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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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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6). 간호대학생은 환자 및 의료진 등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임상실습 교육을 받기 위해 임상
에 직접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소진을 경험할 위험에 놓여있

연구의 필요성

다(Michalec, Diefenbeck, & Mahoney, 2013). 간호대학생의 소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일반대학생이 겪는 학업이나 경제

진이 지속되는 경우 재학동안에는 수업 중 학업의 몰입도가

적 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지만(Song, 2012), 간호대

떨어지고, 간호사 직업에 대한 준비도가 낮아질 뿐 아니라 졸

학생이 겪는 스트레스 중 가장 심한 스트레스 경험은 임상실

업 후에는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낮아지고, 이직의도가 높아

2002년부터

진다(Rudman & Gustavsson, 2012). 이에 간호대학생의 소진을

2013년까지 출판된 논문을 검토한 외국의 연구에서 간호대학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소진에 영

생이 임상실습에서 주로 겪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환자간호에

향을 주는 요인은 학년, 감정노동, 임상실습스트레스, 영적안

대한 지식 및 기술 부족, 환자의 고통(죽음), 간호사나 임상실

녕 등이 있고(Lee et al., 2017; Lim, 2017), 이 중 임상실습

습지도자와의 관계, 실습과제, 실습부담, 임상실습환경 등이었

스트레스는 소진의 주요 요인이다(Lee et al., 2017; Lim,

다(Alzayyat & Al-Gamal, 2014). 우리나라 경우 임상실습스트

2017). 임상실습은 간호학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레스 원인은 실습교육환경, 실습업무부담, 업무배정과 보고서,

수행해야하므로 임상실습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역할갈등, 환자 및 보호자의 태도 등으로 나타났다(Lee, Park,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소진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겠다.

습스트레스였다(Alzayyat

&

Al-Gamal,

2014).

& Choi, 2017; Whang, 2006). 이렇게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공감은 타인에게 나타난 경험에 대해 개인이 보이는 반응

현장에서 환자, 간호사 등과의 많은 관계를 해야 하고, 환자

으로써(Davis, 1983) 타인의 상호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를 접하게 되지만, 환자의

요인이고, 타인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같이 느끼고 이해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줄 수 없음으로 인하여 당황, 두려움,

능력이다(Choi, 2016). 공감은 크게 인지적 공감(다른 관점에

화남, 절망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

대해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정서적 공감(타인에게 관찰된

되게 되면 결국 소진상태에 이를 수 있다(Maslach, Jackson, &

감정에 대한 다양한 정서적 반응)으로 분류되지만 공감은 다

Leiter, 1996).

차원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영역을 합쳐서

소진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개인에게 발생되는 것으로

공감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 공감의 다차원적인 특징을 이

써 개인의 정서적 자원들이 고갈되어 정서적으로 지치고, 사

해할 수 없으므로 영역별로 의미를 해석해야한다(Davis, 1980).

람들에 대한 관점이 비인격화되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와 끊임없이 치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

여 개인의 성취감이 저하되는 심리적 증후군이다(Maslach et

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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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에 필수적인 요소가 공감이다(Ji, 2014). 이렇게 간호

연구 대상

대학생의 공감이 임상실습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간
호대학생의 공감과 소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

본 연구 대상자는 D광역시 소재 대학교의 간호대학생으로

다. 하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공감(개인적

임상실습을 2개 학기 이상 경험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본 연

고통, 공감적 관심)은 스트레스 다음으로 소진에 영향을 미치

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임의표출 하

는 주요 요인이었다(Hong & Kim, 2016). 다시 말해 간호사의

였다. 필요한 대상자 수는 중간수준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소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공감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간호사

.05, 검정력 95%,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독립변수 2개로 하여

가 될 간호대학생의 공감정도를 알아보고, 공감과 소진과의

G*Power 3. 1. 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107명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스트레스는 공감에 영

었다. 탈락율 10%를 고려하여 118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

향을 미치는 요인임으로(Jang & Kim, 2017) 간호대학생이 임

고, 회수된 설문지는 118부이었으며 그 중 1부는 미비하게 작

상실습시 겪게 되는 임상실습스트레스와 대상자와의 끊임없는

성된 설문지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관계 형성에 필요한 공감과의 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공감이 매개요인으

연구 도구

로써 작용하는지 확인해봄으로써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 임상실습스트레스

지금까지 국내외의 연구를 보면, 임상실습스트레스(Alzayyat

임상실습스트레스는 Whang (2002)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 Al-Gamal, 2014; Lee et al., 2017), 간호대학생의 소진(Lee

