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최근 우리나라는 결혼, 취업 등의 다양한 목 을 가진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

가 되고 있음을 말해 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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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다문화 경험과 문화 공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시도되

었다. 연구 상자는 C시의 3개 간호학과 학생 164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 다. 자료

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빈도, t-test, one-way ANOVA, 피어슨 상 계수 분석, 다 회귀분석을 하 다. 연구결과 다문화

수용성은 정서 공감(r=.56, p<.001), 인지 공감( r=.40, p<.001), 다문화 경험(r=.16, p=.040)과 양의 상 이 있었다. 다

문화수용성에 향을 주는 요인은 정서 공감, 인지 공감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3.7% 로 나타났다(F=42.47, p<.001).

본 연구에서 정서 공감과 인지 공감은 다문화수용성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 학생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한 새로운 략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간호 학생, 다문화 경험, 문화 공감, 다문화수용성, 정서 공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and ethnocultural 

empathy on multicultural acceptance in nursing students. Participants were nursing students in 3 universities in C 

city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5 to December 20, 2017.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23.0. It was found that: (a) 

multicultural acceptabilit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empathy(r=.56, <.001), cognitive empathy(r=.40, 

<.001), and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ntact(r=.16, p=.040; (b)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acceptance were 

emotional empathy and cognitive empathy with 37.3% explanatory power. This study shows that emotional and 

cognitive empathy have positive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This result may be useful in developing new 

strategies for enhancing multicultural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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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7년 100만 명을 넘기고 2016년에 200만 명을 넘었

으며 2021년에는 300만 명 이상을 상하고 있다[1]. 국

내의 외국이주민들은 힘든 육체노동으로 높은 근골격계

질환과 장 계 질환, 모성보호와 산 산후 리의 취약

성, 한국생활 응의 어려움과 스트 스, 불안, 우울증의

경험으로 의료에 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러한 국내 인구변화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간호 상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다문화 이주민들의 건

강 리 측면에서 간호는 필수 인 것으로, 개인 특성을

고려한 개별 이면서도 총체 인 간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호사는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한 가치, 신념, 습 으로 인한 문화 차이를 인정하면서

근해야 하는데, 다문화에 한 이해와 수용 인 태도

는 환자들의 간호에 한 만족감이 높았다[3]. 우리사회

는 이제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다양

한 구성원이 조화로운 공존을 해야 하는 실에 직면하

고 있다. 다문화 사회의 조화로운 삶을 해서는 이주민

의 문화 응 뿐 아니라 그동안 간과되었던 다수인 거주

민의 다문화에 수용 인 인식과 태도 한 요하게 인

식되기 시작하 다[4]. 이 듯 다문화 상자의 증가는

우리에게 다가온 실이 되고 있으므로간호 학생은 다

문화 간호를 한 수용 이고 편견 없는 인식과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수용성이란 다른 문화에 한 편견과 시선이

아니라 서로 력하는 태도[5]이며, 보다 극 인 측면

으로 주류인 거주민이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

는데 필요한 응 능력이라고 하 다[6]. 다문화 수용성

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해 갖추어야 할 태도이며 능력이므로 사회 구성원인 간

호 학생도 졸업 후 다문화 간호를 담당하게 될 비의

료인으로써 간호 문가의 자질인 다문화에 한높은 이

해와 수용 인 태도가 비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기

한 개인 노력이자 자신과 타인 사이의 문화 차이를

연결하는 소통의 능력’으로, 타인이 느끼는 것을 살피고

이해하는 공감을 문화 차이가 있는 곳에 용하 을

때의 소통능력이라고할 수 있다. 공감요소는 주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인

인지 공감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표출하는 감정을

살피고 그들의 감정 표 에 해 정서 반응을 보이는

능력인 정서 공감으로 구분한다[7]. 등학생과 학생

의 공감능력은 다문화 수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치고

[8, 9],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은 다문화 교육 이해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므로[10], 문화 공감은

다문화수용성에 필수 이라고 하 다[11]. 문화 배경

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해 노력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 이라고 상

할 수 있으므로 문화 공감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의

련성이 있을 것으로 측된다.

