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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cultural competence and empathic ability according
to multi-cultur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Method: The participants included 170 nursing students who agreed to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that were constructed to include scales to measure
cultural competence and empathic ability. Data were analyzed using ANOVA and pearson corelation coefficients with
SPSS/WIN 21.0. Result: The analysis identified the difference of cultural competence according to grade(F=3.69, p=.013),
experience of attending multi-cultural classes(F=11.2 p=.001) and experience of attending multi-cultural events(F=5.18,
p=.024) of nursing students and analysis identified the difference of empathic ability according to gender(F=4.55, p=.034),
experience of attending multi-cultural classes(F=24.3, p=.000) and experience of attending multi-cultural events(F=8.91,
p=.003) of nursing student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provide fundamental data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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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내 체류 외국인 수가 1,797,618명으로 2010년 대비 약
29.8%가 증가하였다(E-country. Foreign Residency Status,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문화사회의 구
성원인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민자, 외국 국적의 동
포 및 유학생 등의 유입 증가로 인하여 2014년 기준 국

2015).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민자, 외국 국
적의 동포 및 유학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한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며 국가발전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5천년 역사와 함께 형성된 우리나라의 단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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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 대한 가치관은 외국인 이민자들의 유입에 대해 부

대한 교육적 준비에서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간

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다문화대상자 스스로도 내국

호사 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는 간호사의 문

인과 동등한 법적, 제도적 권리와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미국 사회의 다문화적인

생각하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완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1986년에 간호교육의 교과과정 안

전한 한국인으로 통합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

에 문화적 역량을 포함시키도록 지침을 발표하였다(Ivey,

의적인 태도를 가지기도 한다(Jang, 2010). 이러한 사회

Ivey & Simek-Morgan, 1993). 이에 따라 미국간호대학

문화적 환경 속에서 다문화대상자들은 그들이 살아왔던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

익숙했던 환경에 비하여 새로운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1986)는 간호대학 학사과정 교육에 문화적 역량을 필수

문화적 및 환경적 상호작용에 대한 도전으로 인하여 발

적인 항목으로 포함시켰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간호교

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대단히 클 것

육평가원의 2주기 교육과정 평가기준에 인문사회과학 이

으로 예견되며, 이로 인한 건강문제는 앞으로 우리사회의

수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K와 G대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다(Min &

학교 등의 일부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에 다문화간호와 관

Lee, 2009). 대부분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어

련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려움과 함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교육 수준 및 신체

다문화사회의 간호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적 정신적인 건강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문제

면, Peek & Park(2013)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

를 동반하고 있다(Peek & Park, 2013).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공감능력,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수호자로서 다문화대상자에게 예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Choi(2014) 등은 현재

견되는 건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간호사는 간호대상자

실시되고 있는 국내 다문화간호 관련 과목들의 강의계획

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간호전문성

서를 분석하여 한국에 맞는 문화간호 역량강화 교육모델

에 대한 준비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다문화대상자의

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교육에서도 다문화사회로

건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간호사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변화된 사회의 요구와 환경에 적합한 다문화사회에 접근

문화적, 경제적, 종교적 신념이나 관점에 대한 오해와 편

한 간호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견을 없애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전인적 이해가 필요

Leininger(1997)는 돌봄의 중요한 요소로서 문화적 역

하며, 이를 위하여 간호사들의 문화적 인식과 역량을 향

량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호사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시켜 간호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이슈이다(Oh,

적합하고, 능력이 있고, 공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2011). 간호사는 다문화대상자를 간호함에 있어 그들의

서 전 세계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해

문화적 특성에 적절하고 개별화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야 함을 설명하였다.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은 다양한 대

서 문화적 인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함은 매우 필요한 선

상자를 만나게 되는 간호환경에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결과제이다(Park & Kweon, 2013).

