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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이해 교과목이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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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s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subject on the Empathy and 
Multicultural Attitude of Nursing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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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의 다문화이해 교과목이 다문화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해 시행

된 단일군 후 비교조사 연구이다. 다문화이해 교과목을 수강한 간호 학생 110명을 상으로 13주간의 다문화이해 교과목 

수강 후에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자료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paired t-test, t-test, ANOVA 분석과 사후검증은 

Scheffe로 시행하 다. 연구 결과 공감능력이 향상되고, 다문화태도가 정 으로 변화하 다. 공감능력은 연령이 어릴수록,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다문화 태도는 극성과 개방성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향후 교과

과정 내에서 간호 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이 증가될 수 있는 다문화 이해 로그램의 검증과 효과성의 확인이 필요하며, 

효과성의 지속성에 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according to multicultural attitude and emphatic ability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the multi-culture-understanding subject. A 13-week program aimed at understanding multi-cultural 
aspects was given to 110 freshmen, who were taking the subject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Analysis
by a paired t-test using ANOVA of SPSS 18.0 and posteriori tests by Scheffe were performed. Through this subject, 
the nursing students showed improved attitude and emphatic ability. The increase in emphatic ability showed a slight
difference according to age (lower) and the existence of foreign friends, while the attitude had small distinction in
areas, such as activeness and openness. The multi-culture-understanding subject has a positive effect in attitude and
emphatic ability. In the future, there must be verification and qualification of the program because it improves the 
multicultural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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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을 강조하면서 단일문

화라는 고정 념을 고수해 왔으나 인 교류, 경제  교

류  정보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탈국가 상이 가속

화 되어 속하게 다문화시 로 환되고 있다. 2014년 

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자는 체인구의 3.1%를 

차지하면서 인구 100명당 3명이 외국인으로 나타났다[1]. 

이처럼 다양한 국가와 인종으로 구성된 사회  구성원이 

증가는 인구학  변화를 래하 고, 그동안 단일문화를 

시하 던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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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 다문화에 한 

새로운 인식과 이와 련된 정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

면서 정부 심의 다문화 정책과 련 사업  로그램

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다문화 교육과 련된 활

동들은 다문화 센터와 연구소를 심으로 다문화 상자 

는 다문화 상자를 교육하는 문가에 한 교육과 

․ ․고등학생에 한 다문화 교육 련 연구와 활동

을 진행하고 있다[2]. 

한편 학생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 세계화의 변

화속에서 다양한 각 나라들의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타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의식의 함양이 요구

된다. 그 지만 학생들은 이주민의 증가가 우리사회에 

부정  향을 미친다고도 생각하며, 이주민에 한 편

견이 존재하여[3] 다인종, 다문화에 한 편견 극복을 

한 노력과 다문화에 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4]. 다양

한 방법  다문화 교육 로그램  체험활동은 학생

의 다문화에 한 이해  태도를 정 인 방향으로 변

화시키고[5], 다문화 수업을 수강한 이후 학생들의 교

류경험의 증가와 다문화 련 활동에 극  참여 의지가 

높아지는 정  효과가 있었다[6]. 이처럼 다문화 교육

으로 인한 다문화에 한 이해와 태도  지식 등의 효과

성이 증명됨에 따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되었고, 

특히 학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문화  다양성에 한 지

식과 인식의 폭을 넓히고, 인종차별에 맞설 수 있는 태도

를 기르는데 효과가 매우 크므로[7]. 다문화 사회에서 미

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다문화 이해를 한 

교육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단일 민족 국가에서 다민족 국가로의 변

화는 사회, 문화,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요구되며, 특히 다양한 민족의 구성은 건강제공자들에게 

큰 심이 되고 있다[8]. 이  간호학을 공하는 학생

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외국 이주민의 건강문제를 리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하므로 간호 학생들이 

다문화에 한 이해를 통해 외국인에 한 편견을 없애

고 다문화 사회에 한 정 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4]. 이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다

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한 지식을 습득하고, 

다문화에 한 심을 통해 자국 문화와 타국 문화에 

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2011년 기  국내 간호학과 200여개  28개 학과가 

다문화 련 교육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다문화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으로는 ‘문화와 간호’, 

