부터 상태가 나빠진 채 유지되던 모씨가 더욱 

상태가 나빠져서 CPR이 시작되고 보호자들도 들어와 있는데, 윤간호사가  

김간호사에게 점심식사로 무엇을 주문할 것이냐고 크게 묻는 상황

상황5.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김OO 환아의 활력증후를 재러 들어간 간호사가 환아의 

보호자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백혈구 수치가 조금 안 좋아졌어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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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했다. 보호자는 화를 벌컥 내며 조금 전에 주치의가 다녀가면서 아들의 

상태가 많아 안 좋아졌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근거로 환아 상태가 조금 나빠

졌다고 얘기 하냐며 간호사실로 쫒아와 수간호사에게 항의하는 상황

상황 6. 

신규 간호사가 한명 배치된 병실. 3월이 되어 의사도 모두 신규로 바뀌고 

병동 전체가 어수선한데 신규간호사가 계속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 팀에 속

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간호사실로 몰려와 불평을 쏟아 놓는다. 그러자 신규 

간호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처치실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상황

참고: 주혜주, 김수미, 안진희(2010) 체험과 성찰을 통한 의사소통 워크북.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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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Empath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Jeong, Jin Ok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1. Introduction

Feeling empathy is an understanding of others, to accept them, forming inner 

empathy by sharing, and helping others feel that they are not alone but 

understood (Gallese, 2007; Cunico et al, 2006). Empathy can be understood in 

the social and emotional aspects which are the basis of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To have good social relationships, one should share another 

person’s feeling as well as be aware of another person’s thoughts and 

behaviors. Furthermore, one should be able to appropriately respond to them and 

to accurately express one’s feelings or another person’s feeling (Kim & Kim, 

2009). In other words, the ability of inner empathy, which is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is expressed verbally and is connected to altruistic 

behaviors (Davis, 1994), which makes him or her experience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y promoting the formation of social support 

networks (Koo, 2006)

Empathy is a key element in supportive relationships (Alligood, 2005). In the 

relationship with patients, nurses communicate through interactions by be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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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rapeutic tool (Kasch, 1986). Here, the nurse’s empathy can affect the 

process and result of the illness process by influencing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nurse and patient (Alligood, 2005).

However, although empathy is a term that is commonly used in nursing 

literature, due to its importance the empathy that patients feel in the course 

of nurses’ provision of  care appears to be insufficient (Kunyk & Olson, 

2001).

Therefore, nursing students need to improve their interpersonal ability by 

learning empathic attitudes and skills that can be the found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ile in college. This is necessary not only for 

adaptation to college life but also for preparation for build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atients and other professionals  as well as enhance care ability 

as a future nurse.

From the aspect of Erikson’s theory of psychosocial development (1959), the 

time in college is a critical development period in which students have to 

establish a matur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early adulthood (Lee et 

al., 2011). Recently, the Korean nursing field has made efforts to develop 

interpersonal ability by paying greater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educating communication skills in the nursing curriculum. 

Currently, in the certification criteria of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for bachelor’s degree, communication theory and human relations are 

classified as major basic courses in the field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15), and most nursing 

colleges open classes related to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 as a 

basic subject for lower-grade students (Kim, Park, and Lee, 2004). However, in 

order to practi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are that is a nature of 

nursing through communication based on empathic ability, an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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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that only provides theories of communication and skills has 

limitations in  enhancing the inner empathic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In 

Kim and colleagues’ (2004) study of a group program in combination with 

lectures, for nursing sophomore students they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cture-oriented classes.