에서 벗어나 타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타인의 감정

실제로 2013년 외국인 환자 수는 211,218명으로 2010

을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공감적 자세를 발휘하는 것으로,

년 81,789명이었던 것에 비해 61.3%로, 건강문제로 병

다문화대상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원을 내원하는 환자 수가 매우 증가하였다(Korea Health

위하여 필요한 역량이다(Hoffman, 2000). Min & Lee

Industry Statistics System, 2014).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2009)의 연구에 의하면 문화적 경험이나 체험에서 효과

가진 다문화간호 대상자의 급증은 간호사의 전문성 역량

적인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의 증진

강화 뿐 아니라, 향후 간호계를 이끌어 갈 간호대학생에

이 필요하며, 간호사들은 다문화대상자들과의 공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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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킴으로 대상자들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경험할

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

수 있게 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하여 접근할 수 있

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문항과 다문화 경험 특

는 역량을 함양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감 능력은 간

성 문항 문화적 역량 문항 및 공감능력 문항으로 구성되었

호사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1.0(SPSS Inc., Chicago,

을 설명하였다.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경험 특

과 다문화 경험 특성은 실수,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다문

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공감 능력에 대한 차이가 어떠

화 경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 차이는

한지를 파악하여 다문화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NOVA 분석과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한 추가 검증방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법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전체 문화적 역량과
하위 영역인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민감성 ,
문화적 기술 및 공감 능력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경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공감 능력에
대한 차이가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다문화 간호교육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Correlation Coeffient를 실시하였다.

3. 연구 도구
1)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 도구는 Suh(2004)의 문화적 역량 개념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경험 특성을 파
악한다.

Han(2014)이 개발한 27개 문항(하부영역 문화적 인식 4
문항, 문화적 지식 9문항, 문화적 기술 6문항, 문화적 경

∙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경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차이를 파악한다.

험 4문항, 문화적 민감성 4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중
심으로, 본 연구자와 간호학 및 다문화간호 전공자로서,

∙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경험 특성에 따른 공감 능력
차이를 파악한다.

외국의 다문화사회 구성원으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42개 문항(하부영역 문화적 인식 9문항, 문화적 지식 13
문항, 문화적 기술 10문항, 문화적 민감성 10문항)을 수

연구방법

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각 항목들은 리커트 5점 척도
형식으로, 1번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번 ‘매우 그렇다’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경험 특성에 따른 문
화적 역량과 공감 능력에 대한 차이가 어떠한지를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Han(2014)의 도구 개발 당시 전체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 =.914이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적 역량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8이
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2) 공감 능력

연구대상자들은 총 170명으로, K시에 소재한 일개 대

공감 능력은 문화적 역량의 기본 요인으로, Davis

학의 간호대학생으로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

(1996)는 공감 능력의 측정을 위해 Interpersonal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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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IRI)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eon(2002)이

경험)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다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으로 학년 분포는 1학년 102명(60.6%), 2학년 51명

설문지는 총 2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문항

(30%), 3학년 10명(5.9%), 4학년 6명(3.5%)이며, 성별은

은 모두 역 환산되어 분석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에 따

남학생이 27명(15.9%), 여학생이 143명(84.1%)이었다.

라 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종교 분포는 기독교 38명(22.2%), 가톨릭 25명(14.7%),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이며, 점수가

불교 14명(8.2%), 무종교 93명(54.7)이다. 다문화 경험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도구 개

특성으로 외국 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 78명(45.9%), 없

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이었고, 본 연구

는 경우가 92명(54.1%)이며, 외국 거주 경험은 있는 경

에서는 신뢰도가 Cronbach’s alpha=.788으로 나타났다.

우 19명(11.2%)이며,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151명
(88.8%)이었다. 외국어 실력에 대해서는 유창하다고 응

3) 다문화 경험 특성

답한 자가 23명(13.5%), 보통이다 113명(66.5%), 기초

다문화 경험 특성은 외국 여행 경험 , 외국 거주 경험,

수준이다 34명(20.0%)으로 나타났다. 다른 문화권 환자

외국어 교육 경험, 외국어 실력 정도, 다른 문화권 환자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39명(22.9%), 아주 가끔 있는 경

접촉 경험, 외국인 친구, 다문화와 관련된 수업 경험, 다

우 131명(77.1%)이며,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45명

문화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 경험 등 8개 문항으로 구성

(26.5%)이며, 없는 경우는 125명(73.5%)이었다. 다문화

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Yang, Lim & Lee, 2013)의 내

와 관련된 수업 경험이 있는 경우 56명(32.9%)이며, 없

용에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는 경우 114명(67.1%)이었다. 다문화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 경험이 여부는 있는 경우 56명(32.9%)이며, 없는
경우 114명(67.1%)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경험 및 다문화 경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학년, 성별, 종교)과 다문화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경험 및 다문화 경험 특성에 따
른 문화적 역량 차이