‘국제간호(이해)’, ‘다문화 간호’, 다문화 이해’, ‘세계보건

의료와 간호 문직’, ‘ 로벌 문화’ 등의 형태로 운 되고 

있다[9]. 이는 다문화 련 교육과목을 통해 타문화에 

한 인식과 이해를 간호학문과 연계함으로써 간호 학생

들에게 필요한 공감능력 향상과 정 인 다문화태도가 

함양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공감이란 상 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행동

으로부터 시작되며, 자기 심  사공방식에서 벗어나 상

방을 인격 으로 존 해주고 타인의 감정을 리 으

로 경험하는 것이다[10]. 다문화태도란 다문화 사회를 살

아가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새로운 문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정한 행동양상을 말하는 것

으로, 이주민은 새롭게 정학하곤 주류사회에 해서, 주

류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내국인은 이주민에 해서 상호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태도와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1]. 다문화태도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형성

해 생활양식의 변화와 다양한 사회 문화  차이에 한 

문화 정체성의 정립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간호학을 

공하는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사회에 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문화  소양을 가르치는 등 다문화 련 교과목

에 한 수업은 비 간호사로서 다양한 의료 장에서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게 문화  차이를 고려하여 상자

의 요구에 부합하는 한 간호를 제공하기 한 기본

인 소양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이 다문화이해 교과목 

수강 후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에 한 차이를 비교함으

로써 다문화이해 교과목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행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 이해 교과목이 간호학과 학생들의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하

여 시도되었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학과 학생들의 일반 인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다문화 이해 교과목 수강 ․후 간호학과 학생

들의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에 한 차이에 

해 알아본다.

1.3 용어정의

1.3.1 다문화 이해 교과목

다문화에 한 이해를 돕기 해 간호 학생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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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론과 체험  특강을 통하여 다문화에 한 이해

를 높여 다문화에 한 다양성을 존 하고 사회  계

를 형성하여 국가 내 다양한 문화집단들과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함양을 목표로 개설된 교

과목으로 2013년 2학기 G 학 간호학과 기 교양과목을 

말한다.

1.3.2 공감능력

공감이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 에 하여 자기도 

그 다는 느낌, 는 그 게 느끼는 기분으로[12] 공감능

력은 이러한 공감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공감능력은 [13]이 제작한 인 계 반응지

수(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D)를 [14]가 재구성

한 총 30문항으로 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1.3.3 다문화태도

다문화란 많은 다른 문화가 서로 련되거나 포함되

는 것[15]을 말하며, 태도란 어떤 일이나 상황 따 를 

하는 마음가짐, 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자세, 어떤 

일이나 상황 따 에 해 취하는 입장으로[12], 본 연구

에서는 Munro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aire(MMASQ) 18항목과 Teacher Multicultural 

Attitude Survey(TMAS) 20항목, 그리고 Jibaja(2000)  

그 동료들이 개발한 Multicultural Sensitivity Scale 21항

목을 기 로 [16]이 다문화에 한 인식과 이해  태도

에 한 문항을 우리나라 문화  상황에 합하게 재구

성한 극성, 개방성, 거부감, 보수성의 4개 역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 이해 교과목이 간호 학생의  공감

능력과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기 해 13주

간의 다문화 이해 교과목을 수강하기 과 후를 비교하

는 단일군 후 비교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 상자는 G시에 소재한 학 간호학과 1학년으로 

‘다문화이해’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연구의 목 과 수

업 진행 방식 등에 한 설명을 한 후 자발 으로 참여를 

수락한 학생이다. 참여 학생의 모집은 간호학과 게시

을 이용하여 2013년 9월2일부터 7일간 공지하여 모집내

용 등을 알렸으며, 연구 참여 제외기 은 연구 참여에 동

의하지 않은 학생, 학기  1회 이상 결석한 학생이다. 연

구 상자 수는 G 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

수  0.5, 검정력 .85, 효과크기 .15로 설정하여 96명이 산

출되었으며, 다문화이해 교과목을 수강한 110명 학생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종료 시까지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2.3 연구도구

2.3.1 공감능력

[13]의 도구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하

여, 부정 인 6문항은 역환산 하 다. [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0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82이었다.