  Nursing educators have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empathy skills 

and various results through empathy education (Cunico, Sartori, Marognolli & 

Meneghini, 2012). Looking at empathy education program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empathy training programs for 

nursing students and nurses (Brunero et al., 2010) showed that only 7 out of 17 

studies were for nursing students, of which 4 studies considered the course in 

the curriculum as an intervention, 2 studies used a short-term communication 

skill program, and one study used meditation training. In Korea, a study 

employing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Choi, 1988) only dealt with 

communicational empathy.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r studies including 

an empathy element or having empathy ability as an outcome variable included 

those using bibliotherapy,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and and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 (Yoo, 2015; Pick & Park, 2013; Lee, 2011), an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focusing on affective empathy (Lee & 

Koo, 2014) and those focusing on behavioral elements of communication skill 

oriented empathy (Choi, 1988; Won & Shin, 2008; Shin & Lee, 2011; Song, 2006; 

Kim, Park, and Lee, 2004). However, there is no study to date that developed 

and applied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based on an multidimensional empathy 

model that encompasses cognitive, affective, and communicational empathy 

elements. 

Currently, empathy theorists and researchers have reached a consensus that 

understanding on empathy can be enhanced when a person has clear knowled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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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and affective elements for the empathic response (Park, 2004). In 

other words, having empathic thinking and emotion is a prerequisite for being 

able to express empathy. Although communication skills are one of the 

behavioral elements of empathy (Williams & Stickley, 2010), empathy education 

based on a multidimensional empathy model that encompasses cognitive and 

affective factors is required,in addition to communication skills as an 

expressive element (Park, 2004).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multidimensional empathy concepts including 

cognitive, affective, and communicational factors of empathy, and to evaluate 

its effects on empath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2. Objectives

  The study aimed to develop and evaluate the effects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Specific purposes are as follows:   

  (1) To develop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2)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empath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3. Conceptual framework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was based on the Empathy 

Organizational model (Davis, 1994) that is a multidimensional empathy model 

including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This framework is composed of 

antecedents, process, and outcome concepts. The antecedents include personal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known to affect cognitive and a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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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thy, the process is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including cognitive, 

affective and communicational empathy elements. Additionally, the outcomes 

include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as intrapersonal outcomes, as well as 

communicational empath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as interpersonal 

outcomes (figure 1).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4. Methods

1) Program development 

In this study, a multidimensional empathy education program including 

cognitive, affective, and communicational empathy elements w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phases of the ADDIE model. The development process i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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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nalysis phase  

  An ext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was conducted using the keywords 

empathy, empathy education, empathy training, empathy education program, 

empathy training program in nursing, effects of empathy education/training 

program, and teaching –learning methods in the analysis phase. Analysis of 

empathy-related curriculum in a college of nursing and interview with nurse and 

nursing student  for case development and need assessment were also included.

  (2) Design phase  

  This phase focused on composition of program contents, i.e.,  developing the 

purpose of the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understanding of empathy 

components, connecting the intervention to relevant outcomes, sequencing the 

intervention, developing evaluation methods, and making decisions of teaching 

strategies and learning methods.   

   

  (3) Development phase 

  This phase focused on development of the pilot program, setting the goal  and 

theme for each session, and describing the contents, activities, and teaching 

methods for each session.

  (4) Implementation phase 

  At this phase verification of program validity with face validity 

(composition validity and content validity) was done and the pilot program was 

implemented with four junior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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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Content

1. Analysis

. Literature review

- Literature review of empathy, empathy education, empathy 

   training, empathy education program, empathy training 

   program in nursing

- Review of effects of empathy education/training program.

- Review of education program of empathy improvement and

   teaching –learning methods

. Analysis of the curriculum related empathy in a college of 

  nursing. 

. Interview  for case development and need assessment

(nursing student, nurse) 

2. Design

. Composition of program contents

- Development of Program purpose for nursing students

- Understanding of empathy components

- Connection of intervention and outcome

- Sequencing of intervention

- Development of evaluating method

- Decision of teaching strategies and learning methods   

3. Development

. Development of pilot program 

- Setting the goal for each session

- Setting theme for each session

- Describing contents, activities and teaching methods for each 

   session

4. Implementation

. Pilot program implementation

- Verification of program validity (Face validity)

- Implementation of pre-test

5. Evaluation
. Confirmation of program after analyzing and revising pre-test 

  results with consideration of face validity

  (5) Evaluation phase 

  Finally, the program was refined after analyzing and revising based on 

pre-test results with consideration of face validity.

