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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analyze and clarify the concept of empathy in nursing. Methods: Using the concept 

analysis framework of Walker & Avant 68 articles about empathy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Results: Defining 

attributes of empathy included recognizing others’ perspective and thought, understanding others’ emotion, and 

communicating with them. The antecedents of empathy included contact with patients, respect and trust for 

patients, a certain level of cognitive ability, and communication skills. Consequences of empathy were increasing 

patient self-understanding, self-awareness as a therapeutic subject and improving quality of nursing. The concept 

was clarified through presentation of model, borderline, related, and contrary case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 concept and attributes of empathy are explored in the area of nursing. Also,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development of standardized tools to measure patient-perceived empathy and 

measure the three attributes of empathy is recommended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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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의미를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수용하

여 전달하는 것으로[1], 상호 간 신뢰를 증진시키며 결속을 도

와[1,2]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하게 한다. 간호사는 환자와 상

호작용하며 간호를 수행하므로 환자와의 관계 형성은 중요하

다. 간호사가 표현한 공감이 환자에게 전달되면 환자는 간호사

를 신뢰하게 되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1]. 또한, 자신

이 존중받고 이해받는다고 인식하여 자신을 표현하는데 편안

함을 느끼게 된다[2]. 그 결과 환자와 간호사 간의 치료적 관계

가 형성된다[1-3]. 

공감을 간호사의 자질로서 인식하고 증진함으로서, 환자에

게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교육에서 공

감은 하나의 자질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인지되며, 주로 의

사소통 기법과 관련되어 다루어지고 있다[4]. 또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음에도[3,5], 공감은 caring (배려), compas-

sion (교감)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며[5,6], 개념 역시 합의

되지 않은 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5]. Piaget, Mead, 

Patterson 등의 인지학자들은 공감을 타인의 인지, 생각, 의도

를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Freud와 같은 임상심리학자들

은 공감을 정서적인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7]. Hojat 등[8]은 

공감을 인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 개

념이라고 정의하였다. 

합의된 공감 개념의 부재는 개별 연구로 도출된 결과의 통합

을 어렵게 하며, 이는 연구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연

구, 실무, 교육 분야에서 다루는 공감 개념 간의 부조화를 유발

하여 각 영역에서 공감의 적용을 어렵게 한다. 합의되지 않은 

정의로 인해 다수의 공감측정도구가 이용되고 있으며, 도구 간 

측정된 공감 수준의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5]. 

국외에서 2014년에 공감에 대한 review 논문[5]이 개제된 

바 있으나, 이는 공감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 다루고 있어 간

호영역에서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영역

에서 공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공감의 전제조건에 대

해서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9], 타분야와 달리 주로 이

론적 관점에서 공감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4]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영역에서의 공감에 대한 개념을 명

확히 하고자 한다. 명확화된 개념은 현상에 대한 이론적 기초

를 제공하며, 개념에 대한 속성과 정의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10]. Walker와 Avant [10]의 개념분석방법은 이론적 정의규

명, 도구 개발, 간호진단에 응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10]의 방법에 근거하여 공감 개념

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공감에 대한 개념분석을 통해 개념의 명확한 속

성을 밝히고, 선행요인, 결과요인을 파악하여 공감 능력을 갖

춘 간호사의 육성과 공감측정도구 개발에 기여하고자 시도되

었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10]의 개념분석방법을 적용하

여 공감 개념의 속성, 선행요인, 결과요인을 도출하는 개념분

석 연구이다.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념을 선정한다.

 개념분석의 목적을 정한다.

 개념의 사용범위를 확인한다.

 개념의 속성을 확인한다.

 개념의 모델 사례를 제시한다.

 개념의 추가 사례(경계 사례, 반대 사례, 연관 사례, 창안된 

사례)를 제시한다.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확인한다.

