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최근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자, 북한

이탈 주민, 일부 난민 등인구의 유입이 증하면서 다양

한 문화 배경을 가진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 간호 상자도 증가하고 있다[1]. 그러

나 한국사회는 서구 백인보다 동남아와 아 리카의 개

발국가 이주민에 한 인식이 정 이지 않고 건강 리

에 한 심 한 높지 않다[2]. 실제로 다문화 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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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문화성향, 사회성숙도, 공동체의식 다문화인식의 계에 한 가설 기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변인 간의 인과 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 목 이 있다. 상은 I지역과 C지역에 소재한 간호학과 학생 395명이었

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수집하 고, SPSS 22.0와 AMOS 2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모형은 반 합지수에 잘 부합되는 모형으로 간호 학생의 개인 문화성향은 간호 학생의 다문화인식에 직 효과

를 보 고, 집단 문화성향은 완 매개변수인 사회성숙도와 공동체의식에 의해 향력이 있음이 규명되었으며, 59.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학생을 상으로 다문화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을 확인하 다.

주제어 : 문화성향, 사회성숙도, 공동체의식, 다문화인식, 간호 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the relationships among cultural 

tendency, social maturity, community spirit and multicultural perception of nursing students. The survey was 

performed on 395 nursing students in two universitie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with SPSS 22.0 and Amos 22.0 program. Individualism, social maturity and community spirit showed a 

direct effect on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community spirit and Social maturity work as complete medi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ism and multicultural perception. These variables explained 59.2% of acts towards 

multicultural percep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evelopment of programs enhancing proper 

personalities like community spirit for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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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련된 문제로 의료기 이용에서의 의사소통,

의료비, 근성, 이용 차 등의 장벽과 각종 사회 편견

과,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거부감과 차별 그로 인한

의료기 방문 포기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는성인뿐 아니

라 모성과 유아 다문화 상자들의건강까지 받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의료인은 다문화 상자에게도 수 높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향상시키는데 도

움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간호사는

상자의 고유한 문화 특성에 맞은 개별화된 간호를

수행함으로써 최 의 인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특

히 간호 학생은 실무 장에서 다문화 상자를 할 수

있는 비 보건의료인으로 타문화에 한 편견 없이

상자의 차이 과 다양성을 존 하는 동시에사람과 문화

간 차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다문화 역량을 갖추고

미래에 하게 될 다문화 상자에 한 인식과 태도

부터 개선해야 한다[3].

다문화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상을 이해하고 다문

화 사회에 필요한 행동을 할수 있으므로[4] 다문화 간호

를 한 효과 인 개선 방향을 제공하기 해서는 우선

간호 학생의 다문화인식을 악하고 이에 따른 다문화

인식 개선을 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 교육이 제

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먼 개인이 태어나면서 속한

사회의 문화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3].

문화성향은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 인식, 신념, 태도 행동의 양상으로, 보통 개인주

의와 집단주의로 구분된다. 개인주의-집단주의 틀은 문

화 간 차이를 이해하려는 표 인 차원으로 개인주의

문화는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고 성취지향 이며 경쟁

인 개인주의로 성장하기 쉽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사회성을 통해 타인과 원만한 계유지에 신경 쓰고, 사

회의 요구 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5]. 우리나라는

통 으로 집단주의 성향을 요시하는 사회 으나

최근 청소년과 청년세 는 개인의 자율성과독특성을

시하는 개인주의가 발달되고 있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의 특성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5]. 간호

학생 자신도 태어나고 성장한 본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

특성과 한 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사회의 향

에 의해 개인이 가지게 되는 잠재 문화성향은 실제 다

문화 교육을 용하는 측면에서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에서 다문화인식과 문화성향과의 계를연구할 필

요가 있다[3].