다문화 경험이란 다문화를 가진 사람이나 다문화

가정을 비형식 으로 자연스럽게 한 경험을 의미하

는데, 가족, 친구, 미디어, 해외여행 등의 일상생활을 통

하여 이 지는 직 경험과 간 경험이 있다[12]. 이러

한 문화 배경이 다른 타국인과의 을 한 경우는

이 없는 경우보다 타문화권 사람에 한 편견이나 거

부감이 고 수용 이라고 하 다[13]. 이질 인 문화를

경험한 경우 다른 문화에 한 편견이 감소하고 다문화

에 한 수용 정도가 높아지므로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다문화 경험은 요한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9,

14, 15].

2006년 우리나라가 다문화정책을 공식 으로 채택한

이후 10여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우리국민의다문화 수용

성이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를 찾기 어려운 실에서[16],

다수인 거주민의 다문화에 한 수용 인 인식과 태도

를 제고할 방안이 실하게 요구된다. 한 다문화 이주

민이라는 간호 상자의 등장과 이들의 의료이용률의 증

가로 간호 학생은 다문화 간호를 한 비를 하여야

할 시 이라고 생각한다. 지 까지 다문화 수용성에

한 연구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 학생, 일반인을 상으

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효과 확인[17]과, 사회 거리감과

의 계를 탐색한 것[14, 18] 등으로 간호 학생의 다문

화수용성의 선행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미래 다문화간호를 책임질 간호 학

생의 다문화수용성과 련 변수들 간의 계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다문

화 공감, 다문화 경험, 다문화 수용성 간의 계를 확

인하고 다문화수용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며,

간호 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한 기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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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다문화 경험, 다문화 공

감, 다문화수용성 간의 계를 규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다문화 경험, 다

문화 공감,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를 악한다.

2) 다문화 경험, 다문화 공감, 다문화수용성 정도

를 악한다.

3) 다문화 경험, 다문화 공감, 다문화수용성의

계를 확인한다.

4) 다문화 경험, 다문화 공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

치는 향을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공

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는상 성 조

사연구이다.

2.2 연 상 

본 연구 상자는 C시 3개 간호 학의 간호학과 학생

을 상으로 연구자가 편의표집 하 다. 표본수는 통계

검정력 분석을 한 최소 표본수를 확보하기 하여

Cohen (1988)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한G*Power

3.1.7 로그램을 활용하 다[19]. 회귀분석 검정을 하

여 유의수 (α)=.05, 검정력(1-β)=.95, 효과 크기(ES)=

.15로 하 을때 160명이제시되어 탈락률을 고려하면 본

연구 상자수 180명은 필요한 표본 수를충족하 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한 180부의 설문지를 배

부하여 락분과 불완 한 자료 16부를 제외한 총 164명

을 연구 상으로 하 다.

2.3 연  도

2.3.1 다 접촉경험

Ward[20]가 개발한 비형식 경험 척도(Informal

experience)인 다문화 경험 척도를 Lee[12]이 사용한

직 경험 9문항으로 구한 수를 말한다. 가족과 친

구 계의직 인 경험 9문항으로 ‘ ’는 1 , ‘아니오’는

0 처리해각문항의 수를 합산한 수로총 이 높은

경우 다문화 경험이 상 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Noh와 Lee[14]의 연구에서 직 경험 신뢰도는

Cronbach`s a=.765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771 이었다.

2.3.2 적 공감

Wang 등[7]이 개발한 문화 공감 척도(The 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 SEE)를 Kim[21]이 번역하고 요

인분석한 2요인 21문항으로 구한 수를 말한다. 2개 요

인은 자신과는 다른 인종 집단의 사람들의 생각과 감

정을 이해하는 능력인 인지 공감과 다른 사람의 감정

을 살피고 다른 문화 집단의 사람들이 표출하는 감정

표 에 해 정서 반응을 보이는 능력인 정서 공

감으로 구성되며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문화 공

감 정도에 따라 ‘매우 그 다’ 5 에서 ‘ 그 지 않다’

1 척도의 5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문화 공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역문항은 역환산하 다.