 개념의 경험적 준거를 확인한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공감에 대한 개념분석 연구로 문헌 조사의 범위는 

공감의 사전적 정의와 타 학문에서의 공감 개념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공감의 사전적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옥스퍼드 영어사

전을 통하여 살펴보았고, 문헌검색 기간은 2015년 이후로 지정

하였다. 검색 기간을 2015년 이후로 지정한 이유는 2014년 국

외에서 empathy에 대한 review 논문[5]이 보고되었기 때문이

다. 국내 문헌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국내학술 논

문 데이터베이스(DBpia)가 제공하는 DB를 사용하였다. 검색

어에 ‘공감’, ‘교감’, ‘배려’를 포함한 결과 8,619편이 검색되었

다. 이 중 중복되는 논문 697편, 전문이 제공되지 않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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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studies
 Korean study (n=1)
 English study (n=2)

Included in this study
 Korean study (N=8,619) 
 English study (N=13,668)

Included in this study
 Korean study (N=6,005) 
 English study (N=5,354)

Included in this study
 Korean study (N=330) 
 English study (N=508)

Included in this study
 Korean study (N=101) 
 English study (N=105)

Included in this study
 Korean study (N=37) 
 English study (N=28)

Duplicates removed
 Korean studies (n=697)
 English studies (n=1,068)

Non full-text articles 
 Korean studies (n=1,028)
 English studies (n=3,817)

Not Korean or English
 Korean studies( n=457)
 English studies (n=769) 

Not academic studies
 Korean studies (n=1,460)
 English studies (n=2,660)

- Book reviews=861
- Reports, letter and conference 

proceedings=1,799

Excluded by title reviewed
 Korean studies (n=6,107)

- Not related to empathy=1,321
- Not related to nursing=3,326
 English studies (n=7,506)

- Not related to empathy=918
- Not related to nursing=3,928

Excluded by abstract reviews
Not related to the empathy
 Korean studies (n=229)
 English studies (n=403)

Excluded by full-text studies
Not related to attributes of empathy
 Korean study (n=64) 
 English study (n=77)

Figure 1. Flow diagram of study selection

3,817편과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있지 않은 논문 457편을 

제외하였다. 이후 학위논문, 학술대회발표(포스터 발표 포함)

에 해당하는 1,460편을 제외하여 6,005편의 논문을 선정하였

다. 다음으로 제목을 스크리닝하여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

는 개념과 거리가 먼 논문들을 제외하였다. 검색어인 ‘공감’을 

포함하지만 다른 의미를 지닌 ‘공감각’ 등을 제목이나 주제어

로 하는 논문 1,321편을 제외하였다. 초록을 읽고 229편의 논문

을 제외하여 101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후 전문을 읽고 공

감 개념의 속성을 알 수 없는 논문 64편을 제외하여 국내논문 

37편을 최종 분석하였다. 국외 문헌검색에는 CINAHL, Web 

of Science를 활용하였다. Web of science에서 ‘empathy’, 

‘caring’, ‘compassion’이 포함된 논문은 9,803편이었으며, 

CINAHL에서 ‘empathy’, ‘caring’, ‘compassion’이 포함된 논

문은 3,865편이었다. 이 중 중복되는 논문 1,068편과 책, 논평, 

편지 등의 학술논문이 아닌 2,660편의 문헌을 제외하여 5,354

편이 선정되었다. 제목을 분석하여 empathy와 관련이 없는 

논문 918편을 제외한 후 초록을 읽고 105편의 논문이 선정되

었다. 다음 단계에서 전문을 읽고 공감 개념의 속성을 알 수 없

는 논문 77편을 제외하여 28편의 국외논문을 분석하였다. 자

료분석과정에서 국내논문 1편, 국외논문 2편을 추가하여 최

종 68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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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cept Analysis of Empathy in Studies

Disciplines Antecedent Attributes Consequences

Aesthetics ․ Appreciation of art works ․ Feeling into 
․ Emphasizing the expression of 
feeling and inner experiences

․ Deepening comprehension of art piece 

Psychology ․ Training to improve 
empathy

․ Relationship with others 

․ Capacity to take role of the others 
․ Adopting alternative perspectives 
vis-a-vis oneself

․ Getting information about the counselee
․ Increasing comprehension of others

Pedagogy ․ Cognitive ability
․ Humanism education 
based on empathy

․ Empathy as a process
․ Feelings what is appropriate for 
another

․ Acting to reduce suffering of others
․ Altruistic motivation and pro-social 
behavior

․ Solving bullying, school violence

Advertising ․ Identification
․ Understanding
․ Emotional response to 
advertising situation

․ Understanding the situation in 
the advertisement

․ Experiencing the meaning of 
advertising situation

․ Gathering the attention of the consumer
․ Will of purchase

Biology ․ Mirror neuron (presented 
in the frontal lobe) 

․ Congenital property
․ Individual difference exists

․ Imitating the feelings and actions of others

Medicine ․ Relationship with patients
․ Communication with 
patients

․ Understanding of experiences. 
concerns, and perspective of the 
patient

․ Capacity to communicate what 
one understands

․ Better therapeutic results
․ Increasing satisfaction of doctor and 
patient

3.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간호이론 과목 이수 중 개념분석에 대해 공부하

였으며, 개념분석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에서의 공감 개

념분석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추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인간 대상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윤리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

1. 공감 개념에 대한 문헌고찰

1) 사전적 정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11]에 따르면 ‘공감’은 “남의 감

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정의된다. 영어로 ‘empathy’란 “타인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12].