경험 특성(외국 여행 경험 . 외국 거주 경험, 외국어 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다문화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력 정도, 다른 문화권 환자 접촉 경험, 외국인 친구, 다

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에 따라 전체적인 문화적

문화와 관련된 수업 경험, 다문화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

역량(F=3.69, p=.013)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하부

Table1. Difference of Cultural Competence according to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0)

Cultural Competence
General &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Cultural
Competence

Cultural Awareness Cultural Knowledge Cultural Sensitivity

M±SD F or t(p) M±SD F or t(p) M±SD
1st Gradea
Grade

Vol. 5, No. 2

3.24±.44

2nd Gradeb 3.48±.48
3rd Gradec

3.32±.47

4th Graded

3.04±.55

4.06±.53
3.69*
(.013)

3.40* 2.93±.74
(.019)
4.08±.72 ‡a,b,c>d 2.55±.40
3.53±.68
2.48±.70
4.22±.40

F or t(p)

2.65±.57

M±SD F or t(p) M±SD
3.57±.50

2.95*
(.034)

Cultural
Skill

3.77±.53
3.85±.64
3.38±.57

F or t(p)

2.96±.70
2.67*
(.049)

3.24±.72
3.10±.45

6.09**
(.001)

2.98±.47

Sep. 2015

간호학생의 다문화 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공감 능력 차이

Gender

Religion

Male

3.42±.58

Female

3.29±.44

Christianity

3.41±.47

4.22±.30

2.80±.68

3.75±.50

Catholic

3.32±.41

4.17±.37

2.68±.77

3.62±.32

Buddhism

3.19±.59

1.78
(.184)

1.01
(.389)

4.17±.68

43

4.08±.49

3.93±.58

.69
(.405)

1.65
(.179)

2.76±.67
2.71±.63

2.62±.77

,14
(.704)

.36
(.779)

3.60±.50
3.84±64

3.61±.52

No Religion 3.29±.46

4.04±.61

2.71±.56

3.60±.58

Yes

3.32±.48

.87
(.350)

3.68±.54

3.07±.46

.13
(.712)

2.77±.63

NO

.08
(.774)

4.11±.50

Experience of living Yes
oversea
No

3.41±.61

1.02
(.314)

4.09±.67

.02
(.968)

2.94±.68

2.48
(.117)

3.69±.66

Experience of
learning foreign
languages

Yes

3.33±.47

No

3.16±.39

Experience of
visiting overseas

3.30±.45

2.18
(.141)

Fluent
3.35±.28
Fluency in speaking
Intermediate 3.33±.51
foreign languages
Beginner
3.22±.42

.84
(.431)

Encountering
Frequently
patients from other
Sometimes
cultures

.32
(.569)

3.30±.48
3.35±.41

4.08±.55
4.09±.51
4.11±.51
3.92±.59

2,23
(.136)

3.98±.43
4.09±.55

4.07±.52

2.74±.65
2.55±.53

2.76±.68

.05
(.811)

2.69±.65
2.81±.58

3.42±.50
3.27±.45

4.04±.53

3.73
(.055)

2.86±.64

No

Experience of
attending multicultural classes

Yes

4.63*
(.033)

2.90±.69

No

3.48±.44 11.20** 4.21±.43
3.23±.46 (.001) 4.03±.56

Experience of
attending multicultural events

Yes

3.45±.45

2.97±.62

No

3.26±.46

2.33
(.128)

3.45
(.065)

5.18*
(.024)

4.19±.47
4.05±.54

1.47
(.227)

2.67±.63

2.63±.59

2.64±.62

3.61±.52
3.63±.51
3.66±.53
3.48±.51

3.66±.56

.74
(.524)

3.64±.54
3.62±.50

2.98
(.086)

3.80±.55

6.76*
(.010)

3.77±.47

9.20**
(.003)