2.3.2 다문화태도

[15]가 다문화에 한 인식과 이해  태도에 한 문

항을 우리나라 문화  상황에 합하게 재구성하여 내

타당도 검증(Cronbach's  α =.87)과 척도 타당도 검증을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4개 역(거부감, 극성, 보수성, 개방성) 20개 문항으로 

Likert 6  척도로 측정하여 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태

도가 정 임을 의미하며 부정 인 문항은 역환산하

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78이었다. 

2.4 자료수집

연구참여에 동의한 상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한 무기

명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설문도  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자료 처리에 

한 설명 등이 포함된 내용에 해 서면동의를 받았으

며, 연구 상자가 1부, 연구자가 1부를 각각 보 하 다. 

설문조사는 연구자에 의한 편 발생을 고려하여 연구보

조자가 시행하 으며, 교과목 수업 시작 과 종료된 시

에서 총 2회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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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문화이해 교과목 내용과 구성

다문화이해 교과목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다문화에 

한 지식과 태도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교과목

으로 총 13주간 주당 3시간의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교과

내용과 구성은 문화체육 부[17]에서 제시한 학생 

다문화 감수성 함양 교육모듈 개발연구와 [18]의 간호

학생의 다문화 교육 로그램 등의 문헌고찰을 통해 강

의와 체험으로 구성하 다. 강의는 다문화에 한 지식

습득과 인식에 을 두고 다문화 사회에 한 이해, 다

문화 개념 정립, 다문화 정책과 법과 련된 내용으로 교

재와 멀티미디어를 이용하 다. 체험활동은 강의  병

행하거나 활동을 통해 다문화에 한 수용과 공감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기인식, 타인과 소통, 다양한 국가들

의 문화 이해, 이주자의 한 이해를 한 활동으로 구성

하 다.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차는 수업 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교과목에 

해 안내하 고, 2주-5주차 까지는 다문화사회에 한 지

식습득과 인식을 한 교재 심 강의와 련 상을 시

청하 고, 다문화 련 주제에 해 그룹토의 후 발표를 

통해 학생 간 의견을 나 는 시간을 가졌다. 6주차-11주

차  2주는 재 우리나라에 거주자가 많은 국가를 심

으로 국, 미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몽골과 한국

의 역사와 문화  배경에 해 그룹으로 조사하여 발표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4주 동안은 G시의 다문

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이주민으로 재 우리나라

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인이 자국

에 한 역사, 문화, 경험 등에 한 강의와 학생들과 함

께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 다. 마지막 2주는(12주-13

주) 다문화 수용을 한 공감능력 향상활동을 해 5-6

명으로 구성된 그룹끼리 ‘모두에게 공평한 집단 구성하

기’와 사회  거리감 측정을 한 ‘함께 살고 싶은 사람’

에 해 그룹 토의 후 발표를 하는 시간으로 진행하 다. 

 

2.6 자료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의 방법으로 분석하 다.

2.6.1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

하 으며, 각 변수에 따라 평균과 표 편차를 구

하 다.

2.6.2 다문화이해 교과목이 상자의 공감능력과 다문

화태도에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해  paired 

t-test를 시행하 다.

2.6.3 일반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 차

이검증을 해 사후 수에서 사 수 차이에 

해 분석한 후 변수에 따라 independent t-test

와 ANOVA를 시행하 고, 사후검증은 Scheffe

로 하 다. 

2.7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연구 상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공용기 생명윤리 원회로부터 심의와 승인(과제번호 

P01-201308-SB-02)을 받은 후 연구 상, 연구목 , 연구

방법, 연구 참여와 불참으로 인한 이 과 불이익, 자료처

리, 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 상자 모집공고를 

게시하 으며, 자료수집  연구에 한 설명을 한 후 연

구 참여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자료는 연구목  이

외에 사용되지 않고 익명성과 비 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 자율  참여를 권장하

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사항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연령은 18.93세±.69로 ‘20세 미만’이 89.1%(98명)로 다

수가 고등학교 졸업 후 학에 입학 한 학생들 이었다. 