2) 공감 개념의 사용범위

(1) 타 학문에서의 공감 개념사용

미학, 심리학, 교육학, 광고학, 심리학, 의학에서의 공감 개

념의 사용을 확인하였다(Table 1).

Empathy란 용어는 ‘einfűhlung’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

다. 이 용어는 피셔(R, Visher)가 1873년에 최초로 사용하였으

며 ‘예술감상시 쾌락과 아름다움의 내면에 도달할 수 있는 능

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

동이 깊어진다고 하였다[7].

심리학에서 공감은 ‘타인의 역할을 취하거나 타인의 입장에 

서보는 것’으로 정의되며,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즉, 공감은 상담가에게 요구되며 훈련을 

통한 공감 능력의 향상을 강조한다[13].

교육학에서는 공감을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이 처한 상황에 

부합하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한 Hoffman [14]의 공감 개

념을 이용한다. Hoffman [14]에 따르면 타인의 고통, 불안, 분

노 같은 부정적 정서를 자신과 연관 짓는 과정에서 공감을 느끼

게 되며,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친사회적이며 이타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 이에 교육 분야에서는 공감에 기초한 인성 및 도덕 

교육을 통해 유대감과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하여 학교폭력, 왕

따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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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finitions of Empathy in Literature Review

First author Definition Attributes

Rogers [13] “To perceive the internal frame of reference of another with accuracy and with the 
emotional components and meanings which pertain thereto as if one were the 
persons, but without ever losing the ‘as if’ condition”

②

La Monica [18] “Accurate perception of the client’s world by the helper, communicating of this 
understanding to the client, and the client’s perception of the helper’s 
understanding”

①, ③ 

Barret-Lennard [20] ‘Understanding and recognizing the  other person’s emotions, communicating this 
understanding to the empathee and recognizing that this has been understand’ ②, ③

Davis [21] “A reaction to the observed experience of another” ①, ③

Hoffman [14] “One feels what is appropriate for another” ②

Olson & Hanchett [19] “Accurate perceptions of others” ①

Hojat et al. [8] “Cognitive attribute that involves an understanding of the inner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the patient, combined with a capability to communicate this 
understanding to the patient”

①, ②, ③ 

Kirk [3] “To understand what it is like to be in someone else’s position” ①

Pelligra [22] “The ability to anticipate and share emotions and feelings with others” ②, ③

광고학에서 공감은 “소비자가 광고에 나타난 상황을 이해

하고, 광고상황에 자신을 투사하여 그 의미를 경험하고 공유하

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광고상황에 대한 동일시, 광고상

황에 대한 공감적 이해, 광고상황에 대한 대리적 감정반응으로 

구성된 다차원 개념이다”[15].

생물학에서는 공감을 본능적이고 선천적인 특성으로 보며, 

‘타인이 표현하는 감정과 행동을 사회적으로 모방하는 상호주

관적인 커뮤니케이션(intersubjective communication)’으로 

정의한다. 이는 대뇌피질에 존재하는 거울뉴런(mirror neuron)

의 작용에 의해 전반성적(prereflexive)이고 전언어적인(pr-

elinguistic) 수준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된다[16].

의학에서의 공감은 ‘환자 내면의 경험, 관점을 이해한 후 이

를 전달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8]. 의사의 공감 능력은 더 나

은 임상적 결과로 연결되며, 환자와 의사의 만족감을 증대시킨

다[8,17].

(2) 간호학에서의 개념사용

간호학자인 Theresa Wiseman [2]은 공감을 ‘타인의 감정

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 이해를 다시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La Monica [18]는 공감을 ‘상대방의 입장을 느끼

고 정확하게 지각하여 상대방에게 이해된 바를 전달하는 것’이

라고 정의하며 공감의 표현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Kirk [3]는 

간호학에서의 공감을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

의하였다.

