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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주관적 스트레스 대처에 따른 스트레스, 공감,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1,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기술통계, t-test, 상

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관적 스트레스 대처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군 259명(67.1%), 스트레스 미

대처군 78명(32.9%)이었으며, 스트레스 대처군은 스트레스 미대처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스트레스가 낮고

(2.42 vs. 2.97; p=.000)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3.33 vs. 3.21; p=.008)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주관적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공감, 의사소통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tress, empathy, and communication in stress coping group 
and non-coping group. The data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nursing students.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with SPSS 23.0 version. Significantly lower scores for stress 
(mean, 2.42 vs. 2.97; p=.000), and higher scores for communication (mean 3.33 vs. 3.21; p=.008) were observed 
in the stress coping group compared with the non-coping group. Further studies need to development and 
application a program that enhances subjective stress cop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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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생활 스

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생활을 이어나

가고 있다[1,2].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와 더

불어 학년에 따라 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며[3],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4]. 스트레스는 대학

생활 적응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 스트레

스 대처전략을 이용하여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5].

공감은 타인이 느끼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공유하는 능력으로[6], 자신과타인

의 정서를 공유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이야기한

다[7].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감은 자신을 드러낼 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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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8],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9].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낮게 느끼며,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이용한다[8].

의사소통능력은 글자나 말로 전달되는 정보를 이해

하고 표현하는 능력으로[10], 이야기 시작, 유지, 종료

순서대로 대화하여 마무리 지으며, 신뢰감 형성, 대화내

용의 명료화, 상대방 관점 이해 등을 포함한다[11]. 의

사소통능력에 따라 문제상황을 조금 더 빨리 발견하거

나, 스트레스 상황을 낮추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12]. 의사소통능력은 간호대학생이 갖추

어야 할 역량 중 하나이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습능력, 임상수행

능력과 같이 학업위주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13,14].

간호대학생들은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근무를 하면

서 환자, 보호자 및 타 의료인들과 끊임없이 정서를 공

유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된다.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

다는 연구들은 이루어져 있지만[5,8], 주관적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인지에 따라 스트레스, 공감,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차이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주관적 스

트레스 대처에 따른 스트레스, 공감, 의사소통능력을 확

인하여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스트레스 대처여부,

스트레스, 공감, 의사소통능력을 확인하고,주관적 스트

레스 대처에 따른 스트레스, 공감,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학

과 재학생으로, 모바일 URL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동

의서를 읽고 동의한 학생만 설문지에 참여하도록 하였

다. 설문을 응답하기 싫은 경우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

음을 알리고, 설문 완료후에는 모바일 쿠폰을 선물하였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였으며, 총 237명이 응답하였다.

3. 연구도구

1) 스트레스

Lee 등에 의해 개발된 Perceived Stress Inventory

(PS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5]. 총 9문항 5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

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0이고, 본 연

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2) 공감

Spreng 등에 의해 개발되고[16], 라정란에 의해 번역

된 Toronto Empathy Questionnaire (TEQ)을 이용하였

다[17]. 총 16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이 좋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87이고, 본 연구에서는 .80으로 나타났다.

3) 의사소통능력

이석재 등이 개발한 의사소통능력은 5개 하위영역

(해석 능력, 역할수행 능력, 자기제시 능력, 목표설정 능

력, 메시지 전환 능력)으로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5점 척도로 측정된다[18]. 개발 당시 cronbach’s α

=.80이고,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23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주관적 스트레스 대처에 따른 일반

적 특성, 스트레스, 공감, 의사소통능력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였다. 스트레스, 공감, 의사소통 정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였다.

Ⅲ.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들은 주관적 스트레스 대처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군 259명(67.1%), 스트레스 미대처군 78

명(32.9%)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두 군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성별, 학년, 학과 만족도는 카이제곱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두 군의 동질성은 검증되었다

(p>.05)(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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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트레스 대처군과 미대처군의 일반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ress coping and
non-coping group

　Variables

Stress
coping
group
(n=259)

Stress
non-coping
group
(n=78)

　
Ⅹ
2

n % n %

Gender

.370　Female 143 89.9 72 92.3

　Male 16 10.1 6 7.7

Grede

.321

　1st 22 13.8 9 11.5

　2nd 64 40.3 39 50.0

　3rd 44 27.7 22 28.2

　4th 29 18.2 8 10.3

Satisfaction with major

.108

Extremely satisfied 20 12.6 4 5.1

Very satisfied 63 39.6 29 37.2

Somewhat satisfied 52 32.7 23 29.5

Somewhat dissatisfied 16 10.1 14 17.9

Very dissatisfied 4 2.5 6 7.7

Extremely dissatisfied 4 2.5 2 2.6

표2. 스트레스 대처군과 미대처군의 스트레스, 공감, 의사소통
능력 정도

Table2.Comparisonofstress,empathy,communication between
stress coping group and stress non-coping group

　

Stress
coping
group
(n=259)