Kim[21]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 .910 이었

으며 정서 공감 .854, 인지 공감 .854 이었다. 본 연구

에서의 문화 공감 신뢰도는 Cronbach’s=.888 이며, 정

서 공감 .830, 인지 공감 .881 이었다.

2.3.3 다 수용

Ahn[5]가 개발한 다문화수용성 척도를 Min 등[22]이

청소년에 맞게 재구성한 다문화수용성 척도(KMCI-A)

34문항으로 구한 수를 말한다. 다양성, 계성, 보편성

의 3개 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다문화

수용성 정도에 따라 ‘매우 그 다’ 5 에서 ‘ 그 지

않다’ 1 척도의 5 Likert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역문항은 역

환산하 다. Noh와 Lee[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924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902 이었다.

2.4 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연구자와연구원이 3개 간호

학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목 과 취지를 설명하고

조를 구하 으며, 연구자가 학생들의 강의실로 찾아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하

고 자발 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80명을 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 다. 자료 수집은 자가 보고형 설문지

를 이용하여 2017년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집



한 지털정책학 논 지 제16  제11376

하 다. 회수된 응답지 락분과 불완 한 자료 16부

를 제외한 164명을 최종 분석하 다.

2.5 연  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상자의 윤리 고려를 하여 자료수

집 에 연구자와 연구원이 학생들의강의실이나 집담회

장소로 찾아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학생들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설문결과는 연구목 으로만 사용하며,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없으며, 언제든지 자의

로 연구 참여를거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비 이 보장

됨을 설명하고 서면설명문으로도 제공하 다. 연구 참여

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

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 참여 동의서와 함께 본 연구

자와 연구원이 수거하 다.

2.6 료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상자의 일반 특성, 다문화 경험, 다문화 공

감, 다문화수용성 정도는 기술통계로 구하 다.

•일반 특성에 따른 다문화 경험, 다문화 공감,

다문화수용성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Scheffe test 로 사후 분석하 다.

•다문화 경험, 다문화 공감, 다문화수용성의 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하 다.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공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은 단계 회귀분석으로 검정하 다.

3. 연  결과

3.1 상  다 접촉경험, 적 공감과 다

수용  정도

상자들이 인식하는 다문화 경험, 문화 공감과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살펴보면, 다문화 경험은 9

만 에 총 2.77(±2.07) 이었고, 문화 공감은 5 척

도에 평균 3.74(±0.43) 이었으며, 하 항목으로 정서

공감 4.01(±0.48) , 인지 공감 3.50(±0.54) 이었다. 다

문화수용성은 5 척도에 평균 3.64(±0.43) 으로 Table

1과 같다.

Variables Factors Min Max Mean±SD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0.00 9.00 2.77±2.07

Ethnocultural
empathy

Emotional empathy 2.90 5.00 4.01±0.48

Cognitive empathy 1.82 5.00 3.50±0.54

Total 2.67 5.00 3.74±0.43

Multicultural acceptance 274 4.79 3.64±0.43

Table 1. Levels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Ethnocultural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N=164)

3.2 상  적 특 에  다 접촉 경험,

적 공감, 다 수용  차

3.2.1 상  적 특

본 연구 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부분

이었으며(91.5%), 1,2학년인 학년이 91명으로 55.5%

다. 실습경험은 없는 경우가 85명(51.8%) 이었으며, 연령

은 21∼22세가 72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성

은 간수 이라는 응답이 101명(61.6%)으로 가장 많았

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2.2 적 특 에  다 접촉경험, 적 

공감, 다 수용  차

상자의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 경험은 실습 경험에서 차이를 보 다. 즉, 실