Olson과 Hanchett [19]는 간호사가 표현하는 공감이 환자

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Olando 모델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

다. 그들은 Olando 모델을 기본으로 중범위 이론을 개발하고, 

명제로부터 연구가설을 도출해 이를 검증하였다. 그들은 공감

을 ‘간호사가 표현하는 공감(nurse-expressed empathy)’과 

‘환자가 인지하는 공감(patient perceived empathy)’으로 나

누어 설명하였다. ‘간호사가 표현하는 공감’이란 환자가 말하

고 느낀 것을 인지하고 환자에게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말하며, ‘환자가 인지하는 공감’이란 간호사에 의해 이해받고 

수용되는 환자의 느낌으로 정의하였다. Olson과 Hanchett 

[19]는 공감을 ‘간호사가 환자와 정확한 지각을 나누는 것’으로 

정의하며, 간호사는 공감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2. 공감의 잠정적 기준목록과 결정적 속성 확인

이 단계는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의 속성을 규

명하는 것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공감 개념에 대한 잠정적인 기

준목록과 속성을 확인하였다.

1) 공감의 잠정적 기준목록

본 연구자는 학자들이 시대별로 정의한 공감의 개념과 속성

을 인지적(①), 정서적(②), 표현적(③)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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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의 속성 확인

개념분석은 개념의 속성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이는 개념의 

모든 사례에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10].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타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고, 관점

을 파악하고 정서를 이해하며, 이해한 바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공감을 인지적, 정서적, 표현적 요소가 포함

된 다속성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3. 개념의 모델 사례

모델 사례란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의 중요한 속성

을 모두 포함하는 예를 말한다[10].

부인암 병동 4년 차 간호사 A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B씨

의 담당 간호사이다. B씨는 결혼 1년 차의 30대 여성으로 원추

절제술을 앞두고 있다. 나이트 근무인 간호사 A는 B씨가 병실

에서 잠을 자지 못한 채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인지적). 간

호사 A는 B씨가 불안해한다고 생각하여(정서적) B씨에게 “많

이 걱정되고 불안해 보여요. 혹시 걱정 있으세요?”라고 질문하

였다(표현적). B씨는 “제가 많이 불안한가 봐요. 내일 있을 시

술도 두렵고, 시술 후에 임신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돼요”라고 

말하였다. 간호사 A는 B씨에게 시술 과정, 질병의 예후와 임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B씨는 간호사 A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표현함으로써 마음이 편

안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이 이해받고 존중받았

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간호사 A를 전문가로서 신뢰하게 되

었다. 다음날 B씨는 시술을 잘 해낼 수 있었다. 

이 모델 사례에는 공감 개념의 모든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 

간호사 A는 인지적 능력을 통해 울고 있는 환자를 발견하였고, 

B씨의 정서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었다. 그 후 자신이 이해한 

바를 B씨에게 표현하였다. 간호사 A와의 대화를 통해 B씨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간호사 A

를 신뢰하게 되었다.

4. 개념의 부가 사례 개발

1) 경계 사례

경계 사례는 개념의 일부 중요한 속성을 포함한 사례를 말한

다[10].

중환자실 6개월 차 간호사 C는 교통사고로 간 열상(liver 

laceration)을 진단받고 금식 중인 D씨의 담당 간호사가 되었

다. D씨는 출혈 여부 확인을 위해 3시간마다 채혈을 하고 있었

다. D씨에게 채혈하려고 갔을 때, 간호사 C는 D씨가 팔짱을 낀 

채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인지적). 그 모습을 

보고 간호사 C는 D씨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였으나(정서적) 어

떻게 표현할지 몰라 “피검사 할게요”라고 말했다. D씨는 간호

사 C에게 “왜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계속 피를 뽑는 거예요? 제 

상태가 많이 심각한가요?”라고 화를 내며 채혈을 거부하였다. 

간호사 C는 D씨가 채혈을 거부하자 당황하였으며, D씨는 자

신의 생각과 감정을 간호사로부터 이해받지 못하여 답답함을 

느꼈다.

간호사 C는 인지적 능력을 통해 D씨가 팔짱을 끼고 있는 것

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D씨가 화가 나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지

만 자신이 이해한 바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였다. 위의 사례는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속성은 포함되어 있으나 표현적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감이 표현되지 못함으로써 환자는 간호

사의 공감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

끼게 되었다. 