종교는 ‘있다’가 53.6%(59명)로 반수가 조  넘었으며, 

‘없다’는 46.4%(51명)로 비슷하 다. 종교가 있는 상자 

 ‘기독교’가 38.2%(4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

교’ 12.7%(14명), ‘천주교’ 2.7%(3명)의 순이었다. 외국방

문 경험은 ‘없다’가 62.7%(69명)이 응답하여 반수 이상이 

외국을 다녀온 경험이 없었으며, 외국을 다녀온 

37.3%(41명)  ‘1회’가 73.1%(30명), ‘2회’ 14.6%(6명), ‘3

회’ 4.9%(2명), ‘4-7회’가 7.3%(3명)로 조사되었다. 외국

거주 경험에 해서는 101명(91.8%)이 없었으며, 거주경

험이 있는 학생은 9명(8.2%)에 불과하 다. 그  

77.8%(7명)는 ‘1년 미만’이고 ‘1년 이상’거주한 학생은 

22.2%(2명)이었다. 외국인 상 사경험은 9.1%(10명)

에 불과하여 다수(90.9%)가 사경험이 없었다. 사 

횟수는 평균 0.37회±1.83이었다. 외국인 친구(친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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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haracteristics      N(%) M±SD

age
under 20 98(89.1)

18.93±.69
over 20 12(10.9)

religion
yes 59(53.6)

no 51(46.4)

experience in visiting 

countries abroad

yes 41(37.3)

no 69(62.7)

frequency in visiting foreign 

countires

once 30(73.1)

.60±1.07
twice  6(14.6)

three times  2(4.9)

4-7 times  3(7.3)

experience in living 

abroad

yes
under a year  7(6.4) 

over a year  2(1.8)

no          101(91.8)

experience in volunteer work to 

foreigners

yes 10(9.1)
.37±1.83

no          100(90.9)

existence of foreign

friends

yes 40(36.4)
.90±1.99

no 70(63.6)

experience in other 

subjects with multiculture

yes 18(16.4)

no 92(83.6)

period of learning the 

subject

primary school  3(16.8)

secondary school  1(5.5)

high school  9(50.0)

primary&secondary   1(5.5)

all three  2(11.1)

no repy  2(11.1)

linguistic skills

little 81(73.7)

avaliable in communication 16(14.5)

none 13(11.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10

무는 ‘없다’가 63.6%(70명)이었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6.4%(40명)로 평균 0.9±1.99명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와 련된 교육 경험 여부에 해서는 ‘없다’가 

83.6%(92명)로 많은 수가 교육경험이 없었으며, ‘있다’고 

응답한 16.4%(18명)  50%(9명)는 ‘고등학교’로 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 등학교’ 16.8%(3명), ‘ ․ ․고교’에

서 모두 받은 학생은 11.1%(2명)이었다. 외국어 구사 능

력에 해서는 73.7%(81명)가 ‘조  할 수 있다’고 하

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14.5%(16명), ‘잘 할 수 없다’

는 11.8%(13명)가 응답하 다. 

3.2 다문화이해 교과목 실시 전 ․후의 공감능

력과 다문화태도 차이

다문화 이해 교과목 실시 ․후의 공감능력과 다문

화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다문화이해 교

과목을 시작하기 이 의 공감능력은 총 에 한 평균이 

10.6.3±9.92에서 수업 종료 후 108.50±11.11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t=-1.529, p>.05). 한편 다문화태도에 해 각 역별로 

살펴보면 다문화 교과목 시작 과 후에 차이가 있었는

데, 각 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극성’은 

21.69±3.39에서 22.62±2.89로 증가하 고, ‘개방성’은 

18.00±2.48에서 18.88±2.13으로 증가하여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t=-2.199, p<.05, t=-2.793, p<.05). 반

면 ‘거부감’과 ‘보수성’은 각각 20.72±4.62에서 20.71±3.79

로, 17.76±2.11에서 17.33±2.10으로 수가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 유지하지 않았다(t= .016, p >.05, t=1.488, p 

> .0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이해 실시 전

․후의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의 차이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과 다문

화태도 변화는 <Table 3>과 같다. 상자의 연령에 따라 

다문화이해 교과목을 통한 공감능력의 변화정도는 ‘20세 

미만’에서 3.38±15.37로 증가하 으나 ‘20세 이상’은 

-7.75±14.05로 공감능력이 감소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2.388, p<.05). 이를 통해 연령이 어릴수