사회 성숙이란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형성하는 사

회 계나 집단성향으로소속된집단이나사회의태도,

가치 행동 등을 받아들이고 학습하여 타인들과 조화로운

계 속에서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되는 사회화를 의미한

다[6]. 이는 자아를 형성시키면서 남을 존 하고, 욕구를

길들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달하고 특정 생

활방식에 잘 응할 수 있는 개인으로 발달해 가는 과정

이다[7]. 특히 간호 학생의 경우 문직 사회화를 통해

다문화 상자 간호를 포함한 특수한 상황 요구에

처할 수 있는 역량이 형성될 것이라고 측된다. 따라서

간호 생의 올바른 다문화인식 함양여부를 악하기

해서 사회 성숙정도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8].

공동체의식은 공동의 문화생활을 같이해 오는 과정에

서 겪는 일체 연 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의식으로

우호 인간 계를 맺어 주는 심리 결속을 말한다[9].

간호사는 ‘돌 ’을 제공할 때 상자를 타자로서 분리시

키지 않고 함께하면서 공동체의식을 경험하게 되고, 자

신이 속한 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한 연 감과 책임

감을 진시킴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극 참여

와 만족을 높일 수 있다[10].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

이 속한 문화의 틀 안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가치 부여에 향을 받는다[11]. 이는 동일한 공동체에서

는 동일한 다문화에 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으

로 재의 다문화 사회 안에서 간호 학생들의 공동체의

식은 다문화에 한 이해의 폭을 반 한다[10]. 그러나

실제 간호 학생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임상실습 스

트 스, 과 한 학업 부담, 상 평가로 인한 경쟁 환경

에 놓여 동료에 한 배려와 공감에 한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한 채 입학 부터 긴장감을 경험하며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8]. 결국, 사회 성숙과상호작용을 통해 갖춰

야 하는 공동체의식이 제 로 형성되지 못하고 다문화인

식에 해서도 요성을 간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변하는 다문화 환경에 한 이해와 문화 다양성

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임상 장에서 다문화 상자를 직

간호해야 하는 비 간호사로서 간호 학생들이 효율

으로 건강을 리하고 돌 을 제공하기 해 요하다

[3]. 그러나 간호 학생의 다문화인식이나 역량에 한

연구가 다수 보고된 반면 다문화인식에 인성 바탕이

되는 문화성향, 사회성숙도 공동체의식 간의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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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거의없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문

화성향과 공동체의식, 사회성숙도도 다문화인식의

계를 악하고 다문화인식에 미치는 향요인을 규명하

여 간호학생의 바람직한 다문화인식을 형성하는데 필요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시도하 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문화성향, 사회성숙도, 공동

체의식, 다문화인식의 계를 악하고 다문화인식에 미

치는 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구체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간호 학생의 문화성향, 사회성숙도, 공동체의식,

다문화인식 정도를 악한다.

� 간호 학생의 사회성숙도, 문화성향, 공동체의식,

다문화인식의 가설 구조모형의 합성을 확인

한다.

� 간호 학생의 다문화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의 경로와 직 , 간 매개효과를 악한다.

1.3 가 적 형 

본 연구의 가설 경로구조 모형을 구축하기 하여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간호 학생의 다문화

인식을 설명하는 가설 경로를 설정하 다(Fig. 1 참고).

첫째, 문화성향은 다문화 환경 감수성과 상 계를

나타냈고 집단주의 문화성향일수록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문화성향과 다문화 환경 감수

성과의 계연구에서 집단-개인 어떤 문화성향인지

에 따라 다문화 환경 감수성에는 차이가 없었다[12]. 그

러나 문화성향과 다문화 환경 감수성에서는문화성향

개인과 집단, 수평과 수직에 한 문화성향의 하 요인

들도 서로 향을 주는 상 계를 나타냈다.

둘째, 학생 시기는 청년후기로서 실사회에 한

자기의 역할, 입장등 자각이 생겨, 타인의입장을 존 하

고 이해할 수있게 된다. 즉 성인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의

규범에 응할 수 있게 되고 자율성과 도덕성 형성과정

을 거쳐 심리·사회 으로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한다[13].

이러한 성장이 사회친화력으로 사회 안에서더불어 살아

가는 공존 존재로 국가 , 민족 타인인 다문화 사람

과 쉽게 어울리고 화합하는 것에 향을 미친다. 사회성

숙도가 낮을수록 사회에서 많은 혼란과 불안감, 타인에

게 해를 끼치고 이웃과 불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7].