2) 반대 사례

반대 사례는 개념의 속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사례를 말한

다. 이를 통해 개념의 속성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10].

정형외과 병동 1년 차 간호사 E는 72세 여성 F씨의 담당 간

호사이다. F씨는 교통사고로 대퇴골절을 진단받아 2주간의 입

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F씨는 다른 가족 없이 강아지와 살

고 있다. F씨는 자신이 입원해 있을 동안 강아지를 돌봐줄 사람

을 찾느라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핸드폰 주소록을 뒤지고 있었

다. 나이트 근무인 간호사 E는 병실순회를 돌았으나 깨어있던 

F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F씨는 강아지가 너무 걱정되는 마음

에 잠을 이룰 수 없어 콜 벨을 눌러 간호사 E를 호출하였다. 간

호사 E는 F씨의 병실로 가서 “왜 콜 벨 누르셨어요?”라고 물어

봤다. F씨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혼자 있을 강아지가 너무 

걱정돼요. 제가 부탁할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마땅한 사람을 못 

찾겠어요”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간호사 E는 한숨을 쉬며 

“환자분 주무세요. 제가 돌봐줄 수는 없잖아요. 저 바빠요”라

고 대답하고 병실을 나섰다. F씨는 자신의 감정이 무시 받는다

고 생각하였으며, 간호사를 신뢰할 수 없었고 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 사례에는 공감의 모든 속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간호

사 E는 잠들지 못하고 주소록을 뒤지는 F씨를 인지하지 못하였

다. 그로 인해 그녀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여 공감을 표현할 

수 없었다. 이후 F씨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도 간호사 E

는 환자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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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에 대한 개념분석

Antecedent

1. Contact with patients

2. Respect and trust for patients

3. A certain level of cognitive 
ability

4. Communication skills

Attributes

1. Recognizing other's 
perspective and thought

2. Understanding other's 
emotion

3. Communicating with others 

Consequences

1. Increasing patient's 
self-understanding 

2. Increasing patient's self-awareness 
as therapeutic subject

3. Improving quality of nursing

Figure 2. Conceptual structure of empathy.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3) 연관 사례 

연관 사례란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과 유사한 관계가 있으나 

개념의 결정적 속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례를 말한다[10].

간호사 G는 대장암을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하는 55세 남성 

H씨의 담당 간호사이다. 간호사 G는 H씨가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 모습을 자주 관찰하였다. 그를 볼 때

마다 대장암으로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H씨에게 친근감을 느꼈다. 이브닝 근무 중 간호사 G는 H씨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의 슬픈 마음이 자신에게도 전달되

는 것 같아 눈물을 흘렸다(교감). 간호사 G는 H씨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걱정이 되었다(배려).

위 사례에서 간호사 G는 H씨를 통해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

올라 안쓰럽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이는 간호사가 배려(car-

ing)와 교감(sympathy)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배려란 ‘신경 쓰

이는 마음, 걱정과 불안 등의 마음의 상태’로 정의되며, 교감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함께 느끼는 것’으로 정의된다[6]. 이는 정

서적 속성만을 포함하며, 환자의 사고, 관점을 파악하는 인지

적 측면과 이해한 바를 표현하는 표현적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공감 개념과 차이를 보인다. 간호사 G는 H

씨에게 안쓰러운 마음을 느낀 것에서 그쳤으며, 자신이 인식하

고 느낀 바를 환자에게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였다. 

5. 공감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통해 개념

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10]. 공감 개념의 선행요인이란 간호

사의 공감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말

하며, 결과요인이란 간호사의 공감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 혹

은 부수적인 조건들을 의미한다(Figure 2).

1) 선행요인(Antecedents)

환자의 관점, 생각을 파악하고 감정을 이해하여 표현한 것

이 환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환자와 간호사의 만남을 전

제로 하여야 한다. 이는 Buie [23]가 공감을 두 사람 사이(inter-

personal setting)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한 것에서도 나타

난다. 공감은 친 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함으로[2] 간호사는 환

자와 접촉을 하며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야 한다.