로 개발한 임상실습스트레스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et al., 2017; Michalec et al., 2013; Rudman & Gustavsson,

도구는 상황특성, 개인특성, 외부적 조정요인의 3개 영역으로

2012), 공감(Jeong & Lee, 2015)에 대한 각각의 연구는 있으

나뉘어져 있다. 상황특성에는 의료인의 태도, 환자와 보호자

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공감

의 태도, 실습환경, 실습상황, 역할갈등이 포함되어있고, 개인

에 대한 매개효과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특성에는 심리적요인, 지식 및 기술적요인, 사회적요인이, 외

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소진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

부적 조정요인에는 과제물과 학사일정이 포함되어 총 57문항

효과를 확인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소진을 완화시킬 수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안 느낀다’ 1점에서 ‘아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 심하게 느낀다' 5점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
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연구 목적

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5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소진과
의 관계에서 공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다. 구제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임상실습스트레스, 공감, 소진
의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공감, 소진과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공감
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 공감
공감은 Davis (1980)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이용하였다.
IRI의 원도구 및 한글번역본에 대한 사용 허락은 Davis (1980)
와 Park (1997)에게 각각 받았다. IRI는 4개의 하위영역인 관
점취하기(Perspective-taking scale [PT]), 상상하기(Fantasy scale
[FS]), 공감적관심(Empathic concern scale [EC]), 개인적고통
(Personal distress scale [PD])으로 이루어져있다. PT는 다른 사
람의 심리적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의미하고, FS

연구 방법

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책이나 영화 또는 연극에서 등장하는
가상 인물의 행동이나 감정에 자신을 전이시키는 경향을 의

연구 설계

미하며, EC는 타인의 불행에 대한 동정심과 관심으로 타인
입장에서의 감정을 측정하는 것이고, PD는 긴장된 대인관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공감, 소진의

상황에서 개인적인 불안과 불편함으로 자기입장에서의 감정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며, 공감의 매개효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의 하위영역은 각각 7문항으로

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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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지 작성을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고, 9문항은 역문항으로 기술되어 있다. 본 도구의 공감은 4

선물로 답례를 하였다.

개의 서로 다른 다차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4개의 영
역의 점수를 각각 제시해 주어야 하고, 공감 영역 중 PD는

자료 분석 방법

다른 하위영역인 PT, FS, EC와는 음의상관관계가 있어서 각
영역별 점수를 모두 합하여 총점을 제시하는 것은 공감의 의

117명의 설문지는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이용

미를 모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본 도구에서는 이를 지향하고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스트레스,

있다(Davis, 1980). 또한, 도구 개발 당시 Davis (1980)는 남,녀

공감능력, 소진 정도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통해 실수,

대학생을 분리하여 Cronbach's α를 제시하였는데, 여학생을 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임상실습스트레스, 공감

상으로 한 PT, FS, EC, PD의 Cronbach’s α는 각각 .78, .75,

능력, 소진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

.70, .7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0, .79, .74,

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공감(PD)에 대한 매개효과는 회귀분

.70으로 나타났다.

석을 사용하였고, Baron과 Kenny의 절차를 이용하였으며,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소진
소진은 Schaufeli, Martínez, Pinto, Salanova와 Bakker (2002)

연구 결과

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대학생에게 맞게 수정
한 대학생용 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for

일반적 특성

Student [MBI-GS(S)]를 이용하였다. 도구사용은 Schaufeli에게
문의를 하였고, 비상업적 및 연구용으로 사용할 것에 대한 연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20세에서 32세로 나타났고,

락을 받았다. 이 도구는 3개의 하위영역인 탈진(exhaustion),

평균연령은 22.23±1.99세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60명, 4학년

냉담(cynicism), 직무효능감(professional efficacy)으로 총 15문

이 57명이었고, 그 중 여자는 9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Schaufeli 등(2002)의 MBI-GS(S)는

실습만족도는 ‘매우만족’ 13명, ‘만족’ 56명, ‘보통’ 37명, ‘불

Likert식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Schaufeli는 4점이나 5

만족’ 10명, ‘매우불만족’ 1명으로 ‘만족’이 47.9%로 가장 많

점 척도도 이용가능하다고 하였다. Shin, Puig, Lee, Lee와

았다. 전공만족도는‘매우만족’ 16명, ‘만족’ 67명, ‘보통’ 30명,

Lee (2011)는 한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Likert식 5점 척

‘불만족’ 3명, ‘매우불만족’ 1명으로 ‘만족’이 67%로 가장 많

도로 수정하여 문화적 타당도를 입증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았다(Table 1).