Fig. 1. Hypothetical model

IndCT:individualism cuutural tendency, ColCT: collectivism
cuutural tendency, SM: Social maturity,
CS: Community spirit, MCP: multicultural perception

셋째, 공동체의식은 다문화 수용성과 유의한 계를

나타냈음이 보고되었고,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면 다문화

수용성도 높아진다고 하 다[14]. 다문화 집단에 한 편

견과 부정 태도는 미래의 사회통합에 부정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학생들

의 인식을 쉽게 간과하면 안된다[15].

넷째, 자신이 속한 문화의 통 구성원들의 문화성

향을 이해하는 것은 공동체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16]. 사회문화 차원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구분하

여 공동체의 본질을 구성원들이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문화 일체감과 연 감으로서 갖게 되는 심리 안정감

이라고 볼 때, 선행연구는 문화성향에 따라 공동체의식

에 차이가 있다고 하 다[16].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토 로 가설 모형을 구성하

다. 외생변수인 개인 , 집단 문화성향은 내생변수인

사회성숙도와 공동체의식에 향을 미치며, 문화성향에

향을 받은 두 개의 내생변수가 최후에 다문화인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 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는 횡단 조사연구로 간호 학생의 문화

성향, 사회성숙도,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인식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인지를 악하고, 이들 요인과 다문화인식의

구체 인 경로와 향력을 규명하는 구조모형검증 연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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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s of subjects.                (N=395)

characteristics n(%)

Gender
Female 345(87.3)

Male 50(12.7)

Age(yr)

<20 125(31.6)

20∼29 242(61.3)

≧30 28(7.1)

Religion
Yes 112(50.7)

No 108(31.6)

Grade

1st 125(31.6)

2nd 128(32.4)

3rd 94(23.8)

4th 48(12.2)

Motivation on choice
of nursing

Aptitude & interest 159(40.3)

Inducement 72(18.2)

Employment 121(30.6)

Along to grade 11(2.8)

Service for society 22(5.6)

Others 10(2.5)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62(41.0)

Moderate 206(52.2)

Unsatisfied 27(6.8)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243(61.5)

Commonness 147(37.2)

Not good 4(1.0)

Meaning on nursing

Very meaningful 336(45.1)

Moderate 49(12.4)

Meaningless 10(2.5)

Multicultural contacts
in the past year

None 169(42.8)

sometimes 203(51.4)

frequently 22(5.6)

idea of needs for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Yes 364(92.2)

No 31(7.9)

experience of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Yes 198(50.1)

No 197(49.9)

language that
communicate

Yes 216(54.7)

No 177(45.3)

2.2 연 상 및 료수집 방법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4월에서 6월이었으며 I

시와 C시에 치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편의추출 하

다.

연구 상자는 연구의 목 과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에 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 고, 설문

조사는 총 20분이 소요되었다. 상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기 과 진행기간동안 연구

상자가 어떠한 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언 하

다. 상자 수는구조모형을 한 한표본수는 200명

이상이라는 근거에기 하 다[17]. 총 4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고, 부 한 설문지 5개를 제외시키고 최종

으로 395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2.3 연 도

2.3.1 화 향

문화성향은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18]이 제작하여 Kim[19]이 우리나라 으로 표

화한 것이다. 이 척도는 수직 개인주의, 수평 개인

주의, 수직 집단주의, 수평 집단주의를 묻는 32문항

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각 16개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각 항목에

한 응답들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의 5 척도로 구성되었다. 체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ɑ= .828이었고, 개인주의 성향은 .767이고, 집

단주의 성향은 .765이었다.

2.3.2 사회 숙도

본 연구에서는 Suh & Whang[20]이 개발한 심리사회

성숙도를 측정하는 심리검사지(Social Maturity Test)를

재편성하여 Park & Kim[21]이 사용한 “사회 성숙성”

을 나타내는 사회 계(Social relation)에 한 도구를

사용하 다. 총 25문항에서 자신감 8문항, 사교성 10문항,

인 계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척도로 ‘매우

그 다’ 5 , ‘ 그 지 않다’ 1 으로 수가 높을수

록 사회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 & Kim[21]의 연

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ɑ=.8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44이었다.