Table 1. Development of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ADDI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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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valuation of Program effectiveness

  ⑴ Hypotheses

  ① To test the effects of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empathy variables, 

including two sub-variables of cognitive empathy (perspective taking and 

fantasy), and two sub-variables of affective empathy (empathic concern and 

personal distress), the following sub-hypotheses were established: 

  Hypothesis 1-1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perspective taking 

empathy over tim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Hypothesis 1-2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fantasy empathy 

over tim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Hypothesis 1-3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empathic concern 

over tim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Hypothesis 1-4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personal distress 

over tim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② Hypothesis 2.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interpersonal 

ability over tim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③ Hypothesis 3.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caring over tim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④ Furthermore, communicationa l empathy will be explored through content 

analysis of a reflective journal written in each session along with a final 

evaluative write-up upon completion of the program.

  ⑵ Research Design 

  In this study, a quasi-experimental research method was used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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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est Intervention
Post- test 1

(Immediately after)

Post-test 2

(After 4 weeks)

Exp. E1 X E2 E3

Cont. C1 C2 C3

Figure 2. Research design 

.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 E1, C1 : General Characteristics, Empathy (Cognitive, Emotional), 

         Interpersonal ability, Caring 

.  X  : Empathy Education Program  

       (150 min at a time, Twice a week, A total of 6 times)

       Writing a reflective journal after each session and final evaluative 

       write-up

. E2, E3, C2, C3 : Empathy (Cognitive, Emotional), Interpersonal ability, 

      Caring 

  ⑶ Sample and Sampling

  A total of 46 nursing students were recruited by convenience sampling from 

senior nursing students of the nursing department of K college in I city, 

Korea.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 experimental group of 23 

and a control group of 23. 

  ⑷ Data Collection 

  Quantit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5 to June 8, 2016, using a self 

reported survey at baseline (pre test), immediately following the program (post 

test1), and 4 weeks later (post test2).  Qualitative data was collected by 

students’ reflective journals on each session and their records of their own 

final impression upon completing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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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Measures

  This study use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onsisting of a total of 

154 items including 28 items on empathy, 31 items on interpersonal ability, 30 

items of on caring, and additional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tress level, and personality traits). Approval 

of the developers was obtained for all of the following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For empathy, the Korean 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was 

used, which was developed by Davis (1983) and translated into Korean by Kang et 

al. (2009). Reliability and validity have been verified. In this study, the 

overall Cronbach's ɑ was .77, and as for subscales, the Cronbach's ɑ was .69 

for perspective taking, .71 for fantasy, .72 for empathic concern, and .73 for 

personal distress.

  For interpersonal ability, the scale developed by Buhrmester et al. (1988) 

was used, which has been translated into Korean and modified as the Korean 

Interpersonal Competency Scale by Han and Lee (2010). Validity has been 

established for college students and in this study, the overall Cronbach's ɑ 

was .85. 

  For caring, the Caring Efficacy Scale (Form B) (Coates, 1997) was used after 

translation under the permission of the developer. The Cronbach's ɑ upon 

development was .88, while it was .92 in this study. 

  As part of general characteristics, stress level and personality traits were 

also measured. For the stress level, the Korean version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 (PSS-10), originally developed by Cohen, Kamarck and Mermelatein (1983), 

was used. The PSS-10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verified by Lee (2012) In the study of Lee (2012), Cronbach's ɑ 

was .74, while it was .75 in this study.



- 165 -

  For personality traits,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 was used, which was made by Goldberg (1993) and translated by 

Guay et al. (2013). In this study, the Cronbach's ɑ for its subdomains was as 

follows: .91 for extroversion, .75 for amiability/friendliness, .86 for 

integrity, .92 for emotional stability, and .81 for intelligence/imagination. 