Putnam 등[24]은 공감의 조건으로 상대에 대한 신뢰를 강

조하였으며, 이는 간호사와 환자 관계의 기본이 된다. 공감은 

환자를 비판단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포함[13]하므

로, 환자에 대한 존중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 

공감의 인지적 요소의 충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지적 

능력이 필요하다[2,14]. 이는 타인의 정서 상태를 구분하고, 타

인의 관점과 역할을 취할 수 있는 능력[7]을 의미한다. Kirk [3]

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biography), 즉 타

인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다고 하였다. 이는 짧은 만

남으로는 알 수 없는 환자의 정보를 간호사에게 제공하여, 환자

에 대한 간호사의 이해수준을 증가시키므로[3] 간호사는 환자

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공감의 정서적 속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맥락

적 요소를 파악하여야 한다.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환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에 민감성을 가져야 한

다[25]. Scott [26]은 타인의 입장에 있다고 상상해봄으로써 타

인이 느끼는 정서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

해 타인과 자신의 감정적인 자아(emotional self)를 연관시킬 

수 있으며, 결과로서 정서적 공감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공감의 표현적 속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자신이 느

끼고 해석한 바를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추어

야 한다. Rogers [13] 역시 공감이 표현될 때 비로소 환자는 공

감 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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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formation of the Empathy Measure

Tools Domains Components Scale Rating

Barre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 
(BLRI) [20]

Expressive Regard
Unconditionally
Empathic understanding
Congruence

64 items 
6-point Likert scale

Self-rating
Client-rating

Empathy Constructs 
Rating Scale (ECRS) [18]

Cognitive
Expressive

84 items
6-point Likert scale

Self-rating
Patient-rating 
Observer-rating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21]

Cognitive
Emotional

Perspective taking
Fantasy
Empathetic concern
Personal distress

28 items
5-point Likert scale

Self-rating

Jefferson Scale of Physician 
Empathy (JSPE) [8]

Cognitive Perspective taking
Standing in the patient's shoes
Compassionate care

20 items
7-point Likert scale

Self-rating

2) 결과요인(Consequences) 

공감은 수용적이고 비판단적이며[1,13] 이를 통해 환자들은 

높은 수준의 자기수용을 할 수 있게 된다[1,2]. 간호사로부터 

공감을 받은 환자는 자기표현에 편안함을 느끼며[2] 치료적 주

체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공감을 통해 간호사와 환자 사이

에 신뢰가 깊어지면 간호사의 돌봄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가 높

아져 환자는 자발적으로 건강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27]. 간호사로부터 공감을 경험한 환자는 그렇지 못한 환

자보다 고통을 더 잘 감내할 수 있으며[1,3,18], 전문적인 간호

를 받았다고 인식하여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1]. 공감을 통해 

환자와 간호사가 접한 관계를 맺게 되며,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1,2].

간호사로서도 공감 능력을 갖추면 간호지식을 토대로 대상

자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감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대

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위해 노

력하게 된다[6]. 이러한 이유로 공감은 환자의 안녕과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1].

공감을 통해 환자와 간호사는 상호 간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

게 되고 서로를 신뢰하게 되어 치료적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1-3].

6. 개념의 경험적 준거(Empirical referents) 확인

경험적 준거는 개념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공감 개념을 측정

하기 위한 준거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10].

공감측정도구로는 Barre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 

(BLRI), Empathy constructs rating scale (ECRS), Interper-

sonal Reactivity Index (IRI), Jefferson Scale of Physician 

Empathy (JSPE)가 있다[28](Table 3).

논 의

간호사와 환자 사이의 공감은 상호신뢰를 증가시키며 환자

의 안녕과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1]. 공감은 치료적 관계

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왔다[1-3]. 그러나 아직 공감에 대

한 합의된 정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5].

이에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10]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

감 개념을 분석하였다. 공감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타 학문, 간

호에서의 공감 개념을 살펴본 결과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표

현적 요소의 다속성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기존에 공감과 혼용

되던 교감(sympathy), 배려(caring)는 인지적, 표현적 요소가 

배제되어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공감의 개념과 차

이를 보였다. 공감의 선행요인으로는 환자와의 접촉, 환자에 

대한 존중과 신뢰, 일정수준 이상의 인지적 능력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요인으로는 환자의 치료적 주체로서 자

기인식 증가와 간호의 질 향상이 도출되었다.

학문별로 정의하는 공감 개념의 경우 본 연구의 공감 개념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였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이 형성

된다고 보는 심리학적 관점[13]과 본 연구의 관점은 유사하였

으나, 내담자 입장에서 인지적 속성의 공감을 강조한다는 점에

는 차이를 보였다. 공감의 선행요인으로 일정 수준의 인지능력

이 필요하며, 교육을 통한 공감 능력 향상이 가능하다[14]는 교

육학의 관점은 연구자의 관점과 일치하였다. 광고학[15]에서

의 공감 개념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개념과는 차이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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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에 대한 개념분석

공감이 다속성 개념이라는 점은 본 연구자의 견해와 유사하다. 