2.3.3 공동체 식

공동체의식은 Kim[19]이 한국 으로 표 화하 고,

Chung[22]의 연구에서 척도로 사용된 친 성과 소속감,

조화와 단결, 자발 참여와 의사표 , 동일시와 상호

향의식, 자율성과 공동의식, 귄 성과 배타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각 문항 당 4문항씩 24문항으로 구성한 것을 사

용하 다, 본연구에서는신뢰도Cronbach’s ɑ=.897이었다.

2.3.4 다 화 식

Park[23]이 우리사회의 특성을 반 하여 개발한 다문

화인식 설문지를 Lim[24]이 청소년을 상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 다. 다문화인식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인

지 , 의식 , 행동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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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지 역의 문항은 인종

차별, 사회 장벽,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에 한 인식과

지식과 신념,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한 인식과 지식과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 척도로써 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인식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Lim[24]

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799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844이었다.

2.4 료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와 AMOS 22를 이용

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특성과 련 요인들의 정도

는 기술통계로 분석하 다. 다문화인식과 련 요인에

한 상자특성의 차이와 상 계는 t-test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확인하 다. 가설 모형의

합도 검정은 부합지수로 χ2, 표 합지수(NFI), 비

교 합지수(CFI), 평균잔차제곱근(RMR), 근사원소평균

자승잔차(RMSEA), 기 합지수(GFI) 조정 합지

수(AGFI)를 구하 다. 매개효과의 분석은 sobel test를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 문화성향, 사회성숙도, 공동체

의식 다문화인식의 측정변수의 수가 각각 32, 25, 24,

15, 총 96개로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이 어렵고 복잡하여

확인요인분석 후 하 요인을 항목합산을 통해 16개의 측

정변수로 설정한 다음 모델을 검증하 다.

Table 2. Degree of study variables.             (N=395)

Variables Mean SD
Range
(Min-Max)

cultural tendency 3.83 0.61 1.05-5.00

individualism 3.30 0.40 2.19-4.38

collectivism 3.62 0.43 2.00-4.75

Social maturity 2.89 0.62 1.00-5.00

confidence 3.35 0.59 1.63-4.75

sociality 2.47 0.62 1.00-4.40

Interpersonal relationship 3.20 0.63 1.14-4.86

community spirit 3.32 0.63 1.00-5.00

intimacy & belonging 3.57 0.58 1.50-5.00

harmony & solidarity 3.60 0.49 2.00-5.00

spontaneity & expression 3.49 0.48 2.00-5.00

equation & sharing 3.73 0.57 2.00-5.00

autonomy & public
awareness

3.53 0.54 1.00-5.00

authority & exclusiveness 3.55 0.52 1.25-5.00

multicultural perception 4.01 0.51 2.50-5.00

Cognitive 4.06 0.47 2.00-5.00

conscious 3.78 0.58 1.00-6.40

behavioral 3.70 0.54 1.60-5.00

3. 연  결과

3.1 상  특

상자의 연령은 20세-29세가 242명(61.3%)이었고,

87.3%가 여학생이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은 50.7%이었

고, 1학년이 31.6%, 3학년이 32.4%이었다. 간호학과를 선

택한 동기는 성과 흥미 때문이 40.3%로 가장 높았고

취업(30.6%), 주변 권유(18.2%) 순이었고, 공 만족도는

41.0%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 다. 상자의 61.5%가

인 계가 좋다고 답하 다(Table 1 참고).