습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다문화 경험이

높았다(t=2.19, p=.030). 문화 공감과 하 요인인 인지

공감은 성별에서 차이를 보 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문화 공감(t=-2.46, p=.015)과 인지 공감

(t=-2.58, p=.01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수용성

은 차이가 없었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3 변수들  상 계

변수들의 상 계를 살펴보면, 다문화 경험은 문

화 공감과 정 상 계(r=.165, p=.035) 이었으며, 문

화 공감의 하 요인과도 정 상 계(r=.173, p=.027)

다.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수용성과 정 상 계

다(r=.161, p=.040). 다문화수용성은 문화 공감과 정

상 계(r=.556,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문화수용성은 문화 공감의 하 요인인 정서 공감

(r=.563, p<.001)과 인지 공감과(r=.400, p<.001)도 정



간 학생  다 접촉경험과 적 공감  다 수용 에 미치는 향 377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Variables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Ethnocultural empathy

Emotional
empathy

Cognitive
empathy

Total

Ethno-
ocultural
empathy

Emotional
empathy

.101
(.199)

　

Cognitive
empathy

.173*

(.027)
.440**

(.000)
　

Total
.165*

(.035)
.813**

(.000)
.880**

(.000)
　

Multicultural
acceptance

.161*

(.040)
.563**

(.000)
.400**

(.000)
.556**

(.000)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Ethnocultural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N=164)

3.4 다 수용 에 미치는 향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기 하여

독립변수로 다문화 경험, 문화 공감의 하 요인인

정서 공감, 인지 공감을 투입하여 단계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Durbin-Watson 값은 1.822로 잔차

의 독립성이 확보되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806

으로 1.0이하로 나타났으며, VIF는 1.240으로 기 치인

10을 넘지않아 투입된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다문화

수용성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 공감(β=0.48, p<

.001)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인지 공감(β=0.19, p=

.009)이었다.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수용성에 향을

주지 않았다. 정서 공감과 인지 공감은 정 인

향요인이었으며, 이들 변수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설

명력은 33.7% 다(F=42.47, p<.001). 결과는 Table 4과

같다.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41 .24 5.80 .000

Emotional empathy 0.42 .06 0.48 6.75 .000

Cognitive empathy 0.15 .05 0.19 2.66 .009

F=42.47, p<.001, Adj-R2=.337
Dubrin-Watson=1.822, Tolerance=.806, VIF=1.240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Multicultural 

acceptance                       (N=164)

4. 논

본 연구에서 문화 공감 평균은 3.74 (5 만 )으

로 나타나, 간호 학생의 3.31 (합 수 102.5 을 평균

으로 변환)[23]과 비교하 을 때 비슷한 수 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간호 학생의 공감능력 3.76 과 3.85 [24]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 공감의 하 요인에서 다문화 집단 사람들의

감정 표 에정서 반응을 보이는정서 공감은 4.01

이었으며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인지 공감은

3.50 이었다. 한편 상 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동정

하는 것으로 정의한 공감에 한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정서 공감이 3.60 으로 인지 공감 3.5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25] 본 연구에서도 간호 학생은 정

서 공감이 인지 공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

Characteristics n(%)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Ethnocultural empathy Multicultural
acceptanceEmotional empathy Cognitive empathy Total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Gender
Male 14(8.5) 2.64±2.34 -0.24

(.805)

3.82±0.62 -1.49
(.137)

3.14±0.42 -2.58
(.011)

3.47±0.42 -2.46
(.015)

3.46±0.39 -1.64
(.103)Female 150(91.5) 2.78±2.05 4.03±0.47 3.53±0.54 3.77±0.43 3.65±0.43

Grade
Junior 91(55.5) 2.51±2.05 -1.788

(.076)

3.99±0.54 -.572
(.568)

3.47±0.59 -.634
(.527)

3.72±0.48 -.713
(.477)

3.64±0.44 .166
(.868)Senior 73(44.5) 3.09±2.07 4.03±0.40 3.53±0.47 3.77±0.37 3.63±0.41