록 공감능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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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s
 Pre Post

t p
M±SD M±SD

emphatic ability 106.32± 9.92 108.50±11.11 -1.529 .128

multicultural

attitude

repulsion 20.72±4.62 20.71±3.79 .016 .987

activeness 21.69±3.39 22.62±2.89 -2.199 .029*

conservative 17.76±2.11 17.33±2.10 1.488 .135

openess 18.00±2.48 18.88±2.13 -2.793 .006*

total 78.19±9.14 79.56±7.80 -1.198 .232

p<0.5

[Table 2] The difference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subject on empathy ability and multicultural attitude

general characteristics

emphatic ability multicultural attitude

M±SD

(before-after)
t/F p

M±SD

(before-after)
t/F p

Age
under 20 3.38±15.37

2.388 .019*
.04± .62

-1.070 .287
over 20 -7.75±14.05 .25± .62

experience in

living abroad

yes 5.00±16.00
.567 .572

- .03± .48
-.539 591

no 1.92±15.59 .07± .63

experience in 

visiting countries 

abroad

yes 3.73±14.43
.808 .421

- .00± .54
-.907 367

no 1.24±16.24  .11± .66

experience in 

volunteer work 

to foreigners

yes 6.40±12.71

.899 .370

.12± .50

.273 .786
no 1.75±15.82 .06± .63

religion
yes 4.03±15.24

1.353 .179
.06± .67

.015 .988
no .01±15.82 .06± .55

existence of 

foreign friends

yes 6.02±14.55
-1.987 .049*

.12± .55
.125 .446

no - .02±15.81 .03± .65

linguistic skills

slight 3.44±15.88

1.061 .350

.08± .60 

.118 .889
 avaliable in 

communi-cation
-.68±16.04 .05± .64

unable -2.23±12.50 -.00± .72

experience in 

other subjects 

with multiculture

yes 2.22±14.26

.015 .988

.06± .62

.979 .956
no 2.16±15.89 .07± .62

p<0.5

[Table 3] The effect by general characteristics empathy ability and multicultural attitude

외국인 친구유무에 따른 공감능력의 변화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6.02±14.55)가 없는 경우(-.02±15.81)보

다 다문화이해 교과목을 통해 공감능력이 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987, p<.05). 반면 

외국거주경험, 외국방문경험, 외국인 상 사경험, 다

문화 련 수업 경험이 있는 경우(5.00±16.00, 3.73±14.43, 

6.40±12.71, 2.22±14.26)가 없을 때(1.92±15.59, 1.24±16.24, 

1.75±15.82, 2.16±15.89) 보다 공감능력이 증가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t=.567, p>.05, t=.808, p>.05, 

t=.899, p>.05,  t=.015, p>.05). 한 외국어 구사능력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없는 경우

(-2.23±12.50) 공감능력이 감소하 고, 조 할 수 있을 때

에는 (3.44±15.88)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F=1.061, p>.05).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다문화태도 차이를 살

펴보면 간호 학생의 연령에 따라 ‘20세만’(.04± .62)에서

보다 ‘20세 이상’(.25± .62)에서다문화태도의 변화정도가 

증가하 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070, p>.05). 

한, 외국거주경험, 외국방문경험, 외국인 상 사경험, 

다문화 련 수업경험, 종교유무, 외국인친구유무, 외국

어구사능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539, p>.05, t=-.907, p>.05, t=.273, p>.05,  t=.979, 

p>.05, t=.015, p>.05, t= .125, p>.05, F= .118, p>.05).

4. 논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화 련된 교육과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료서비스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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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한 련이 있는 역으로 2012년 외국인 실

환자수가 2010년 비 49.5%가 증가하는 등[19] 문화  

배경이 다른 외국인들의 국내 의료기  이용이 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외국인 

환자들은 의료인들이 외국인 환자의 문화  특성에 한 

배려가 부족하고 권 인 태도와 련된 부정  경험을 

갖고 있다[20]. 한 국내 의료인들도 외국인에 한 편

경양상과 정도가 일반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21]. 