3.2 변수  술적 통계 및 상 계

3.2.1 간호 학생  화 향, 사회 숙도, 공동체

식, 다 화 식

간호 학생의 문화성향은 5 을만 으로 평균 3.83으

로 개인주의 성향이 3.30, 집단주의성향이 3.62로 나타

났다. 사회성숙도는 2.89 이었고, 공동체의식은 3.32로

역별로 ‘동일시와 공과공유’가 3.73으로 가장 높았고,

‘자발 참여와 의사표 ’ 항목이 3.49로 가장 낮았다. 다

문화인식은 4.01 이고 인지 역이 4.06이고 행동

역이 3.70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3.2.2 연 변수들  상 계

본 연구의 가설 모형에서 사용된 연구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인식정도는 모든 변수들

과 유의한 상 계를 보 으며, 집단주의 문화성향

(r=.40.3, p<.01), 개인주의 문화성향(r=.27.3, p<.001),

공동체의식(r=.11.1, p<.001)과 정 상 계를 나타냈다.

다 공선성의 검증결과 모든변수들 간의 상 계수가 .70

보다 넘지 않았고 허용도(Tolerance)는 0.1이하인 변인이

없었으며 분산확 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Table 3. Correlation of study variables.       (N=395)

Variables IndCT ColCT SM CS MCP

IndCT 1

ColCT .271** 1

SM .023 .141** 1

CS .025 .435** .152** 1

MCP .273** .403** .106* .111* 1

AVE 0.85 0.53 0.83 0.80

*p <0.05, **p <0.01, ***p <0.001
IndCT:individualism cuutural tendency, ColCT: collectivism cuutural
tendency, SM: Social maturity, CS: Community spirit, MCP:
multicultural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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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을 넘는 변인이 없어 독립변수 간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참고).

3.3 조 형 

3.3.1 형  적합도

본 연구에서 사용될 구조방정식모형에 요인들의 타당

도를 검증하기 하여 우선 확인 요인분석, 측정모델

의 분석, 집 타당성 별타당성 검증을 실시하

다. 이론 배경에 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 측정모

델분석 결과, 사회 성숙의 하 요인 요인부하량이

0.5 이하인자신감 역과 개인 문화성향의 1개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수용하 다. 구성개념의 집 타당

성과 별타당성 검증 결과, 각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

출값(AVE) 최소값(0.53)이 0.5이상이었고, 값이

가장 큰 사회 성숙과 공동체의식의 상 계수 -0.676의

제곱 값인 0.457 보다도 큰 것으로나타나 구성개념 타당

성도 확보하 다(Table 4 참고)..

본 연구에서 합도를 검증하는 지표인 χ2 검증결과

는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아 구조모형이 합하다는 귀

무가설을 기각하여(χ2=279.1, p=.000), χ2값만으로 볼 때

는 모형과 자료가 합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본 연

구의 표본 수는 체 395명의 큰 표본으로써,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χ2값은 표집 크기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향을 많이 받음으로, χ2 값에만 의존하여 모

형의 합도를 단하는 것은 험하다[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MSEA, RMR, NFI, CFI, GFI, AGFI 값을

심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부합지수인 근사원소평

균제곱잔차(RMSEA)가 0.05에서 0.08 사이의 기 에서

0.075로 한 합도(reasonable fit)를 보 다[25]. 표

본부합지수인 NFI(Normed Fit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값은 략 0.9 이상이면 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본 연구에서 NFI가 0.942, CFI 0.912로 나타

났다. 기 합지수인 GFI(Goodness of Fit Index)가

0.912, 조정 합지수인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가 0.868로 본 연구모형의 합도는 반 으로좋

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가 인 모형의수정을 시행하

지 않았다(Table 4 참고).

3.3.2 가 형  검

가설 모형의 경로분석결과는 Fig.1과 같다. 개인

문화성향은 사회 성숙(β=-0.659)과 공동체의식(β

=-0.631)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만 다문화인식에 직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69). 집단

문화성향은 다문화인식에 직 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 성숙(z=2.31)은 공동체의식(z=2.07))

의 완 매개효과를통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숙도는 다문화인식에 미치는 직 효과(β=0.356)

와 함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통한 유의

도 검증결과 p=0.021 수 에서 간 효과(β=0.272)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인식에 직

