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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접촉경험,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를 확인하고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S대학
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으로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125부의 자료
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은 평균 3.49±0.55점,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는 평균 8.25±0.10점이었
다.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은 성적(F=7.465, p=.001), 다문화 친구(t=-2.477, p=.016)와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t=-3.113, p=.002), 교외 다문화교육(t=-2.030, p=.045)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다문화 접촉 경험에 따른 문화간호
역량 교육요구의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문화 대상자와의 질적인 접촉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주제어 : 다문화, 문화적 역량,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도, 간호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ultural competence and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nursing 
competence according to the cultural contact experience. The survey participants were 125 nursing 
students in S university of Gyeonggi-do.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October 1 to 31 in 2021.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of the 
SPSS WIN 21.0 program. The cultural competence was 3.49±0.55 points, and the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nursing competence was 8.25±0.10 points. The cultural competenc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cademic score(F=7.465, p=.001), multicultural friend(t=-2.477, p=.016), 
foreign language communication ability(t=-3.113, p=.002), and suburban multicultural education 
(t=-2.030, p=.045),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nursing competence 
according to cultural contact experienc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educational program that 
enhances foreign language communication and strengthens qualitative contact experience with 
multicultural subjects in order to increase the cultur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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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이나 취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 거
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을 중심
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0년 기준 
총인구 대비 4.1%에 해당하는 214만여 명으로 나타났으
며 2017년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은 약 32만 
명이었다[1]. 외국인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
준인 주민등록인구의 5%를 넘지 않아 아직 공식적으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다문화사
회’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
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2], 특히 한국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외국인 혐오가 나
타나는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으
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
나고 있다[3].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
식은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건의료현장에서는 
의료진과 환자의 상호작용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4]. 

건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간호사는 외국인과 같이 문
화적 배경에 차이가 있는 대상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불편함과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5].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은 다문
화 환자에 대한 간호의 질을 저해하고 환자안전을 위협
한다[6]. 특히, 문화는 개인의 생활양식 뿐 아니라 건강
과 안녕에 대한 신념 체계, 질병에 대한 인식, 건강관리 
이용행위와 태도, 간호에 대한 이해 및 수용 등에 영향을 
주므로[7,8] 간호사는 다문화 대상자의 사회문화적, 경제
적, 종교적 신념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적 특
성에 적절하고 개별화된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9].

이에 따라 간호교육에서도 간호대상자의 인구사회학
적 변화와 환경에 적합한 문화적 역량을 고려한 간호교
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10]. 특히 다문
화 역량은 신규간호사에게 제공되는 단기간 교육을 통해 
습득되어 수행으로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간호대학생들이 
간호교육 현장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다문화 역
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적 역량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Han [11]은 여러 정의들을 비교, 요약함으로써 문화적 
역량의 주요 요인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과 문화

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간호과정의 적용을 제시
하였다. 다문화 접촉경험이란 가족, 친구, 미디어, 해외
여행 등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다문화를 가진 사람을 자
연스럽게 만나거나 교류한 경험을 의미한다[12]. 다문화
에 대한 이해는 외국인 친구의 수, 외국인과의 만남 빈도
나 외국인과 만난 기간에 따라 또는 외국인과 의사소통 
정도, 해외여행 경험의 유무 등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한 경험이 많을수록 높고, 정서적으로 편안해지며 
문화간호역량이 높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13]. 지금
의 대학생들은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뿐 아니라 SNS와 실시간 화상 프로
그램으로 직접 경험에 가까운 경험이 익숙한 세대이다. 
매체를 통한 다문화에 대한 노출이 많고 다문화 지식이
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세대 변화를 고려하여 다문화 접촉경험을 파악하
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다문화 연구와 교육은 비교
적 관심 있게 진행되어왔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 연구[11], 문화역량 관련 변
인을 확인한 연구[10,14-18] 등이 있다. 다문화 역량에
는 다문화에 대한 태도, 지식, 인식 뿐 아니라 다문화 경
험, 자기효능감, 문화적 수용성, 문화적 공감 등이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19-21]에서는 다문화교육이 다문화에 대한 태
도, 자신감, 수용성 등에 일부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어 
학부과정에서부터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한편, 교육요구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선 및 개
발을 위한 주요한 접근으로 대상자들의 교육요구를 프로
그램에 반영하는 것은 교육 만족도와 효과에 영향을 주
게 된다[22]. 앞으로 간호 실무현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간호대상자가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다문화간호 역
량 교육요구에 대한 조사는 간호교육과 간호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지만[23]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문화간호에 대한 교육 요구가 어떠한지 확
인한 연구는 Lee 등[24]의 연구 외에 미흡한 실정이다.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문화역량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의 문화간호역량에 대한 지식, 문화
적 의사소통, 문화간호 연구에 대한 교육요구 수준을 확
인하고 다문화 경험에 따른 요구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접촉경험, 
문화적 역량과 교육요구 수준과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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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역량과 교육요구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
학생의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