이와 같은 실에서 미래의 의료인인 간호 학생들이 

간호 장에서 다양한 문화  배경의 상자를 간호하기 

한 비와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이

해 교과목이 간호 학생들의 다문화에 한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해 단일군 후 

비교조사 연구로 진행되었다.         

간호 학생의 국내 다문화 련 연구로는 3.4학년을 

상으로 특정집단(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에 한 

다문화 인식과 공감능력과 문화  역량과의 계를 확인

한 연구와[4.22] 간호학과  학년으로 상으로 문화  

역량을 규명한 [23]의 서술  조사연구, [18]이 1학년을 

상으로 11주간 다문화 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악하

기 한 실험연구가 부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간호학

과 학생을 상으로 다문화이해 교과목이 다문화에 한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향후 간호

학  수 에 따라 연속 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

과과정의 계획과 실행[24]이 가능하여 미국에서 다문화

이해 증진을 한 교과목이 공과목과 통합되어 교과과

정내에서 운 되고[25]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13주간의 다문화이해 교과목 수업을 통해 간호 학생

들의 공감능력은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어 [18]의 결과와 일치하 다. 이는 공감능력을 개

발하기 해서는 정규수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목

외에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 직 인 

이 가능한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이 추가될 때 공감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공감 수를 평균 사  10.6 과 사후 108.50을 5  만  

기 으로 축정하 을 때 각각 3.41 과 3.48의 결과를 보

여 간호 학생의 공감능력을 측정한 [22]과[23]의 3.5 , 

3.51 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재 간호 학생들의 공감

수 이 간 정도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의사의 공감능

력이 환자의 만족을 높이고 신뢰로 이어지므로[26] 인

간호를 수행해야 할 간호교육에 있어서도 다문화에 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문화이해 교과목 등의 

수업과 더불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로

그램을 개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차이는 

연령이 어릴수록 (t=2.388, p<.05),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t=-1.987, p<.05)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국인의 

연령별 다문화 인식 황에서 20  이하와 30 가 50 와 

60  보다 다문화 인정태도를 보인 것과[27]유사한 결과

를 보 다. 이는 은층에서 최근의 외국인에 한 다양

한 매체 노출 등으로 인해 좀 더 개방 인 태도를 취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연령이 어릴수록 다문화 사람들

에 한 편견과 선입견이 상 으로 어 로벌 사회

로 인한 다양한 문화의 근 가능성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공감능력이 향상된

(t=-1.987, p<.05)것은 [22]의 외국인과 교류경험이 있을

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과 일치하 다. 이는 공감능력

이 외국인과의 교류 경험을 통해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문화  민감성에 공감정도가 16.7%를 설명하

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23]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많은 학에서 국제교류 로그램의 일환으로 시

행되고 있는 로벌 버디 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외국 

유학생들과 문화  언어 교류를 통해 다국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외국거주 경험, 외국방문 경

험, 외국인 상 사경험, 다문화 련 수업 경험이 있는 

경우 공감능력이 교과목 수강 후 모두 증가하여 [23]의 

문화  민감성 정도가 외국인과의 교류경험, 해외여행 

경험, 해외생활 경험, 다문화 련 교육 요구에 차이가 있

었던 결과와 유사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일반  특성들은 부분 외국인

과의 직․간 인 교류가 가능한 활동들로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 외국어 구사능

력이 통계  유의성을 없었으나 공감능력에 차이가 있어 

외국어 능숙도가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간

효과에 유의한 결과[28]와 유사하여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외국인과 친구 등의 친분 계를 맺

을 수 있으며, 의사소통을 통해 다문화에 한 이해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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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문화태도는 다문화이해 교과목 수업 (78.19±9.17)

보다 수업 후(79.56±7.80) 수가 증가하 으나 통계 으

로 유의하지는 않아(t=-2.793, p<.05) [15]의 결과와 차이

가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태도 4가지 역 

 극성(t=-2.199, p<.05)과 개방성(t=-2.793, p<.05)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극성에는 

다른 나라의 문화배우기, 외국인 친구 사귀기, 이웃에 살

기, 같은 직장 다니기, 한국사회 응 돕기 등의 내용이

다. 개방성은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이 한국의 국가발

에 도움이 되며, 다문화이해가 국제화 시 에 필요하고, 

다문화가족의 매체 노출이 개방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이해 교과목을 통해 배