인 향을 미치고(β=0.305), 사회 성숙과 다문화인식

간의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z=2.36). 다

문화인식에 한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53.8% 다

(Table 5 참고).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SMC

SM IndCT -.659** -.659**
.209

ColCT .576** .576**

CS IndCT -.631** -.338 -.969**

.592ColCT .547** .295 .843**

SM .513*** .513***

MCP IndCT .369* -.477 -.108*

.538
ColCT -.288 .415 .127

SM .275* .157* .431*

CS .305** .305**

*p <0.05, **p <0.01, ***p <0.001
IndCT:individualism cultural tendency, ColCT: collectivism cultural
tendency, SM: Social maturity, CS: Community spirit, MCP:
multicultural perception

Table 5.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modified path model

4. 논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다문화인식을 설명하기 한

변수로 개인 , 집단 문화성향, 사회 성숙 공동체

의식을 문헌고찰에 의해 선정했으며, 모두 다문화인식에

Goodness

X2
(p)

df RMR GFI AGFI NFI CFI RMSEA

279.1
(.000)

80 .022 .912 .868 .942 .958 .079

Table 4. Goodness for fi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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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악되었다. 종속변

수인 다문화인식은 독립변수인 개인 , 집단 문화성향

이 직 는, 매개변수인 사회성숙도와 공동체의식과

선형 련이 있음이 규명되었다.

문화는 개인의 정서, 인지, 동기, 태도 행동에 향

을 미친다. 특히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은 문화권이 다

른사회 구성원들이 보이는다양한 가치 , 정서, 동기,

습, 제도 등의 차이 을 이해함에 있어 핵심 인 틀로 사

용되고 있다[26]. 따라서 간호 학이라는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의 문화성향을 살펴보는 것은 서로 다른 사회의

구성원의 평균 인 반응을 비교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

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문화 성향은

3.83이었다. Yoo & Lee[3]의 3.44와 무용 공 학생의

문화성향에 해 연구한 Kim[16]의 3.48 보다 높은 수

이었다. 문화성향 개인주의 성향의 평균은 3.30, 집

단주의 성향은 3.62로 집단주의 성향이 개인주의 성향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간호 학생 상으로 5 만

각각 3.23, 3.62 로 나타난 Yoo & Lee[3]과 유사한 결

과로 개인주의 성향은 낮게, 집단주의성향은 높게 나타

나 간호학이라는 공의 특성상 사회, 타인 등의 계

심 인간 을 시하는 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사한 인간 을 추구하는 사범 생을 상으로 연

구한 Kim & Mo[12]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집단

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의존성 집단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하므로, 타인에게 단결심, 공손함, 배

려성, 소속감등을 보이기 해노력한다. 이 사회에사는

사람들은 내집단과 동일시된 자기 을 가지고 있어, 공

동체나 소속을 시하게 된다. 간호사가 임상 장에서

일할 때 하나의 독립된 개인으로 일하기보다 원으로서

유기 계를 형성하며 일하게 되므로 간호학생의 집단

주의 성향의 우세는 정 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사회성숙도 총 의 평균은

5 만 에 2.89 으로 간 수 에 약간 못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학생을 상으로 살펴본

Son[27]의 3.20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하부 역 사

회성이 가장 낮은 수를 보 는데, 이는 사회성만을 측

정한 Kwon, & Yeun[8]의 연구에서도 간호 학생이 일

반 학생보다 낮았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로 간호 학

생의 사회성숙도는 반 으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

다. 공동체의식 정도는 평균 3.32로 하 역에서 동일시

Fig. 2. Hypothetical model

IndCT:individualism cultural tendency ColCT: collectivism cultural tendency SM: Social maturity
CS: Community spirit MCP: multicultural perception
x1: vertical individualism x2: horizontal individualism x3: vertical collectivism x4: horizontal collectivism
y2: confidence y3: sociality y4: intimacy & belonging y5: intimacy & belonging
y6: spontaneity & expression y7: equation & sharing y8: autonomy & public awareness
y9: authority & exclusiveness y10: Cognitive y11: conscious y12: behavi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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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과공유가 가장 높았고 자발 참여와 의사표 이

가장 낮았으나 각하 역 간 차이가 크지않았다. 이와

련된 선행연구로서 국내․외 모두 간호 학생은 물론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으나무용 공 학생

상의 Kim[16]의 연구에서 측정한 3.42보다 낮았다. 이

는 동료들 간의 일치감, 소속감, 력 상호의존성의 매

개로하여 각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맞설 수있는

력으로 그 요성을 강조한 무용 공 학생에 비해 간

호 학생들은 공동체의식에 한 의무감이나 필요성에

한 인식이 낮다고 여겨지는 결과이다.