의학[17]에서의 공감은 환자와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견해와 일치한다. 국외에서 2014년에 

시행된 review논문[5]은 공감을 인지적 관점과 정서적 관점으

로 보고 있다. 인지적 관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정서적 관점은 ‘타인이 경험한 감정에 대해 염려하

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본 연구자가 분석한 개념의 속성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위 논문에서는 소설, 영화 속 가상의 존재

에게도 공감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5], 이는 본 연구자가 공

감의 발생을 위해 간호사와 환자의 만남을 전제로 한 것과는 차

이를 보인다.

개념의 경험적 준거 단계에서 공감 개념측정도구를 확인한 

결과 몇 가지 제한점을 발견하였다. BLRI의 경우 상담가와 내

담자의 공감측정을 위해 개발된 도구로 간호사와 환자 간 공감

측정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ECRS의 경우 문항 수가 많아 타당

도가 낮다는 한계점이 있다. IRI의 경우 대상자가 인지하는 공

감을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간호사를 위해 개발된 도구가 

아니므로 간호영역에서의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다[28]. 

본 연구결과 공감이 인지적 속성을 포함하며, 선행요인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인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기존의 간호대학에서 

공감 교육이 다양하게 제공된다는 점[29]에서 볼 때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벗어

나[4] 개인의 특성과 자질로서 공감을 보고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간호사 관점에

서 공감 개념을 정의하여 환자 관점의 공감을 포함하지 못하였

다. 간호사가 인지하는 공감과 환자가 인지하는 공감에는 차

이가 있고, 공감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환자에게 전달

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30], 환자가 인지하는 공감에 관한 

후행 연구와 이를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을 제언한다. 또한, 기

존의 공감측정도구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공감의 인지적, 정

서적, 표현적 요소 중 일부만을 측정[28]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 도출된 다속성 공감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10] 개념분석방법을 이

용하여 문헌고찰을 통한 개념분석에 그쳤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현장관찰과 심층 면담을 시행하여 실제 임상현장을 반영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개념분석 사례의 표현적 속성이 주로 언어적 의

사소통 측면에 국한되어져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임상 환경에

서 치매 노인, 영유아, 중환자 등 언어적 의사소통이 불가한 환

자들에게 공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공감측정도구가 자가 보고식 설문지형

식의 도구[28]라는 점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이 불가한 환자들

의 공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역시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공감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해함으로써 공감 

능력을 갖춘 간호사의 육성과 공감 개념측정도구 개발에 도움

을 주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10]의 단

계에 따라 개념선정, 분석의 목적 결정, 개념의 사용범위 확인, 

개념의 속성판단, 모델 사례 확인, 추가사례 검토, 선행요인과 

결과확인, 경험적 준거 확인 과정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공감을 ‘타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고, 관점을 파

악하고 정서를 이해하며, 이해한 바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

으로 정의하며, 공감을 인지적, 정서적, 표현적 요소가 포함된 

다속성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공감의 속성

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인지적 속성으로 환자의 관점, 생각

을 인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서적 속성으로 환자의 정서,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표현적 속성으

로 간호사가 이해하고 인식한 바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는 공감 개념을 분석하고, 간호 실무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공감 개념을 적용한 연구, 공감 교육 프로그램 및 측정

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Reynolds WJ. The measurement and development of empathy 

in nursing. 1st ed. New York: Ashgate Publishing; 2000. p. 24- 

46.

2. Wiseman T. Toward a holistic conceptualization of empathy 

for nursing practic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2007;30(3): 

61-72. https://doi.org/10.1097/01.ANS.0000286630.00011.e3

3. Kirk TW. Beyond empathy: clinical intimacy in nursing prac-

tice. Nursing Philosophy. 2007;8(4):233-243.

https://doi.org/10.1111/j.1466-769X.2007.00318.x

4. Alligood M. Rethinking empathy in nurse education: shifting 

to a developmental view. In: Oermann, MH, Heinrich OK, edi-

tors. Annual Review of Education. Vol 3.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5. p. 299-309.