Stress
non-
coping
group
(n=78)

t p

Stress 2.42±8.3 2.97±.90 -4.693 .000

Empathy 3.89±.44 3.80±.47 1.371 .174

Communication

Interpreting ability 3.53±.35 3.37±.39 3.241 .001

Role ability 2.85±.38 2.85±.36 .100 .921

Self-presentation

ability
3.39±.63 3.57±.50 2.198 .030

Gole setting

ability
3.32±.55 3.12±.62 2.478 .014

Message

conversion ability
3.62±.56 3.54±.55 1.004 .316

Total 3.33±.29 3.21±.34 2.662 .008

표3. 스트레스 대처군의 스트레스, 공감, 의사소통능력간
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s among stress, empathy and
communication in the stress coping group

　 1 2 3 4 5 6 7

1 1 　 　 　 　 　 　

2 -.127 　 　 　 　 　 　

3 .078 .106 　 　 　 　 　

4 .104 .189
*

.781
**

　 　 　 　

5 .162
*

-.224
**

.540
**

.311
**

　 　 　

6 .028 .076 .668
**

.404
**

.088 　 　

7 -.089 .121 .634
**

.254
**

.088 .504
**

　

8 -.002 .266
**

.697
**

.552
**

.044 .408
**

.423
**

*p<.05,**p<.01
1.Stress,2.Empathy,3.Communicationtotal,4.Interpretingabi
lity,5.Roleability,6.Self-presentationability,7.Golesettingabi
lity, 8. Message conversion ability

2. 스트레스 대처군과 미대처군의 스트레스, 공감, 의

사소통능력 정도

스트레스 대처군과 스트레스 미대처군의 스트레스는

2.42점과 2.97점(p=.000)이며, 의사소통은 3.33점과 3.21

점(p=.008)이었다. 의사소통능력의 5개 하위영역 중 해

석능력(3.53 vs. 3.37, p=.001), 자기제시능력(3.39 vs.

3.57, p=.030), 목표설정능력(3.32 vs. 3.12, p=.014)으로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감은

3.89점과 3.80점(p=.174)으로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3. 스트레스 대처군과 미대처군의 스트레스, 공감, 의

사소통능력 간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군에서는 공감과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영역 중 해석능력(r=.189, p<.05), 역할능력(r=-.224,

p<.01), 메시지 전환능력(r=.266, p<.01), 스트레스는 의

사소통능력의 하위 영역 중 역할능력(r=.162,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스트레스 미대처군은 공감과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영역 중 역할능력(r=-.230, p<.05), 메시지 전환능력

(r=.264, p<.05), 스트레스는 의사소통능력(r=.240,

p<.05)과 의사소통능력 하위 영역 중 해석능력(r=.377,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4).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공감, 의사소통의 상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는 의사소통의 하위 영

역 중 해석능력(r=.132, p<.05), 공감은 의사소통의 하위

영역 중 해석능력(r=.188, p<.01), 역할능력(r=-.224,

p<.01), 메시지 전환능력(r=.269,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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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스트레스 미대처군의 스트레스, 공감, 의사소통능력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s among stress, empathy and
communication in the stress non-coping group

　 1 2 3 4 5 6 7

1 1 　 　 　 　 　 　

2 -.048 -.048 　 　 　 　 　

3 .240
*

.081 　 　 　 　 　

4 .377
**

.148 .775
**

　 　 　 　

5 .081
-.230
* .587

**
.280

*
　 　 　

6 .174 .071 .766
**

.461
**

.310
**

　 　

7 .048 .079 .711
**

.376
**

.175 .587
**

　

8 .137 .264
*

.754
**

.594
**

.272
*

.425
**

.493
**

*p<.05,**p<.01
1.Stress,2.Empathy,3.Communicationtotal,4.Interpreting
ability,5.Roleability,6.Self-presentationability,7.Golesetti
ngability, 8. Message conversion ability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스트레스 해결에 따

라 스트레스, 공감, 의사소통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주관적 스트레스 대처군과 미대처군의

스트레스 점수는 2.42점과 2.97점으로 주관적스트레스

대처군이 미대처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스트

레스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비슷한 도구를 이용한 의

과대학생의 스트레스는 2.9점으로 스트레스 미대처군과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9]. 스트레스는 주관적

인 감정을 내 외적으로 다스리는 능력에 따라 스트레

스가 낮아진다는 연구와도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20].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대학생들에게 심리적 안녕

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군이 스트레스 미대처군

보다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21].

공감은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영역 중 해석능력과 역

할능력, 그리고 메시지 전환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관계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2]. 이는 공감이 스트레스 보다는 대인관계와 의사소

통능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의사소통능력은 스트레스 대처군이 스트레스 미대처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영역 중 해석능력, 자기제시능력, 목표설정능력은

스트레스 대처군이 스트레스 미대처군보다 높았다. 의

사소통능력과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 스트레

스를 많이 경험한다[23].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고[5], 자

기효능감이 높은 대상자들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

이 사용하므로[24], 대인관계전략을 위한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를 교육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스트레스 대처군은 미대처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낮고 의사소통능력이 높은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대처전략을 이용한

다면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와 더불어 타인의 감정에 공

감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주관적 스트레스 대처와 미대처

에 따른 스트레스,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 결과

주관적 스트레스 대처군이 미대처군에 비해 스트레스

는 낮고, 의사소통능력은 높았다. 대학생의 주관적 스트

레스 대처방법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주관적 스트레스 대처여부에를 이용한 반복연

구를 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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