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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과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인관관계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이다. 대상은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 245명이었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PASW 18.0,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적합하였다(χ2/df=1.170, GFI=.992, AGFI=.970, RMSEA=.027, 
CFI=.995, NFI=.967). 전문직 자아개념에 문화적 역량은 직접효과, 다문화 인식과 전공만족도, 대인관계는 간접효과를 
나타내었고, 문화적 역량에 다문화 인식과 전공만족도는 직접효과, 대인관계는 간접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다문화인식에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는 직접효과가 있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면 다문화인식이 높아
지고, 문화적 역량이 높아지며, 전문직 자아개념도 향상되므로,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해서는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
량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Abstract  This is a study path analysis for relationship among multicultural perception(MP), cultural 
competence(CC) and professional self-concept(PSC). The survey was performed on 245 nursing students in one 
university. Data was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sed with PASW 18.0, AMOS 18.0. 
Model fit indices were in good agreement with recommended level(χ2/df=1.170, GFI=.992, AGFI=.970, 
RMSEA=.027, CFI=.995, NFI=.967). Based on path model CC showed a direct effect on PSC while MP, 
satisfaction in major(S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IR) showed a indirect effect. The MP and SM showed 
a direct effect on CC while IR showed a indirect effect and SM and IR showed a direct effec on MP. The 
findings indicate the necessity of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nursing student’s MP and CC for 
increasing of P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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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내체류외국인수는 2006년 1.9%에서 2016년 최초

로 2백만 명을돌파하여전체 인구의약 4%를 차지하며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0년에 전체 인구의 5%에 육

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인환자수는 2016년 약 36만명으로 2015년 대비 23% 증

가하였고[2], 또한 다문화 혼인 비중도 2010년부터 약

10% 정도 차지하며, 2015년도에는 7.4%를 차지하였다

[3]. 이러한의료서비스대상자의확대와다문화인구증

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의료계와 간호계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종합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 진료센터를 개

설하고이를담당할간호전문인력을확보하는등의변

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로 인해 간호사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문화적 역량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

져 왔다.

다문화인식은간호사가대상자의문화적가치에적절

하고 민감하도록 하는 의도적 인식과정으로[4], 즉 자신

과문화적차이가있는사람의문화적다양성에대해인

지하고 수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화적 역량은 문화

적지식, 기술, 인식으로정의되며[5], 보건의료측면에서

의 문화적 역량은 문화의 역량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문

화와 조화를 이루며 돌봄을 제공하는 능력이다[6]. 다문

화인식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하

고, 대상자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며 효율적으로

대처할수있는문화적역량의증진에대한요구도가간

호사에게 더욱 더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간호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

춰 미래의 간호사들인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인식과 문

화적역량의증진을위해교육과정내에다문화관련교

과목을 개설하여, 2011년 국내 150개 간호대학 중 28개

대학에서다문화관련교과목이개설되어운영되어져오

고있으며[7], 이에 대한연구들도진행되어져오고있다.

다문화경험과문화적역량간에정적상관관계가있다는

결과[8]와,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적용하여문화적역량

을 향상시킨 결과[7]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

학에서다문화교육은일부학생들이이수하는선택교과

목으로서 이수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고, 따라서 다문화

에대한경험과준비과정없이임상실습을하게되고, 간

호사가 되어 외국인 환자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다. 의료

서비스대상자의변화에맞추어질적간호서비스를제공

하기 위한 변화와 노력은 당연한 것이므로, 향후 변화의

흐름이더욱더가속화될것이기에이변화에앞서가기

위해서는다문화의식과문화적역량을증진시킬수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문화의식 향상과 문화적 역량

증진교육이간호사로서의역량향상에기여하는가에대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대상으로연구는미미하였고, 사회복지사를대

상으로한연구에서문화적역량이전문직업적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9].