  ⑹ Intervention

  The experimental intervention (Empathy education program) was carried out 

from April 19 to May 6, 2016 for 150 minutes a session, twice a week, for 3 

weeks and a total of 15 hours. The topic of each session is as follows: opening 

up mind, listening with one’s heart, understanding each other’s difference, 

knowing feelings of oneself and others, expressing empathy, empathy and caring. 

Various training methods such as lecture, presentation, personal activity, 

group activity, group discussion, modeling, role-play, homework, and writing a 

reflective journal were used, and as for training materials, videos, pictures, 

music, printed material, listening test sheet, and Ego-gram were employed.

  ⑺ Analytic strategy

  The quantitative data was analyzed with SPSS/WIN 18.0. For the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empath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x²-test, 

Fisher’s, exact test were performed for the preliminary homogeneity test, and 

Shapiro-wilk test was performed for the test of normal distributed dependent 

variables, Repeated measure ANOVA and paired t-test were used for hypothesis 

testing. To explore communicational empathy, the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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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⑻ Ethical Considera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after obtaining an approval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Y University (IRB Approval No. 2016-0005-4)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articipants. Before the study, an independent research 

assistant provided explanation about the purpose and background of the study, 

methods and procedures, potential risks and benefits to study participan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xplanation about confidentiality. Also 

students were informed of provision of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and assured 

that they could quit at any time without risk. Following explanations willing 

participants signed the consent form as well as a separate consent form on use 

of personal information (mobile phone number), which was to encourage 

continuous study participation and provide the incentive.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kept in a cabinet with a lock, the results 

were saved and managed in the computer after encoding, and personal information 

(mobile phone number) was deleted after delivering the incentive. In addition, 

participants were informed that the study related data will be retained for 3 

years after study completion and thereafter destroyed by incineration. 

5. Results

1) The empathic education program 

  The final composition of the empathic education program is as follows (table 

2): The program’s six sessions are composed of three parts: introduction, 

understanding of empathy, and integral application. The introduction phase is 

to understand the objective of the program and shape mutual affinities through 

opening up each other’s mind. The understanding of empathy phase consis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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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affective, and communicational empathy. The integral application 

phase consists of role play to apply the attitude and skills of empathy in 

conflict situations of everyday life and clinical nursing.

  The flow of each session followed introduction, deployment, and termination 

phases. In the  introduction participants got to know each other and learning 

objectives were introduced. In the deployment phase, theory and practice were 

employed. The termination phase is composed of summary, introduction of the 

next session, and writing a reflectiv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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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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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46)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3)

Cont.
(n=23) t or 

x² p
n(%) or

Mean±SD
n(%) or

Mean±SD

Age (yrs)      22.57±0.99 22.35±1.11 0.70 .48

Religion 
Yes 11(47.8) 7(30.4)

1.46 .37
No 12(52.2) 16(69.9)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Family/Self)

Yes 20(87.0) 20(87.0)
0.015 1.00*

No 3(13.0) 3(13.0)

Satisfaction

of major

Satisfied 17(73.9) 15(65.2)
0.41 .75

Not satisfaction 6(26.1) 8(34.8)

Satisfaction of 

practicum  

Satisfied 17(73.9) 16(69.9)
0.11 1.00

Not satisfaction 6(26.1) 7(30.4)

Personality trait

Extraversion 28.60± 8.14 29.831± 7.78 -0.52 .61

Agreeableness 36.87± 4.78 37.52± 4.63 -0.47 .64

Conscientiousness 32.47± 7.80 31.22± 6.91 0.58 .57

Neuroticism 26.39± 9.10 27.30± 8.47 -0.35 .73

Openness to        

  experience
31.91± 6.16 29.65± 5.85 1.28 .21

Stress level 20.09±4 .79 19.91± 5.57 0.11 .91

* Fisher’s exact test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2) Evaluatin program effectiveness

  ⑴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The result of homogeneity test on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religion,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satisfaction of their major, and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um, personality trait and stress level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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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46)

        Variables Range

Exp.
(n=23)

