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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
박홍주

김남희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경상남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공감 문화적 역량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로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민감성 정도는 성별 학년 다문화 교육 받아본 경험 외국어
수강 유무와 외국인 친구 유무에서 공감능력 정도는 외국인 친구 유무 간호교육에서 문화적 역량
정도는 학년 성적 다문화 교육 유무 외국어 말하기 실력 외국 방문 유무 외국인 친구 유무 간호
교육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문화적 민감성 정도는 평균
점 문화적 공감능
력은 평균
점 문화적 역량은 평균
점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공감능력과 역량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다문화 간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공감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을 마련하고 효과
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핵심어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공감능력 문화적 역량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sensitivity,
cultural empathy ability and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he third and fourth grade students in two nursing departments. The instrument used cultural sensitivity,
cultural empathy, and cultural competenc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Cultural sensitivity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grade, experience of receiving multicultural education, presence of foreig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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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ce of foreign friends, nursing education. Cultural sensitivity was 84.98±9.86, cultural empathy was
102.58±12.69, and cultural competence was 84.99±14.16.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ultural empathy and compet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is necessary for students to develop and support programs that can provide diverse cultural
experiences.
Key Words: Cultural Sensitivity, Cultural Empathy, Cultural Competence, Nursing Students

서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년 월에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년 국내 거주 외국
인은 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년이 되면 를 넘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는 국내의 간호대상자가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간호사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맞는 개
별화된 간호를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다양한 문화의 대상
자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 또한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등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간호하기 위해 다문화사회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적응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문화적 민감성
은 다양한 현대사회 가치의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태도 지식
과 능력으로 다양한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즉 나와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려는 태도 신념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문화적 능력과
문화적 민감성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문화적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민감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세계는 글로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정신건강과 교육복지에서 문화적 민감성과 문화적 역량이 중요한 키워드
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문화적 민감성이 높은 보건의료인은 대상자의 요구와 기대에 적합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문화가 일찍부터 시작된 서구의 국가에서는 문
화적으로 민감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적 역량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감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한다는 뜻으로
는 문화적 역량의 주요 요소인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존경 배려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인 공감 능력의 속성과 연관되
며 타 문화권 대상자를 돌보는데 있어서 타 문화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공감능력은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문
화적 공감은 문화적 역량과 순 상관관계를 가지며 문화적 공감을 갖추면 보다 효율적으로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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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발휘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대상자와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
적 공감능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문화적 역량
은 간호사가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대상자의 독특한 욕구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간호행위에 있어서 간
호사가 다문화 대상자를 돌보기 전에 타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신념 가치 관습 행동 등을 이
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능숙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를 문화적 역량이라 한다
픽은희와 박재순
은 외국인 주민수의 증가와 함께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간호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국내 간호사는 이들의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해 이해하고 다문화권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간호를 수행
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경우 다문화 대상자들을 위
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호교육에서도 간호현장 실무와 관련하여 문화적 역량이 중요한 용어
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간호교육에서 문화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 사회의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를 제공하게 될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민감
성은 그들이 갖추어야할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며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타인의 감정을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공감적 자세가 필요하며 전문인
간호사에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특히 간호 대학
생들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다문화 대상자를 만나게 될 기회가 늘어나고 있지만 적절한 간호 모델
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하여 효과적인 간호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간호 대학생
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에 관한 교육과 연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
해 문화적 민감성 공감능력 역량은 관련 있는 주요 변인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간
호대학생의 교육에서 간호실무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의 대상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
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지금까지 다문화 관련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문화적 민감성에 관한
연구
문화적 역량에 관한 연구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 있었다 그 외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가 있었으며 다문화 간호와 관련 있는 중
요한 변인으로 문화적 민감성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적 민감성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 정도를
확인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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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 및 문화적 공감능력 문화적 역량 정도를 확인하고 문
화적 민감성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문화적 민감성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민감성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 차이를 파악한다
문화적 민감성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민감성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의 정도와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남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년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명을 편의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했을 때 일원분산분석에서 유
의수준 α 효과크기
검정력 β 로 산정한 결과 명의 표본수가 산출되
었다