Practical
experience

Yes 79(48.2) 3.13±2.10 2.19
(.030)

4.02±0.42 0.28
(.774)

3.53±0.49 0.83
(.404)

3.77±0.39 0.69
(.489)

3.64±0.44 -0.04
(.962)No 85(51.8) 2.43±2.00 4.00±0.54 3.46±0.58 3.72±0.47 3.64±0.42

Age
(yr)

19-20 30(18.3) 2.63±1.92
0.87
(.421)

4.09±0.51
1.16
(.315)

3.62±0.59
1.43
(.241)

3.84±0.49
1.80
(.168)

3.70±0.46
0.43
(.646)

21-22 72(43.9) 2.59±2.14 4.04±0.52 3.52±0.57 3.76±0.46 3.63±0.43

≧23 62(37.8) 3.04±2.06 3.94±0.41 3.42±0.46 3.67±0.37 3.61±0.41

School
record

Low 34(20.7) 2.82±2.02
2.53
(.083)

4.00±0.55
0.90
(.407)

3.48±0.58
1.48
(.229)

3.72±0.49
0.10
(.900)

3.56±0.44
1.18
(.309)

Medium 101(61.6) 2.54±1.99 4.04±0.46 3.46±0.55 3.74±0.43 3.68±0.42

High 29(17.7) 3.51±2.30 3.91±0.46 3.65±0.43 3.77±0.38 3.58±0.41

Table 2. Differences in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Ethnocultural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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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타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하여인지 반응보

다 정서 반응을더 많이 한다고 생각된다. 즉 타문화에

한 이해보다는 타문화 사람들의 감정표 에 더 잘 반

응한다고 볼 수 있다. 직 인 다문화 경험은 2.77

이었는데. 간호 학생의 직 경험이 2.53 이고, 직

경과 간 경험을 합한 것이 6.27 [14]인 것으로

보아 간호 학생은 직 경험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은 평균 3.64 (5 만 )으로 나타나, 간호

학생의 3.48 [17]과 3.72 [14] 과 비슷한 수 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 공감이었다. 정서 공감은 문화 공감

의 하 요인으로서 다문화수용성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공감과 다문화 수용성에

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여 논의에 제한이 있으나 문

화 공감과 다문화 수용성이 양의 상 인 것[11]은 본

연구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비유아교사의 문

화 공감능력은 다문화 교육 이해에 정 인 향을

미치고[10], 상 의 입장을 고려하여 생각하거나 동정

인 감정을 가지는 공감능력은 문화 수용능력을 포함하

는 문화 역량에 정 인 향을 미치며[26], 학생의

공감능력의 하 요인인 정서 요소가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것[9]은 본 연구를 간 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 공감의 하 요인인정서 공감은 다

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고 그들이 표

하는 감정에 하여 정서 으로 반응을 하는 능력으로

[21],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한 인종차별 인 언

행이나같은 사람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가지지못하고,

그들의 답답한 입장에 하여 생각하 을 때 감정을 함

께 공유하는 것으로 다문화에 한 풍부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다문화에 한 이해와 수용하는 정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아닌 상 방을 배려하고 그의 처지에

서 상황을 보려고 하는 공감 인 태도는 다양성이 공존

하는 성공 인 사회생활을 한 기본자세라고 할 수 있

다. 간호 학생은 앞으로 문화 다양성을 가진 상자

를 간호 할 상황에 자주 직면할 것이므로 그들의 문화

배경을 존 하고 고려하면서 근해야 할 것이다. 본 연

구 결과를 토 로 간호 학생의 다문화에 한 수용성을

높이기 하여 정서 공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의 모색이 필요하다.