3.67±.47

3.58±.51

3.58±.54

3.63±.55

3.03±.68

1.35
(.247)

3.07±.59
2.83±.78

.71
(.544)

3.04±.69
.78
(.377)

2.98±.60

.19
(.661)

3.15±.69

1.82
(.179)

3.11±.72
3.04±.69
3.07±.71
2.95±.56

1.50
(.221)
.40
(.528)
.47
(.490)

3.02±.68
1.38
(.253)

3.73±.44
1.01
(.316)

3.20±.75
3.15±.73

3.51±.45
.67
(.511)

2.68±.56

Yes

Foreign friends

4.22±.49

2.69±.63

2.62±.53
1.64
(.196)

4.24±.49
4.10±.53

2.68±.64

4.49*
(.035)

3.06±.71

.04
(.952)

3.06±.64
.04
(,832)

3.03±.70
3.13±.65

5.74*
(.018)

3.06±.81

5.05*
(.026)

3.28±.79

2.263
(.609)

3.18±.70

3.05±.65

2.94±.61

3.01±.69

.56
(.454)
.07
(.934)
9.74*
(.002)
2.05
(,154)

*p<.05, **p<.001, ‡=Scheffe test

영역으로 문화적 인식(F=3.40, p=.019), 문화적 지식(F=
2.95, p=.034), 문화적 민감성(F=2.67, p=.049), 문화적
기술(F=6.09,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에서는 문화적 역량의 하부영역인 문화적 민감성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49, p=
.035). 다문화와 관련된 수업 경험에 따라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F=11.20, p=.001), 하부 영역
의 문화적 인식(F=4.63, p=.033), 문화적 지식(F=6.76,

p=.010), 문화적 민감성(F=5.05, p=.026), 문화적 기술
(F=9.74, 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문
화 행사 참여 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F=5.18, p=.024)

3.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경험 특성에 따른 공감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다문화적 특성에 따른 공감의 차
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공감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F=4.56, p=.034). 다문화 수업에 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공감의 차이를 보면 수업에 참여한 경우가 참여하지 않
은 것보다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F=24.3, p=.000). 다문화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 보다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8.91, p=.003)(Table 2).

과 하부 영역인 문화 지식((F=9.20, p=.00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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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of Empathy according to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1st Grade

102(60.6)

3.13±.40

Grade

51(30.0)

3.37±.29

3rd Grade

10( 5.9)

3.14±.33

2

Grade

nd

4th Grade

6( 3.5)

2.89±.47

27(15.9)

3.16±.35

143(84.1)

3.34±.56

Christianity

38(22.2)

3.26±.35

Catholic

25(14.7)

3.17±.29

Buddhism

14( 8.2)

3.11±.47

No Religion

93(54.7)

3.18±.42

Yes

78(45.9)

3.18±.43

NO

92(54.1)

3.20±.35

Yes

19(11.2)

3.14±.50

No

151(88.8)

3.20±.38

Yes

151(9.1)

3.19±.40

No

19(11.2)

3.21±.34

Male

Gender

Female

Religion

Experience of visiting overseas
Experience of living oversea
Experience of learning foreign languages

Fluent
Fluency in speaking foreign languages

Encountering patients from other cultures
Foreign friends
Experience of attending multi-cultural classes
Experience of attending multi-cultural events

Empathy
M±SD

23(13.5)

3.18±.37

113(66.5)

3.20±.42

Beginner

34(20.0)

3.16±.26

Frequently

39(22.9)

3.19±.40

Sometimes

131(77.1)

3.19±.36

Yes

45(26.5)

3.21±.36

No

125(73.5)

3.18±.40

Yes

56(32.9)

3.39±.44

No

114(67.1)

3.09±.32

Yes

56(32.9)

3.34±.46

No

114(67.1)

3.14±.35

Inter-mediate

F or t(p)

1.87
(.136)

4.55*
(.034)

.65
(.584)

.10
(.748)
.30
(.582)
.05
(.810)
.08
(.918)
.03
(.955)
.23
(.632)
24.3***
(.000)
8.91**
(.003)

*p<.05, **p<.001

논 의

요소로 문화적 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다문화대상
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돌봄 제공자로서 간호사의 문화

우리나라는 2000년 들어서면서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

적 역량은 간호전문성 확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혼 이민자 및 외국 국적의 동포 등의 유입증가와 더불어

임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문화적 역량을 갖춘 간호사는

인구사회학적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되

간호제공 시에 다문화대상자들은 인격적인 존중을 경험

는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나라 다문화대상자를

하며, 공감적인 의사소통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된다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누리며 국가발전에

(Hoffman, 2000).