전문직자아개념이란전문직간호사로서자신의업무

에대한스스로의느낌과견해를말하는것으로, 다른사

람의행동을지도하고인도하는능력과융통성이포함된

전문적 실무, 자신의 업무에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를의미하는만족감, 그리고다른사람과의공감, 열

린마음과이해심을의미하는의사소통으로형성되어있

다[10]. 또한 전문직자아개념은간호행위를하고자하는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고, 인간의 지각과 해석을

좌우하여사물, 장면, 상황을보고느끼고해석하는견지

를형성하므로간호세계를보는하나의눈이될수있다

고하였는데[11], 이는간호사로서의자아를형성하고전

문적자아개념이발달하는간호학생시기에다문화에대

한 인식과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향후 간호사

로서의가치관과태도형성에매우중요함을알수있다.

즉, 간호사가 다문화 대상자에게 문화적 편견을 가지

고 대하면 대상자들은 차별을 느끼게 되고 이는 단순한

감정적 문제를 벗어나 의료서비스의 방해 요인이 되어

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12], 더욱 더 중요

하다고할수있다. 이에 Arthur[13]는 간호의미래는간

호전문직자아개념을증진시키는개인의노력에달려있

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전문직자아개념과다

문화인식,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부

족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대

상자 간호와 관련하여 간호교육 현장에서도 간호대학생

들의 다문화인식과 문화적 역량 향상,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전체 경로를 파악하는 융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연구는간호대학생들의다문화인식과문화적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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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하고, 또한 변수간의 관계

를 파악하고자 선행연구에서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자아개념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이었던대인

관계, 전공만족도를추가하여[14], 두 변수가다문화인식

을 향상시키고 이는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켜 전문직 자

아개념을향상시킨다는가설을설정하여이들간의융복

합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서 다문화 관련 교육의 전략 마

련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본연구를시행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

문직 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의일반적 특성에 따른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한다.

나. 다문화인식, 문화적역량, 전문직자아개념과의관

계를 파악한다.

다. 다문화인식, 문화적역량, 전문직자아개념간의경

로모형을 검증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편의추출한 국내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간

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

대로대인관계, 전공만족도가다문화인식에영향을미치

고, 이들이문화적역량에영향을미치며, 문화적역량이

전문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을 검증하는 경로분석

연구이다.

2.2 자료수집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7년 2월에 이루어졌으며, 경상

남도에 위치한 일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을대상으로편의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연구목적

을 설명하였고,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

지를 작성하기 전과 진행 기간 동안 연구대상자가 어떠

한 위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연구대상자는연구목적과설문지내용을이해하고참

여를 허락한 자로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

다. 구조방정식을이용하는경우표본의크기가 200명이

상이어야 한다는 견해[15]에 근거하여, 총 260부를 표집

대상으로자료수집하였으며, 그중불성실한응답을제

외한 24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1.1 다문화인식 
본 연구에서는 Park 등[16]이 개발하고 Lim[17]이 재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인지적, 의식적, 행동적 영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그렇다’ 5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다문화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Lim[17]의 연구에서 Cronbach ɑ=.79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3 이었다.

2.1.2 문화적 역량
본연구에서는 Chae[18]가 개발하고 Lee[19]가재구성

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3문항으로 문화적 인식 6문항,

지식 7문항, 민감성 12문항, 기술 8문항으로구성되어있

으며, ‘자신없음’ 1점에서, ‘자신있음’ 7점으로점수가높

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19]의 연구

에서 Cronbach' ɑ=.94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1이었다.
2.1.3 전문직 자아개념
본연구에서는Arthur[10]가개발하고Sohng과Noh[20]

가번역하고 Seo[21]가 수정한도구를사용하였다. 총 27

문항으로전문직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

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전문직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Seo[21]의 연구에서 Cronbach' ɑ=.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5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AMOS 18.0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

직 자아개념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다. 일반적특성과변수간의관계는 t-test, ANOVA,