인지 공감은 다문화수용성에 두 번째로 향을 미

치는 요인이었다. 인지 공감은 문화 공감의 하 요

인으로서 다문화수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문화 공감의 하 요인인 인지 공감과

다문화 수용성에 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여 논의에

제한이 있으나 학생의 공감능력의 하 요인인 인지

요소가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것[9]은 본 연구를

간 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 공감의 하

요인인 인지 공감은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

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21]. 인지

공감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고정 념, 차별, 제도 억압, 그들이 느끼는 부

당한 우나 불편함을 이해하는 정도로 다문화인들의 처

지에 한 이해가 높을 때 다문화에 한 수용성이 높다

고 말할 수 있다. 다문화인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태도

는 다문화수용성을 한 기본 자질이라고 볼 수 있으므

로, 간호 학생은 다문화 간호를 하여 인지 공감을

높여야 할 것이다. 간호 학생의 공감훈련에서 여학생들

은 공감훈련 과정을 더 잘 이용하 으며 훈련효과도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은 지지 인 계의 요한 구

성요소로 알려져 왔다. 공감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문가에게 환자의 건강을 개선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

므로 의료 문가들은 환자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응

할 수 있는 공감을 배워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하

다. 공감은 배울 수있는 기술이므로 간호 교육과정에 공

감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27].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수용성에 의미 있는 향을

주지 못하 다. 이는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다문화

에 한 직․간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정 인

향을 선행연구[9, 14]와차이를 보 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경험은 직 인 경험으로 주변에 친구, 아는

사람, 친척이나 가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직 경험은 다문화수용성에 향을 미치지는 않

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 다. 본 연구와

는 반 로 주류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비정형 인

은 이질 인 집단에 한 편견을 감소시켜 수용성을 높

일 수 있다[14]고 하 으므로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후속 연구로 이들 간의 계를 확인할 필요

가 있다.

간호사는 의료 문가로서 국민건강의 최 화라는

요한 목표아래 핵심 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에

서 건강은 문화, 정치, 경제, 환경, 행동 심리 등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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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간호에서의 다문화 근 방

식은 다문화 환경에서 간호를 수행하고 다른 문화권의

환자 요구를 충족시키므로 간호 교육, 정책 연구 분야

에서 매우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28]. 문화 다양성이

간호 환자 안 의 질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다문화 환경에서 간호환경이 안 하지 않다

고 인식하 다. 간호사들은 다문화 환경에서 문화 역

량을얻기 해 애쓰고 있으며, 환자의문화 , 정신 요

구를 충족시키고 높은 수 의 간호를 유지하는 데 어려

움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상실하기도 하 다[29].

이는 다문화를 한 간호가 비되지 않은 경우 간호사

들의 역량 뿐 아니라 환자안 에도 일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간호 학생들은 다문화 간호사로서의 기본

자질인 다문화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 으로 문화 공감의 하 요인인 정서 공감과

인지 공감은 다문화수용성에 정 인 향을 미쳤다.

미래의 다문화 간호를 하여 간호 학생은다문화를 가

진 상자를 간호할 때 그 문화 특성을 이해하고 근

하여야 하므로, 다문화에 수용 인 태도를 비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 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한 다

양한 로그램을 계획할 때 문화 공감의 하 요인인

정서 공감과 인지 공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간호에서의다문화수용성 향상을

하여 간호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정서 공감과 인지

공감을 높일 수 있는 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

서 공감의 향력이 가장 컸으므로 이를 한 다양한

실천 안이 필요하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경험과 문화 공감이 다문화수

용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여 간호 학생의 다문화수

용성 제고를 한 기 자료를 제시하기 하여 시도되었

다. 본 연구에서 문화 공감의 하 요인인 정서 공감

과 인지 공감은 다문화수용성에 정 인 향을 주었

으며 다문화 경험은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를 토 로 간호 학생의 다문화수용성 향

상을 하여 문화 공감의 하 요인인 정서 공감과

인지 공감을 도모하기 한 공감능력향상 교육 로그

램 등의 안을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지

역 간호 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

인을 확인한 것이므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간호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향을 미치는 다른 선행요인

을 악하고, 다문화 수용성에 한 공감 훈련 로그램

의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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