울 수 있었던 다문화 련 지식과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

화에 한 조사와 발표  다른 나라 사람의 직 인 만

남을 통한 강의와 체험의 경험들이 극성과 개방성에 

한 태도 변화에 정 인 향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문화 이해 교과목 실시 ․후에 거부감과 보수성 부

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외국인과 함께 자리하기. 외국인 증가에 한 두려움, 외

국인과의 결혼, 문화가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부감과 한 다른 문화 사람과

의 , 타문화에 한 심, 다문화 교육 필요성, 교과

과정에 다문화 내용 포함, 다문화에 한 소양과 이해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수성이 13주간의 다문화이

해 교과목만으로 거부감과 보수성에 한 정  결과를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나 학생을 상으로 다문화 로그램을 시행한 [29]의 

연구에서 다문화태도에 한 인터뷰 분석결과 다인종, 

다민족에 한 편견과 선입견 감소와 이주민의 강 을 

발견하는 등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변화하여 다문화태도가 정 인 방향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과목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다문화 사

람들과 직 인 경험의 기회를 갖는다면 다문화에 해 

스스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데 정  향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일반  특성에 따른 다문화태도에 한 결과는 

모든 역에서 교과목 수강 이 과 이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 재까지 간호 학생을 상으로 교과목 운

을 통한 다문화태도에 한 선행연구가 없는 상태로 비

교가 불가능하나 본 연구 상자의 특성으로 외국거주 경

험, 외국방문 경험, 외국인 상 사경험, 다문화 련 수

업 경험 등이 있는 경우의 상자 수가 경험이 없는 상

자에 비해 매우 은 숫자로 인한 결과로 단되어 상

자 수를 증가시킨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재까지 학내 다문화와 련된 교과목 효과성에 한 

연구는  없으나, 교과목으로 운 하는 진로탐색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진로태도성숙, 진로탐색 효능

감, 진로결정수   진로 비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인 것과[30],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통한 인

계 수와 자존감의 향상[31]은 교과목 운 을 통한 효과

성을 보여주는 결과들이다. 한 다문화 로그램을 통

해 문화  역량과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

[17]에 비추어 볼 때 다문화이해 교과목 교육을 통해 다

문화태도가 정 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 이처럼 다문화에 한 이해와 문지식 습득

을 자신의 공분야와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은 학생들

의 다문화 역량 증가에 많은 도움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다문화이해 교과목

이 다문화에 한 공감능력과 태도에 미치를 효과를 측

정하기 해 시도된 단일군 후 비교조사 연구이다. 연

구 상은 G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1학년생으로 연구의 

목 과 참여 내용을 학과 게시 에 공지하여 다문화이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상으로 모집하여 총 110명

이 참여하 다. 13주로 구성된 교과내용은 다문화 지식 

습득, 체험, 발표, 토론  특별강의로 구성하 으며, 설

문조사는 수업 시작 과 학기 종료시 으로 2회 실시하

다. 자료분석은 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와 백분율 등을 산출하고, 차이검증을 해 independent 

t-test, ANOVA 분석을 시행하 고 사후검증은  Scheffe

를 용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이해 교

과목을 통해 간호 학생들의 공감능력이 증가하고 다문

화태도가 정 으로 변화하 다. 공감능력은 연령이 어

릴수록,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다문화태도는 극성과 개방성 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를 통해 다문화이해 교과목이 간호 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키고 다문화태도에 한 정 인 변화

를 가져옴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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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간호 학

생은 건강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미래의 의료인이다. 증

가하는 다국  환자들에게 간호를 제공하기 해서는 다

문화에 한 이해를 통해 공감능력과 정  태도를 갖

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학생들의 수 에 따라 다양한 다

문화 련 로그램이 교과과정 속에 포함되어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수업 에 시행되어 비교집단을 배

정하여 시행할 수 없었던 제한 이 있으며. 간호학 교과

과정 내에서 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로그램을 보완하고 조군과 비교함으로써 로그램

의 검증과 효과성의 확인  효과성 지속에 한 추후연

구가 실시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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