Kruskal wallis test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Tu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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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를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분석하였다. 경로모형의적합도

는절대적합지수 χ2, Normed χ2 (CMIN/df), GFI, AGFI,

RMSEA, 증분적합지수 CFI, NFI를 사용하여 모형의 적

합도를 판단하였고,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으로 검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209명(85.3%)이었고, 연령

은 21세∼24세가 124명(50.6%)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157명(64.1%)이 없었으며, 2학년이 86명(35.1%)으로 많

았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어가 없는 학생이 134명

(54.7%)로 많았으며, 간호학 전공만족도는 보통 136명

(55.5%), 만족 99명(40.4%), 불만족 10명(4.1%)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좋음 145명(59.2%), 보통 100명

(40.8%) 순이었고, 다문화간호 수강경험은 153명(62.7%)

이 없었고, 다문화간호교육의 필요성에는 필요함 141명

(61.0%), 조금 필요함 51명(22.1%), 매우 필요함 32명

(13.9%), 필요하지 않음 7명(3.0%) 순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대상자의 다문화인식은 57.1점, 문화적 역량은 160.0

점, 전문직 자아개념은 75.3점이었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대상자의 다문화인식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어가

있는 학생(t=2.674, p<.05)이 높았고, 간호학 전공만족도

는만족하는군이가장높았고, 보통, 불만족순이었다(χ

<Table 1> Comparison of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N= 245)

characteristics n(%)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M±SD
t/F/χ2
(p)

M±SD
t/F/χ2
(p)

M±SD
t/F/χ2
(p)

Gender
Male 36(14.7) 59.3±8.5 1.737

(.090)
163.8±27.0 1.143

(.254)
73.9±14.4 -.493

(.619)Female 209(85.3) 56.7±6.3 158.2±26.6 74.8±9.4

Age
<20 78(31.8) 58.0±7.4

2.227
(.110)

157.0±24.0
.352
(.704)

76.1±7.2
1.165
(.314)

21∼24 124(50.6) 57.2±6.5 160.0±28.2 73.8±10.6
≧25 43(17.6) 55.3±5.8 160.2±27.3 74.4±13.3

Religion
Yes 88(35.9) 57.1±6.5 -.054

(.957)
158.4±23.7 .304

(.761)
75.5±7.9 -1.033

(.302)No 157(64.1) 57.1±6.8 159.4±28.3 74.1±11.3

Grade

1st 85(34.7) 57.1±7.3
3.404
(.333)

156.1±26.8
5.843
(.120)

75.9±6.9
7.839
(.049)

2nd 86(35.1) 56.2±6.6 159.2±25.6 74.8±10.9
3rd 58(23.7) 57.9±5.8 163.5±21.0 74.4±9.6
4th 16( 6.5) 58.9±6.7 158.0±45.2 68.1±18.9

Communicative
foreign language

Yes 111(45.3) 58.4±7.0 2.674
(.008)

160.1±29.0 .480
(.631)

75.5±7.7 1.205
(.230)No 134(54.7) 56.1±6.2 158.4±24.7 73.9±11.9

Satisfaction in
major

Dissatisfied 10(4.1) 52.4±9.4
11.637
(.003)

148.6±24.9
12.739
(.002)

65.0±24.1
5.424
(.066)

Generally
satisfied

136(55.5) 56.2±6.6 154.6±27.9 74.4±7.5

Satisfied 99(40.4) 58.7±6.1 166.3±23.5 76.0±10.9

Interpersonal
relationship

Generally good 100(40.8) 55.3±6.6 -3.595
(.000)

156.0±21.7 -1.498
(.136)

74.1±11.2 -.582
(.561)Good 145(59.2) 58.3±6.5 161.2±29.5 75.0±9.5

Participating
cultural education

Yes 91(37.3) 58.5±5.9 2.470
(.014)

162.1±29.4 1.280
(.202)