사회 성숙은 사회라는 공동체에 있으며, 이는 사회

계 속에서 가능하고, 이때 형성된 인간 계는 구성

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성숙하게변화시키며 발달

한다[12]. 그러나 인간 계가 바탕이 되는 사회성과 공동

체의식을 함양할 기회가 간호 학생에게 많지않음이 우

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간호 학생은 앞서 서론에서 언

했듯이 학문을 하면서 긴장감을 느끼고, 상 평가,

임상실습,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과도한 학업의 부담으로

공지식 습득에 시간의 부분을 할애해야 하고[8], 결

국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해서 갖춰야 할 상호작용 능

력, 사회에 기여 하는 능력의부족을 래하여 사회화 과

정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사회 성숙

을 해 바람직한 태도와 품성 공동체의식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건강 리 원으

로 임상 장과 지역사회 장에서 참여할간호사로서 주

된 역할을 해야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문화인식 정도는 4.01 으로 반 으로 높은 수

를 보 다. 사회복지 공 상으로 한 Suh[29]의 연구에

서 3.33보다 높았고,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Kim &

Choi[29]의 3.63 과 다른 도구로 측정한 Lee[30]의 3.05

보다높았다. 이는본 연구의경우 50%가다문화 련

교과목을 수강하 고, 92.2%가 다문화 간호교육이 필요

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상자 특성과 련 있다고

보인다. Suh[28]는 사회복지 공 학생들이 비 공자에

비해 정규교육과정에서 다문화인식에 향을 수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다문화인식의낮은

수를 유추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사회를 인지하고의식하며 행동하

는 데 향을 미치므로 재와 같은 다문화에 한 간호

교육계에서의 심이 지속 되어야 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인식에 한 변인과 련하여 구

축한 모형은 설명력이 53.8%로 간호 학생의 다문화인

식을 잘 설명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인식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문화성향이 직·간 으로 는

사회성숙도와 공동체의식을 거쳐 다문화인식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잘 설명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성향 개인 성향은 다문화인식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이는 선행연구[3]에서 문화성

향과 그 하 요인인 수평 개인주의와 양의 상 계를

보 다는 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다문화인식을

측하는 심 속성으로서 집단주의 성향보다는 개인주

의 성향이 도출되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집단주의 사회로 여겨져 왔지만 근래

통의 집단주의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주의 가치

과 태도를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11].

간호 학생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 개인주의 인 성향이

차 늘어가고 있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의미는 다

르나 도덕 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괴하는 행 로 표출

되기도 하여 기존의 집단의식이 강한 사람들과 함께 일

해야 하는 임상 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 성향이 다문화인식에 정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

어 일련의 다문화 환경에서 자라온 최근 간호 학생들

은 배타 이지 않고 열린 생각과 개방 인 자세를 가지

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 하며 소통할 수 있는 다문화 감

수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자기를 집단과 분리

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의 결속에 심이 없으

며, 정서 으로도 거리감을 가진다. 이러한 성향은 기존

세 들의 폐쇄 인 집단주의에서 비롯된 다문화에 한

거부감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다문화인식과 양의 상 계를

보여 인과 계도 있을 것으로 기 했으나 직 인 향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사회성숙도와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통해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

화성향과 다문화 환경 감수성과의 계를 연구한 선행연

구[12]에서 문화성향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일

부 지지하고 있는데, 공동체의식의 본질을 가치와 신념

목표를 공유하는 문화 일체감과 연 함으로써 갖게

되는 안정감이라고 볼 때 개인 -집단 문화성향에 상

없이 집단 구성원에 한 심과 애착에 차이가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Han[32]은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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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상 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낮고, 집단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이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 수도 있지