연구도구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민감성 도구는 최승희 김성희 임명희
가 개발하고 오원옥
이 수정보완
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사용한 도구로 문화적 통합태도 문항 문화적 지식 습득 문항 문화적
기회균등 문항 문화적 독특성 수용 문항 자국 언어 사용배려 문항 등 개 하위 영역 총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점
척도로 매우 아니다 점 매우 그렇다 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오원옥
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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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α 이었다
문화적 공감능력
문화적 공감 도구는 김정연
이 사용한
도구로 공
감적 감정과 표현 개 문항 공감적 관점 취하기 개 문항 문화적 차이 수용 개 문항 공감적
인식 개 문항으로 총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점 매우 그렇다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민족이나 문화에 대한 공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질문은 역코딩으로 처리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α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α 이었다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 도구는 한석영
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측정 도구로 문화적
지식 개 문항 문화적 기술 개 문항 문화적 경험 개 문항 문화적 인식 개 문항 문화적 민감
성 개 문항으로 총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 점 매우 그렇다 점까지의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α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α 이었다
자료수집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행하였으며 해당 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과장
의 협조를 얻어 연구자가 직접 학과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구두 허락을 받은
후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후에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되고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됨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서면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대상 간호대학생들
이 자가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작성 소요시간은 분 정도 되었다 탈락율
을 고려하여 부를 배부하여 총 부 회수되었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부를 제외하고 총
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총 부의 자료를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 민감성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민감성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 정도의 차이는
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로 분석하였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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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문화적 민감성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는
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는 총 명으로 여자 명
남자 명
이며 연령은 세 세
명
세 세 명 이었다 학년은 학년 명
학년 명
이었고 종교
는 없음 명
이었으며 성적수준은 중 명
상 명
하 명 순이었
다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 본 경험 유무는 없음이 명
다문화 관련 교과목 수강 경
험 유무도 없음이 명
으로 많았다 외국어를 수강한 경험이 명
이었고 외국어
말하기 실력은 유창하지는 않다 명
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방문 경험 없음이 명
경험 있음이 명
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친구의 유무는 없음이 명
으로
많았으며 간호교육에서 다문화 대상자 간호에 대한 교육의 필요는 필요하다가 명
으로 가
장 많았다 임상현장 실습을 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만난 적이 있는 대상자는 명
으로 나
타났다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민감성 정도는 성별
학년
다문화 교육 받아본 경험
외국어 수강 유무
와 외국인 친구 유무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정도는 외국인 친구 유무
간호교육에서
매우 필요하다 평점이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로 사후검정한 결과 간호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매우 필요하다 보다 필요하다
라고 답한 경우 공감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정도는 학년
성적
다
문화 교육 유무
외국어 말하기 실력
외국 방문 유무
외국인 친구 유무
간호교육에서 매우 필요하다 평점이
점으로 가
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로 사후검정한 결과 성
적이 하가 중보다 문화적 역량이 더 높았으며 간호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보다 필요하
다라고 답한 경우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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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의 차이
~
~
~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 정도
문화적 민감성 정도는 평균
점이며 문화적 민감성 하위영역별을 살펴보면 문화적 지
식습득
점 문화적 기회균등
점 문화적 통합태도
점 순이었다 문화
적 공감능력은 평균
점이며 하위영역은 공감적 감정과 표현이
점 공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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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취하기
점 문화적 차이 수용
점으로 하위영역 문화적 지식
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점 순이었으며 문화적 역량은 평균
점 문화적 기술
점 문화적 인식

표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의 정도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공감능력 문화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간호 대학생의 문화적 공감능력과 역량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
으며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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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론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민족의 유입으로 외국인의 계속적인 증가 현상이 보건의료계에도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간호사의 문화적 민감성과 역량의 강화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
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의
전문 간호 인력에 주역이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민감성과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을
파악하여 이들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 정도는 총점 평균 점 점 만점의 평균평점 점으로 문화적
민감성 정도가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도구로 측정한 오원옥
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민감성 점보다 낮았으며
의 연구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간호대학생들의 민감성 정도가 낮
은 결과는 문화적 민감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의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등
은 문화적 민감성이 높은 보건의료인은 대상자의 요구와 기대에 적
합한 방식으로 중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에서 주요요인을 규명한 결과 공감
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공감능력 정도는 총점 평균
점
점 만점의 평균평점 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다문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문화실천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 연구결
과 점보다 조금 낮았으며 동일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점 척도로 사용한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초등하교 학년에 재학 중인 일반가족 초등학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의 연구에서의 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간호대학생을 비롯한 대상자
들에게 문화적 공감력을 변인으로 한 지속적인 문화적 공감 정도 파악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
시한다 등
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전문가들은 대상자들이 경험하
는 사회 문화 경제 심리적 어려움을 정확히 이해하여 그들의 표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면
적인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는 공감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정도는 총점 평균 점 점 만점의 평점 점으로 중간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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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 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연구 결과 점보
다 높았다 문화적 역량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인식 정도가 가장 높았으
며 문화적 지식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정도 파
악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타문화에 대한 지식습득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민감성 정도는 성별 학년 다문화교육 받아본 경험 외국어
수강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수록 외국인 친구가 있을수록 민감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
에 따른 공감능력 정도는 외국인 친구가 있으며 간호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공감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정도는 학년이 높을수록 성적이 낮을수
록 다문화 교육을 받을수록 외국어 말하기 실력이 유창 할수록 외국인 친구가 있을수록 간호교
육이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 공감능력 역량간의 상관관계에서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문
화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에게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문화적 역량이 증가하였다는 연구 에 의해 지지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 다문화 간호교육이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공감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문화적 경험
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을 마련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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