75.1±8.6 .468
(.640)No 153(62.7) 56.3±7.0 157.4±24.8 74.4±11.1

Perceived
necessity for
multicultural
education†

Not need 7(3.0) 53.3±8.1
27.282
(.000)

157.9±28.4
12.477
(.006)

67.4±30.3
5.108
(.164)

Low 51(22.1) 54.8±6.8 156.9±23.5 74.7±6.0
Need 141(61.0) 57.4±6.1 157.0±28.1 74.8±8.0
Very need 32(13.9) 62.2±5.6 174.4±23.5 75.9±16.4

†무응답 제외,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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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37, p<.05). 또한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t=-3.595,

p<.05), 다문화간호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t=2.470,

p<.05)에높았으며, 다문화간호교육의필요성이매우필

요하다고 한 경우 가장 높았고, 필요함, 조금 필요함, 필

요하지 않음 순이었다(χ2=27.282, p<.05).

문화적 역량은 간호학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경우 가

장 높았고, 보통, 불만족의 순이었고(χ2=12.739, p<.05),

다문화간호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한 경우

가장높았고, 필요함, 필요하지않음, 조금필요함의순이

었다(χ2=12.477, p<.05).

전문직 자아개념은 1학년이 가장 높았고, 2학년, 3학

년, 4학년의 순이었다(χ2=7.839, p<.05)<Table 1>.

3.4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
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다문화인식과 문화적 역량(r=.514, p＜.05),

전문직자아개념(r=.141, p＜.05)은 정적상관관계를나타

내었고, 문화적 역량과 전문직 자아개념(r=.327, p＜.05)

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3.5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χ2/df=1.170,

GFI=.992, AGFI=.970, RMSEA=.027로 나타났고, 증분적

합지수 CFI=.995, NFI=.967로 나타나모든적합도지수가

권장수준을 충족하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다문화인식에 대한 간호학 전공만족도(β=.171), 대인

관계(β=.166)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하였고, 문화적 역

량에 대한 다문화인식(β=.487), 간호학 전공만족도(β

=.131)의 경로계수도 유의하였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문화적역량(β=.327)의경로계수도유의하였다[Fig. 1].

대인관계가좋고, 간호학전공만족도가높으면다문화

인식이 높고, 다문화인식은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켜 간

호전문직자아개념을향상시킨다는가설은유의하였다.

3.6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다문화인식에 대한 간호학 전공만족도(β=.171, p<.05),

대인관계(β=.166, p<.05)의 직접효과, 문화적 역량에 대

한 다문화 인식(β=.487, p<.001), 간호학 전공만족도(β

<Table 3> Correlation among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N=245)

Variables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r(p) r(p) r(p)

Multicultural perception 1

Cultural competence .514(.000) 1

Professional self-concept .141(.034) .327(.002) 1

p<.05

<Table 4> Goodness of Model 
Fit Index χ2/DF GFI AGFI RMSEA CFI NFI

Optical model ≤3 ≥0.9 ≥0.9 ≤0.05 ≥0.9 ≥0.9

Modified model
1.170
(p=.322)

.992 .970 .027 .995 .967

<Table 2> Level of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N=245)
Variables Mean(SD) Range(Min-Max)

Multicultural perception 57.1( 6.7) 40.0-75.0

Cultural competence 160.0(24.7) 98.0-231.0

Professional self-concept 75.3( 7.7) 53.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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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p<.05)의 직접효과,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문화

적 역량의직접효과(β=.327, p<.001) 모두 유의하였으며,

문화적 역량에 대한 다문화 인식의 직접효과가 가장 크

게 나타났다.

문화적 역량에 대한 간호학 전공만족도(β=.083, p<.05),

대인관계(β=.081, p<.05)의 간접효과모두유의하였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다문화인식(β=.159, p<.05), 간

호학 전공만족도(β=.070, p<.05), 대인관계(β=.026, p<.05)

의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였다.