는 Likert식 5점 척도를 이용하였고, 이 척도는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점수범위

임상실습스트레스, 공감, 소진 정도

는 25-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Shin 등(2011)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는 .82-.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87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는 평균 3.45점이었고, 그
중 가장 높은 임상실습스트레스 요인은 과제물로 3.84점이었
으며, 가장 낮은 요인은 사회적 요인으로 2.81점으로 나타났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다. 공감은 PT영역이 평균 2.67점으로 가장 높았고, PD는
2.1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소진의 경우 75점 만점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에 평균은 43.0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KNU 2017-0148), 자료 수집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29일까
지이었다. 본 연구대상자인 3,4학년은 연구자의 강의를 수강

임상실습스트레스, 공감능력, 소진과의 상관관계

하고 있어서 설문에 응답하는데 있어서 참여해야 하는 압력
을 느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석사과정의 연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공감, 소진과의 상관관계에

보조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수집된

서 임상실습스트레스는 공감 영역 중 FS공감(r=.24, p=.008)과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

PD공감(r=.32, p<.001)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소진과는 양의

익은 전혀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참여는 자발적인 참

상관관계(r=.22, p=.015)를 보였다. 소진은 PT공감과 EC공감과

여의사로 진행되었고,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는 서면 동의서와

의 관계에서 음의 상관관계(r=-.25, p=.006; r=-.27, p=.003)를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설문지 작성은 10-20분

나타냈고, PD 공감과는 양의 상관관계(r=.51, p<.001)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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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able 3).

공감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하여 공감영역과 임상실습스트레
스, 공감영역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를 나타냈던 PD 공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Baron과 Kenny가

공감의 매개효과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Age (year)

(N=117)

Categories, range
20-32
Female
Male
3
4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Gender
Grad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major

Mean±SD
22.23±1.99

n(%)
110(94.0)
7(6.0)
60(51.3)
57(48.7)
13(11.1)
56(47.9)
37(31.6)
10(8.5)
1(0.9)
16(13.7)
67(57.3)
30(25.6)
3(2.6)
1(0.9)

Table 2. Level of Clinical Practice Stress, Empathy and Burnout in Nursing Students
Variables

(N=117)

Categories
Total
Attitude of health care provider
Attitude of patients or guardians
Clinical environment
Clinical situation
Role conflict
Psychological factor
Factors of knowledge & skill
Social factor
Assignments
Academic calendar
Perspective-taking (PT)
Fantasy (FS)
Empathic concern (EC)
Personal distress (PD)

Clinical practice stress

Empathy

Mean±SD
3.45±0.51
3.68±0.57
3.65±0.70
3.36±0.59
3.29±0.57
3.35±0.74
3.56±0.70
3.40±0.72
2.81±0.82
3.84±0.79
3.59±0.73
2.67±0.50
2.42±0.66
2.64±0.57
2.19±0.54
43.09±8.39

Burnout

Table 3. Correlations among Clinical Practice Stress, Empathy and Burnout
Clinical practice
stress
PT
FS
EC
PD

PT

.05(.628)
.24(.008)
.32(<.001)
Empathy
.15(.110)
.42(<.001)
.32(<.001)
-.06(.547)
Burnout
.22(.015)
-.25(.006)
EC=Empathic concern; FS=Fantasy; PD=Personal distress; PT=Perspective-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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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7)
Empathy

FS
r (p)

.50(<.001)
.41(<.001)
.02(.858)

EC

PD

.21(.022)
-.27(.003)

.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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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첫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매개변수인 PD공감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고(β=.32, p<.001),
두번째 단계에서는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소진에 유
의한 영향을 주었다(β=.22, p=.015). 세 번째 단계인 PD공감
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49,
p<.001),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세번째 단계 회귀계수(B=0.02)가
두번째 단계의 회귀계수(B=0.06)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수인 PD공감을 통제하였을
때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어서(β=.07, p=.423) PD공감은 임상실습스트레스
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Figure 1. Model of mediating effect of empathy (personal
di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burnout.

다. PD공감의 완전매개 효과를 경로모형으로 도식화한 결과
는 Figure 1과 같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Sobel
test를 한 결과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PD공
감이 매개를 하여서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PD 공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료인의 태도로 나타났고, 외국의 경우에도 간호대학생의 임상

(Z=3.22, p=.001).