Cont.
(n=23) t p

Mean±SD Mean±SD

Cognitive 
empathy

Perspective 
taking 0-28 18.26±3.65 18.13±4.20 0.112 .911

Fantasy 0-28 17.74±3.03 16.30±3.95 1.382 .174

Affective
empathy

Empathic 
concern 0-28 19.00±4.21 18.83±3.79 0.147 .884

Personal 
distress 0-28 16.74±2.58 16.52±3.63 0.492 .625

Interpersonal ability 1-5 3.19±0.52 3.30±0.38 -.773 .444

Caring 1-6 4.07±0.53 3.98±0.69 0.455 .651

  ⑵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The result of homogeneity test on the dependent variables (empath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at baseline 

(Table 5).  

  ⑶ The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①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perspective 

taking empathy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4.87, p=.012).

  ②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antasy scor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F=3.358, p= .701).

  ③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empathic 

concern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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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8).

  ④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 resulted in decrease of the  personal 

distress score of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2.268, 

p=.022).

  ⑤ Through content analysis of students’ reflective journals and their final 

records of this program, four theme clusters were derived; ‘Improvement of 

empathic expression,’ ‘Experiencing comfort and healing,’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 Experiencing conflict resolution'. This 

suggests that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 was influential for enhancing 

communicational empathy.

  ⑥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interpersonal ability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9.595, p<0.001).

  ⑦ Lastly,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caring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9.595, 

p<0.001) 

6. Discussion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e effects on empath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after developing and applying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multidimensional empathy concepts that encompass 

cognitive, affective, and communicational empathy elements. 

Looking at the effect of cognitive empathy of this empathy education program, 

the score of perspective taking, one of the sub-dimensions of cognitive 

empathy, was improved in the participants, but there was no change in the score 

of fantasy. Therefore, the effect of cognitive empathy of this education 

program can be considered to be improved partially. However, since the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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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of cognitive empathy was perspective taking when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in such aspect, this program can be considered 

effective. This program showed its effect on perspective taking of cognitive 

empathy with a short intervention time of 15 hours, which was shorter than the 

21 hours in Shin’s study (1997), thus can be a practical merit in its 

implementation for nursing students. Examining the effect of affective empathy, 

the score of empathic concern increased, but the score of personal distress 

decreased. Park (2004) stated that formation of affective empathy and the 

direction to which the emotion actually functions must be separated, and 

suggested that the empathic concern or personal distress mentioned by Davis 

(1994) refers to a mediation process. According to Park, empathic concern leads 

people to act for the other’s welfare, while personal distress refers to the 

process mediating another person to be away from the pain that the person 

suffers from. In this aspect, if personal pain is reduced through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 people will be able to act more empathically. In the future, 

for empathy education programs, strategies to help people actively intervene 

with empathy and the will to care must be developed, not just objectively being 

aware of and watching the other’s empathy through cognitive empathy. In 

addition, the result of investigation on the change of communicational empathy 

through content analysis on reflective journal and final impressions writings 

showed that this empathy education program was effective on communicational 

empathy as well.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ability to communicate, which 

is expressive empathy, can be influenced through partial improvement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This study’s finding on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on interpersonal 

ability, is consistent with the outcomes of many studies revealing that 

communication programs composed of various methods, including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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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ions, role plays, etc., as well as lectures targeting small groups, 

are effective in improving interpersonal abilities (Shin & Lee, 2011; Won & 

Shin, 2008; Kim, Park, & Lee, 2004). Additionall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both increased after provision of the program.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empathic concern acts as a parameter 

connecting part of affective empathy or the awareness of affective empathy with 

prosocial behaviors (Park, 2004), the effect of the increase of empathic 

concern seems to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actual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in nursing students. 

  In conclusion,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 positively influenced growth of 

intrapersonal empathy, such as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and was also 

conductive in increasing expressive empathy in the form of empathy. The program 

was also influential in increasing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of nursing 

students. In this respect, this Empathy Educational Program can contribute to 

enhance nursing students’ability to connect with clients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form a good relationship, and possibly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in clinical field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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