다문화인식에 대한 간호학 전공만족도(β=.171, p<.05),

대인관계(β=.166, p<.05)의총 효과, 문화적 역량에 대한

다문화인식(β=.487, p<.001), 간호학 전공만족도(β=.214,

p<.05), 대인관계(β=.081, p<.05)의총효과, 전문직자아

개념에대한문화적역량(β=.327, p<.001), 다문화인식(β

=.159, p<.05), 간호학전공만족도(β=.070, p<.05), 대인관

계(β=.026, p<.05)의총효과모두유의하였고, 문화적역

량에 대한 다문화인식의 총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이

전문직 자아개념의 선행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

모형을구축하고검증함으로써, 이들 변인간의인과관계

와 직·간접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은 57.1점(평점

3.81점)으로 3.55점을보고한선행연구[22]보다높았으며,

문화적역량은 160.0점(평점 4.82점)으로 4.98점을보고한

결과[23]과 유사하였다. 이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제

기된 이후 간호교육에서 꾸준하게 다문화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 향상에 기여한 결과로

보여 진다.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은 75.3점(평점 2.89점)

으로 2.75점을 보고한 결과[14]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

문직 자아개념에는 긍정적 간호관, 높은 자아개념, 개인

의 자아체계가 영향을 미치므로[24], 간호교육 과정 내

이러한개념을체계적으로삽입하고지속적교육을통해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166*

.131*
.171*

.487** .327**

.262**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major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z1 z2 z3

[Fig. 1] Path analysis for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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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path model 
Path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Multicultural perception ← Satisfaction in major .171(.009*) .171(.009*)

← Interpersonal relationship .166(.011*) .166(.011*)

Cultural competence ← Multicultural perception .487(<.001**) .487(<.001**)

← Satisfaction in major .131(.023*) .083(.017*) .214(.006*)

← Interpersonal relationship .081(.010*) .081(.010*)

Professional self-concept ← Cultural competence .327(<.001**) .327(<.001**)

← Multicultural perception .159(.005*) .159(.005*)

← Satisfaction in major .070(.006*) .070(.006*)

← Interpersonal relationship .026(.007*) .026(.007*)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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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어가 있고, 대인

관계가 좋으면 다문화인식이 높았는데, 이는 외국어 실

력이유창한경우다문화자기효능감이높았고[23], 대인

관계가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한

연구결과[25]와 유사하다. 외국어가 유창하면 외국인과

의 의사소통과 대면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적을 것이고,

대인관계가 좋으면 외국인 대상자를 간호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간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간호학 전공에 만족할수록 다문화인식이 높았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수용능력

과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락이 유사

하다[26].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학업스트레스에 현

명하게 대처하는 반면에,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

은 학업스트레스가 높으며, 이로 인해 다문화 간호 또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 수강경험이 있고,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지할수록다문화인식이높았는데, 이는 다문화간호교

육프로그램경험이있고, 다문화간호교육이필요하다고

인지할수록 다문화 자기효능감이 높았던 결과[23]과 유

사하다. 인식은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

인으로서 준비하는 과정인 대학생시기에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시기에 다

문화간호교육과다양한프로그램을경험을통해다문화

간호에대한긍정적인식을갖게하여대상자의문화, 가

치, 신념까지포옹하는간호를제공하게해야할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고 인지하는 경우에 높았는데, 이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

성과문화적역량간에정적상관관계가나타난결과[27]

와 다문화 교육이 문화적 역량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28]와 유사하다. 또한 간호학 전공만족도가 높을수

록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간호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증진시킨결과[7]들과같은맥락으로볼수있다.