실습스트레스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과제물
(Alzayyat & Al-Gamal, 2014)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논

의

였다. 이에 적절한 과제물 및 과제물에 대한 자세한 평가기준
을 제시해주면 과제물에 대한 임상실습스트레스가 감소할 것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경험하는 임상

으로 여겨진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앞으로 간호사가 되어 간

실습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호대학생을 임상실습에서 지도하게 되므로 학부교육에서 간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의 교육자로서의 역할 및 리더십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필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요하겠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한 교육시에도 학생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는 3.45점/5점

간호사에게 간호사의 역할을 주어지게 하여 학생간호사를 대

으로 나타났고, 과제물영역(3.84점)이 가장 높은 임상스트레스

하는 태도 및 교육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추후에는 간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다음은 의료인의 태도(3.68점), 환

대학생이 간호사로부터 받는 무시 등과 같은 태도의 실습 스

자보호자 태도(3.6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간호대

트레스는 감소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공감은 PT공

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임상실습스트레스 점수인 3.56점

감영역이 2.6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EC공감이

(Whang, 2006)과 2013년에 조사한 3.25점(Yu, 2015)의 중간

2.64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점수이었다. 또한 기존의 두 연구(Whang, 2006; Yu, 2015)에

연구에서도 공감영역 중 PT공감 점수가 가장 높았고, EC공감

서도 가장 높은 임상실습스트레스 요인은 각각 과제물과 의

순으로 나타나(Jang, 2017; Jo & Kim, 2017) 본 연구의 결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Burnout
Variables

B

Step 1.
0.04
Clinical practice stress → Empathy (PD)
Step 2.
0.06
Clinical practice stress → Burnout
Step 3.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Empathy (PD) → Burnout
1) Clinical practice stress → Burnout
0.02
2) Empathy (PD) → Burnout
1.08
Sobel test: Z=3.22,
PD=personal di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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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7)

β

t

p

Adjused
2
R

F

p

.32

3.60

<.001

.093

12.94

<.001

.22

2.47

.015

.042

6.08

.015

.25

20.73

<.001

.07
.49
p=.001

0.80
5.80

.42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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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치하였다. PT공감은 타인의 심리적 관점을 그대로 받아

나 관심이 많을수록 소진을 적게 경험하며, 환자의 고통이나

들이는 경향이 있고, EC공감은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불안의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소진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과 관심에 대한 타인 지향적인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Davis,

간호대학생의 EC공감 증진 및 PT공감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1980) 간호대학생은 환자의 감정을 인지하고, 환자의 감정을

는 기본간호실습이나 시뮬레이션 실습(디브리핑 포함)시간에

공유하면서 임상실습을 하므로 본 연구결과와 같이 나타난

간호대학생으로 하여금 간호사와 환자의 역할을 각각 해 보

것으로 여겨진다. 환자에 대한 공감은 치료적 의사소통에서도

게 하고, 간호사 입장에서 또는 환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환자의 치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

을 표현하게 하는 것 등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

감이 필요하므로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를 간호교육과정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

내인 의사소통실습, 시뮬레이션, 교내실습 등에서 적용함으로

에서 PD공감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임상실습스트레

써 강화될 수 있겠다.

스가 높으면 PD공감도 높아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간호대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스트레스는 공감(FS, PD)과 소진과는

학생의 소진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와 소진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진은 PT공감과 EC

의 관계에서 공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국내외의 논문이

공감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PD공감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

거의 없어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소진

였다. 홍콩의 간호대학생이나 한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 영향요인을 조사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을 45.8%,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소진간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로 본 연

PD공감은 26.8% 설명하고 있어서 소진에 영향 요인으로써의

Deary,

직무스트레스와 PD공감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Hong &

Thompson, & Li, 2008).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주요

Kim, 2016). 본 연구에서는 PD공감이 완전 매개효과로 작용

인은 과제물, 의료인 및 환자보호자의 태도였고, 그 다음이

하고 있으므로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

심리적 요인이었다. 심리적 요인에는 자존감 저하나 실수에

서는 PD 공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공감은 크게 인

구결과와

일치하였다(Lee

et

al.,

2017;

Watson,

대한 불안, 무능력 등이 포함되므로 임상실습을 하기 전에 그

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나뉘는데, PD공감은 정서적 공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술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를