만, 개인-집단주의 성향이 모두높거나낮은 경우도 존

재할 수 있다고 하 다. 즉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유일

한 차원의 양극단으로만이 아니라 두 개의 각기 다른 차

원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른 측면은 구

성원 간 상호연계성과 조화를 시하는한국사회의 수직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이 반 된 것으로 유추된다. 수

직 성향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완성과 조화와 안정

을 통한 계 속에서 존재 의의를 찾으며 수평 인 성향

은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자유롭게 추구하고 이에 맞게

살 자율 권리를 지닌다[11]. 즉 한국인의 공동체의식은

동질성에 기 한 연 의식과 연, 지연과 같은 연고에

기 를 둔 수직 공동체의식이다[16]. 이러한 특징은 오

히려 집단 성향이 다문화에 한 부정 인 인식을 심

어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

서 간호 학생의 공동체의식이 집단주의 문화성향과 다

문화인식 간의 매개효과 뿐 아니라 직 인 효과까지

보인 것은 첫째, 상자의 성향이 수직 이기 보다 수평

특성이 강할 것이라는 것과, 둘째, 앞서 언 한 로

학교에서의 형식 다문화교육과 함께 미디어나 외국여

행, 지역사회에서의 다문화 체험 등 다양한 다문화 경험

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최근 1년간 다문화

경험율이 57.2%로 나타난 본 상자들의 특성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이에 해 미디어가 학생이 다문화를 이

해하는 데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 Suh[29]의 결과

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성숙도도 집단 문화성향과 다문화인식 간의 매

개효과를 나타냈고, 자체 으로도 다문화인식에 직·간

효과를 보 다. 한, 공동체의식에 의해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의 변인에 해 긴 한 계성

을 확인하 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

가는 삶의 특정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형태의

사회 계를 포함하는 용어이다[16]. 안정된 사회성을 지

닌 자아가 형성되면 다른 사람들과의공통 인 이해 계

가 성립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의식이 발달한다

[32]. 즉 사회성숙도를구성하고 있는 하 요인인 사회성

과 인 계 역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의 방

식이라고 할 때 간호 학생들 간의 정 상호 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집단주의 문화

성향을 보이는 간호 학생들의 다문화인식을 개선하기

해서는 학년에서부터 여러 형식의 다문화 경험을 쌓

는 동시에 사회성숙도를 높이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 련 로그램의 개발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결론 으로 선행연구에서상 변수들로 나타난 개인-

집단 문화성향, 사회 성숙, 공동체의식의 연구변수들

을 선택하고 측모형을 구축하여 확인함으로써 간호

학생의 다문화인식의 모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상자가 두 학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하 고, 상자의 문화성향과 다문화인식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내․외 요인인 변인들과 역동 인간

계, 학생의 성격 유형 등 여러 요인을 모두 다룰 수 없었

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성에 제한이 있다고 본다. 따라

서 다양한 상에게 추가 인 련 변수들을 발굴하고

포함 시켜 모형을 확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다문화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 요인의 향력을 악함으로써,

실제 이고 효율 인 공동체의식 개선 인성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 인 자료를 제공하기 한 구조분석연

구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반 합지수에 잘 부합되는 모

형으로 나타났고, 간호 학생의 개인 , 집단 문화성

향, 사회성숙도 공동체의식 모두 다문화인식에 직 ·

간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악되었으며 체 설명

력은 59.2%이었다. 개인 문화성향은 간호 학생의 다

문화인식에 직 효과를 보 고, 집단 문화성향은

완 매개변수인 사회성숙도와 공동체의식에 의해 선형

련이 있음이 규명되어 집단 성향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다문화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

고자 한다.

첫째, 간호 학생의 다문화인식을 매개하는 다양한심

리 , 행동 사회 변수들을 탐색하는 추후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 학생의 문화성향을 수직 , 수평 성향

으로 구분하여 향력을 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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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간호 학생의 다문화인식을 향상시키기 한

략수립 시 공동체의식과 사회성숙도를 우선할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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