따라서시대적필요성에의해단편적으로다문화간호교

육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기 보다는 간호교육 학습성과의

일 부분으로 다문화간호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지속적으

로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게 나타났는데,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저학년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더 높게 나타났던 결과[14]와 유사하

다.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간호에 대

한부정적 개념을갖게되는데[29], 이는 임상실습시경

험하게되는간호학생으로서의역할부재와실습으로인

한스트레스등여러가지이유로인해전문적자아개념

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간호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낯선 임상실습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전문직 자아개념에

긍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변화시키는노력들이필

요하다. 간호대학과 임상실습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 간

호학생 실습교육과정에 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 형성

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프로그램을병행함이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인식에 대인관계와 전공만족도가 직접효과가

있는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대인관

계가 좋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다문화인식이 높았던

결과와 맥락이 같으며, 따라서 다문화 간호 교육뿐만 아

니라, 간호학생들의능력과전공만족도를높이는노력들

과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문화적역량에다문화인식은직접효과가있는선행요

인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경험인식 간에

정적상관관계를보였던선행연구결과[8]와 다문화간호

교육이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효과

가나타난결과[30]와유사하다. 또한미국간호대학에서

교육과정에다문화의요소를포함시켜교육시킬때문화

적역량이향상되는결과도보고되었다[31]. 문화적역량

을 갖춘 간호사는 문화에 따른 가치, 태도, 신념 등을 이

해하고수용하며편견이나차별없이건강서비스를제공

하고 다문화 대상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함으로서 다문화 대상자들의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32], 이를 위해 다문화인식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문화인식은건강제공자가대상자의문화적가치

에적절하고민감해지기위해의도적으로인식하는과정

으로[33], 교육과다양한프로그램경험으로다문화대상

자에대한개방적태도를갖추게된다면문화적역량향

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문직자아개념에문화적역량은직접효과, 다문화인

식은간접효과를미치는선행요인으로나타났다. 간호업

무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총체적 느낌과 견해로 정의되

는 전문직 자아개념은[34] 간호전문직의 질적인 간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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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다문화 인식과 문화

적역량이높아서다문화에대한올바른신념을갖춘간

호대학생은 전문직 자아개념도 높아지므로 미래의 다문

화 대상자 간호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전문적 간호관을

가지고 이들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대인관계, 전공만족도가전문직자아개념에간접

효과가 있는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전

공만족도가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

는요인으로보고하였던결과와같은맥락이다[14]. 전문

직자아개념은공식적학교교육과계속적인직업생활을

통해서발달되고[20], 특히간호교육중임상실습교육이

간호학생의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5].

그러나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고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전

문직자아개념이저학년보다낮게나타난결과로미루어

볼 때, 저학년에서부터 형성되는 전문직 자아개념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아개념으로 형성시킬 필요가

있음을알수있다. 막연한간호직에대한자아개념은임

상실습을 통해 다져지기 보다는 오히려 많은 갈등과 혼

돈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저학년부터

대인관계, 전공만족도를높이고, 다문화인식과문화적역

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으로 간호학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통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더 강화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

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인식과 문화적 역량

이전문직자아개념에영향을미치는선행요인임이확인

되었으므로, 다문화간호에대한교육과정구성으로간호

대학생들의다문화인식과문화적역량함양이전문직자

아개념향상으로이어지는긍정적효과를가져올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에서는 모든 간호대학생들이

다문화교육에대한경험과준비를하고임상실습에임하

도록 하며, 또한 임상에서는 현재 다문화교육을 경험하

지 못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간호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외국인 환자 간호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과 전문직 간호개

념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는 부족하므로 반복 연구로

일반화가 필요하고, 연구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자아개념정도를파악하고, 이들간의인관

관계와 경로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연구를통해간호대학생의대인관계,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다문화인식이 높고, 문화적 역량도 높아지며, 전

문직자아개념도높아지므로, 이를 기반으로다문화인식

과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중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급변하는의료및사회환경속에서다양한다문화대

상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사가 전

문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대상자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

를위해다문화인식과문화적역량함양이필요하며, 이

를 기반으로 간호직에 대한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지고

보다양질의간호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추후 일반화하기 위한 반복

연구와 대상자의 확대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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