감에 속하는 것으로 긴장된 대인 관계속에서 나타나는 불안

습득한 후 임상실습을 하게 된다면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소진

과 걱정으로 자기중심적인 감정을 나타낸다(Davis, 1983). 공

이 낮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임상실습스트레스와 공감과의 관

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적 및 정서적

계에서는 249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스트레스

과정 모두에서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 즉, 자각을 높이는 것이

와 공감의 하위영역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PD공감 영역만 양

다(Cunico, Sartori, Marognolli, & Meneghini, 2012). 타인과의

의 상관관계(Jeong & Lee, 201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감정을 공유하는 경계가 너무 엄격하면 타인의 감정이나 질

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또한, 192명의 간호사를 대상으

환에 대한 경험을 알 수가 없어서 돕기가 힘들고, 그 경계가

로 직무스트레스와 공감의 관계에서는 FS공감과 PD공감이 유

모호하면 소진이 쉽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신과 타인의 감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Jeong,

정 공유 경계를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에

2015). 즉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하면서 환자가 겪고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자각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이는 공감을 증

고통의 감정을 많이 경험할수록, 허구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진시키는 역할을 한다(Beddoe & Murphy, 2004). 마음챙김을

느낌을 상상하고 몰입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감소(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가 높음을 의미한다. FS공감 및 PD공감은 스트레스 대처전략

[MBSR]) 프로그램은 자기성찰 및 수용 등을 통하여 자각을

중 문제지향적 대처전략보다는 소망적 사고 대처전략과 가장

높일 수 있는데, 16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Jang, 2013) 간호

는 PD공감 점수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 낮아짐을 보

대학생의 공감영역에 따른 스트대처 전략에 대한 교육도 필

여주었다(Beddoe & Murphy, 2004). 뿐만아니라 MBSR은 스

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소진과 공감과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트레스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Stillwell, Vermeesch, &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PD공감이었고, EC공감 및 PT공감과는

Scott, 2017) PD공감 및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음의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사 236명을 대상으로 한

소진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903명의 대학

결과와 일치하였고(Hong & Kim, 2016), 115명의 학생간호사

생을 대상으로 공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간의 정준상관관계를

와 298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적 공감이

분석한 결과 PD공감은 당면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바람

낮을수록 소진이 높은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Ferri,

직한 상황을 상상하거나 막연히 잘되기를 바라는 소망적 사

Guerra, Marcheselli, Cunico, & Di Lorenzo, 2015). 즉, 간호대

고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2013). 스트레

학생은 환자의 심리적 관점을 취해보는 경향이 높고, 온정이

스 대처방식은 사회적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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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의사소통시 자기의견을 주장하면서도 상냥하고 반응적

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매개효과를 보는 것으로써 남녀

인 방식을 취하는 양성적 유형과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하고

를 고려하여 연구를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여성적 유형은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

간호대학생의 남녀에 따른 공감의 차이를 보는 연구도 필요

대처, 소망적 사고대처를 통해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감 증진 프로그램 개

하지만, 주장력이 높은 남성적 유형이나 주장력이나 반응적인

발 및 적용 또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MBSR과 같은 중재

방식이 모두 낮은 미분화 유형은 소극적, 회피적으로 대처를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임상실습스트레스, 공감, 소진에 대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욕구에 적

효과를 측정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듣기 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Jang, 2010).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하면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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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Practice Stress and Burnout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Song, Yeoungsuk1)
1)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burnout, and the mediating role of empathy in nursing stud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research design was
employed. One hundred seventeen nursing stud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clinical practice stress, empathy
(perspective-taking, fantasy, empathic concern and personal distress) and burnout in December 2017. IBM SPSS
Statistics 23 was used and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Baron & Kenny method and Sobel test were adopted for analysis of the mediation effect
(personal distress of empathy). Results: The mean score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burnout were 3.45 and
43.09, and perspective-taking, fantasy, empathic concern and personal distress of empathy were 2.67, 2.42, 2.64
and 2.19, respectively. The highest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empathy was personal distress
of empathy (r=.32, p<.001). Burnou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personal distress of
empathy (r=.22, p=.015; r=.51, p<.001). Personal distress of empathy demonstrate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burnout (Z=3.22, p=.001).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ed
that decreasing personal distress of empathy is important for nursing students, and may help in reducing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burnout.
Keywords: Psychological stress, Empathy, Professional burnou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g, Yeoungsuk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680, Guckchaebosang-ro, Jung-gu, Daegu, 41944, Korea.
Tel: 82-53-420-4978 Fax: 82-53-421-2758 E-mail: asansong@knu.ac.kr

414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4(4), 2018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