기여해야 함은 중요한 일이다. Leininger(1997)는 돌봄의

Vol. 5, No. 2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간호계를 이끌어 갈 간호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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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문화 경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에

학문화 등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유사한 맥락을 가지며,

대한 차이가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다문화 간호교육을 위

즉 다문화 경험과 관련한 특성들은 문화적 역량에 영향

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하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 간호사(Chae, 2012)나 보건

였다.

진료원(Lee, Kim & Lee, 2012)의 경우에도 다문화와 관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학년, 성별,

련한 경험들로서 외국어 교육 경험, 외국어 사용 횟수,

종교)과 다문화 경험 특성(외국 여행 경험 . 외국 거주

국제 진료부서에 근무한 경험, 외국여행 경험 및 다문화

경험, 외국어 실력 정도, 다른 문화권 환자 접촉 경험,

대상자의 환자 간호경험 등이 문화적 역량의 영향 요인

외국인 친구, 다문화와 관련된 수업 경험, 다문화와 관련

으로 설명하였다.

된 행사에 참여 경험)으로 구분한 것은 다문화와 경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다문화적 경험 특성에 따른 공

특성이 문화적 역량이나 공감능력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

감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다문화 수업 참여 경험,

기 위함이다. 이는 선행연구(Yang, Lim & Lee, 2013)에

다문화 행사 참여 경험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서도 다문화와 관련한 경험 중에서 외국인과 교류 경험,

다문화 경험 특성에 따라 공감능력의 유의한 차이를 나

외국인 친구 유무 및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등에서 문화

타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ang, Lim & Lee(2013)의

적 역량과 공감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뿐 아니

연구에서는 외국인과의 교류 경험과 다문화 교육의 필요

라, 미래지향적 차원의 간호학생의 국제적 능력을 함양시

성 등이며, Bae(2015)의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외국인

키기 위하여 학습성과 달성의 비교과활동을 위한 근거기

친구 및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등이며, Cho(2015) 등의

반 자료제공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이 없었다. 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다문화적 경험 특성

연구 결과에서 일반적, 다문화적 경험 특성에 따른 공감

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에 따라 전

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다문화 수업 참여

체적인 문화적 역량과 하부 영역의 문화적 인식, 문화적

경험, 다문화 행사 참여한 경험 등의 결과와 비교해 볼

지식,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기술에서 유의한 차이를 있

때 완전 일치한 결과는 아니나, 선행연구의 유의한 차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서는 문화적 역량의 하부영

를 나타낸 항목이 다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밀접

역인 문화적 민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한 내용으로 맥락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타났으며, 다문화와 관련된 수업 경험과 다문화 행사 참

Seo & Kwon(2014)은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영향

여 경험에 따라 문화적 역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요인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은 정 상관관계를

으로 나타냈다. 다문화 경험 특성에 따라 문화적 역량에

가지며, 자기효능감과 공감능력 및 다문화교육이 문화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ang, Lim

역량의 영향에 51% 설명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문화

& Lee(2013)의 연구에서는 종교, 외국 여행 경험, 외국

적 역량은 돌봄의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사회의 다문화대

인과의 교류 경험, 외국인 친구 및 다문화 교육의 필요

상자를 만나게 되는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은 타인의 감

성 등이며, Bae(2015)의 연구에서는 외국인과 교류 경험

정을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공감적 자세를 발휘하여, 다문

과 외국인 친구 등이며, Cho(2015) 등의 연구에서는 외

화 간호대상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어 수준에 따라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하

본 연구에서는 학년, 성별, 다문화와 관련된 수업 경험

며, 이를 위하여 간호사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및 다문화 행사 참여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노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는 일치하지는 않으나, 외국인 유학생 분포도가 높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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