154 https://doi.org/10.7739/jkafn.2019.26.3.145 기본간호학회지 26(3), 2019년 8월

최 선 엽

5. Benjamin MP, Sarah J, Laura T, Douglas J. Empathy: a review 

of the concept. Emotion Review. 2014;8(2):144-153.

https://doi.org/10.1177/1754073914558466

6. Lee YJ. Development of the compassionate competence scale for 

nurses [dissertation]. Seoul: Korea University; 2014. p. 1-134.

7. Kim TH. A study on the empathy.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lementary Education. 2015;47:1-28.

8. Hojat M, Gonnella JS, Mangione S, Nasca TJ, Magee M. Physi-

cian empathy in medical education and practice: experience 

with the Jefferson scale of physician empathy. In Seminars in 

Integrative Medicine. 2003;1(1):25-41.

https://doi.org/10.1016/S1543-1150(03)00002-4 

9. Mckinnon J. In their shoes: an ontological perspective on em-

pathy in nursing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18;27: 

3882-3893. https://doi.org/10.1111/jocn.14610.

10. Walker LO, Avant KC.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4th ed. Boston: Prentice Hall; 2004. p. 63-80.

11.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Internet]. Seoul: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9 [cited 

2019 February 4]. Available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

ize=10&searchKeyword=공감

12. University of Oxford. [Internet]. England: University of Oxford; 

2019 [cited 2019 February 4]. Available from: 

http://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empathyOxfor

d English Dictionary. 

13. Rogers CR.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

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57;21(2):95-103. https://doi.org/10.1037/h0045357

14. Hoffman ML.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1st ed. Cam-

bridge Univers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 29-64.

15. Soh HJ. Measuring consumer empathic response to advertis-

ing drama.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 

14(11):133-142.

16. Gallese V. The roots of empathy: the shared manifold hy-

pothesis and the neural basis of intersubjectivity. Psycho-

pathology. 2003;36:171-180.

https://doi.org/10.1159/000072786

17. Lee BK, Bahn GH, Lee WH, Park HJ, Yoon TY, Baek SB. The re-

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medical education system, 

grades, and personality in medical college students and medi-

cal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09;21(2):117-124.

https://doi.org/10.3946/kjme.2009.21.2.117

18. La Monica EL. Construct validity of an empathy instrument.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981;4(4):389-400.

https://doi.org/10.1002/nur.4770040406

19. Olson J, Hanchett E. Nurse-Expressed empathy, patient out-

comes, and development of a middle-range theory.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997;29(1):71-76.

https://doi.org/10.1111/j.1547-5069.1997.tb01143.x

20. Barrett-Lennard G. Empathy in human relationships: signifi-

cance, nature and measurement. Austrian Psychologist. 1976;11 

(2):793-184. https://doi.org/10.1080/00050067608255678

21. Davis MH.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

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3;44(1):113-126.

https://doi.org/10.1037/0022-3514.44.1.113.

22. Pelligra V. Empathy, guilt-aversion, and patterns of reciprocity. 

Journal of Neuroscience, Psychology, and Economics. 2011;4 

(3):161-173. http://dx.org/10.1037/a0024688161

23. Buie DH. Empathy: its nature and limitations. Journal of Ame-

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981;29(2):281-307.

https://doi.org/10.1177/000306518102900201

24. Putnam RD, Leonardi R, Nanetti RY.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1st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 32-33.

25. King SH. The structure of empathy in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2011; 

21(6):679-695. https://doi.org/10.1080/10911359.2011.583516 

26. Scott PA. Emotion, moral perception and nursing practice. 

Nursing Philosophy. 2000;1(1):123-133.

https://doi.org/10.1046/j.1466-769x.2000.00023.x 

27. Hupcey JE, Penrod J, Morse JM, Mitcham C. An exploration 

and advancement of the concept of trus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1;36(2):282-293.

https://doi.org/10.1046/j.1365-2648.2001.01970.x 

28. Yu J, Kirk M. Evaluation of empathy measurement tools in 

nursing: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9;65(9):1790-1806.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9.05071.x

29. Scott B, Scott L, Melissa C. A review of empathy education in 

nursing. Nursing Inquiry. 2010;17(1):65-74.

https://doi.org/10.1111/j.1440-1800.2009.00482.x

30. Von Dietze E, Orb A. Compassionate care: a moral dimension 

of nursing. Nursing Inquiry. 2001;7(3):166-174.

https://doi.org/10.1046/j.1440-1800.2000.00065.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