적 역량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함이
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다문화 접촉경험,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
호역량 교육요구 수준을 확인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접촉경험, 문화적 역
량,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를 확인하고 다문화 접촉경험
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S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G*Power 3.1.9.7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t-검정 분석을 위한 표본의 크기를 확인한 
결과, 효과크기 .5, 유의수준 α를 .05, 검정력(1-β)을 
.80로 계산하였을 경우, 최소 102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자료수집 기간 동안 공지된 URL을 통해 온라인 
설문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자는 총 127명이었다. 이중 
응답이 불충분하였던 2명을 제외한 125명의 응답을 최
종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21년 10월에 구조화된 온라인 설

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학과게시판과 SNS를 통하
여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과 참여 방법, 설문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설명하고 온라인 설문에 접속 가능한 URL을 
공지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연구 참여를 유도하였다. 
온라인 설문 URL에 접속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읽

고 참여를 원하는 학생만 온라인 동의 후 설문지를 작성
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교수-학생 간 취약한 연구대상
인 학생들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학생 개인별 연구 참여 
여부를 교수가 알 수 없도록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제출
한 설문의 내용은 개별화된 번호로 관리하였고 이름, 학
번,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2.4 연구 도구
2.4.1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 경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이, 학년, 종교 유무, 성

적 수준을 확인하였고 다문화 접촉경험은 국외 여행과 
다문화 교육 등 간접적인 경험 5문항과 가족이나 친구관
계의 직접적인 경험 4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다문화에 대
한 직,간접적 경험 8문항은 경험 여부를 있다/없다로 조
사하였고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1문항에 대해서는 외국
어 유창성 정도를 ‘보통 이상’과 ‘하’로 조사하였다.  

2.4.2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은 Han [11]에 의해 개발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
항으로 문화적 역량에 대한 지식 9문항, 기술 6문항, 경
험 4문항, 인식 4문항, 민감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Han 
[1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0.77이었
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94이었
다.

2.4.3 문화간호역량 교육 요구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는 Tulman & Watts [25]의 

ICCCQ(Integration of Cultural Competence in the 
Curriculum questionnaire)를 Kim [26]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화간호역량 교육
요구 도구는 5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범
주는 태도와 기술 11문항, 기본지식 9문항, 문화적 의사
소통 4문항, 이론 및 연구에 대한 지식 7문항, 주요 개념
에 대한 지식 5문항으로 총 36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필요함’ 10점에서 ‘필요없음’ 1점으로 응답되며 Likert 
척도에 따라 평균 평점이 높을수록 문화간호역량 교육요
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2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99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9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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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
경험은 평균,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문화적 역량,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 문
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통계적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 경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 경험의 빈도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4.5(±0.57)
세이었고, 1학년 27.2%, 2학년 24.8%, 3학년 21.6%, 4
학년 26.4%로 나타났다. 종교는 63.2%가 없었으며, 주
관적 성적 수준은 ‘중’이 64.0%이었다. 다문화 접촉 경
험에 대해 질의 결과, 외국 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82.4%, 외국 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가 24.8%, 해외 체
류 경험이 있는 경우가 24.8%이었다. 다문화 친구가 있
는 경우는 32.8%, SNS 다문화 친구가 있는 경우는 
25.6%,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보통 이상’이 63.2%이
었다. 다문화 가족이 있는 경우는 18.4%, 교내 다문화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48.8%, 교외 다문화 교육 경험은 
47.2%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수

준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은 5점 만점
에 평균 3.49±0.55점이었고, 점수분포는 최저 2점에서 
최대 5점이었다. 또한,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는 10점 
만점에 평균 8.25±0.10점이었고, 점수분포는 최저 3.3
점에서 최대 9.7점으로 나타났다. 

Variable M±SD Min~Max
Cultural competence 3.49±0.55 2~5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nursing competence 8.25±0.10 3.3~9.7

Table 2. Cultural competence and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nurs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N=125)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 경험에 따른 문
화적 역량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차이는 Table 3
과 같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주관적 성적수준에 따
라 문화적 역량(F=7.465, p=.001) 점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났고, 사후검증에서 주관적 성적수준 ‘상’, ‘중’이 
‘하’ 보다 문화적 역량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
문화 접촉 경험 하위 영역 중 다문화 친구(t=-2.477, 
p=.016), 교외 다문화 교육(t=-2.030, p=.045) 경험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고,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t=-3.113, 
p=.002)이 ‘보통이상’에서 ‘하’ 보다 문화적 역량이 통계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 
중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Variable Categories n(%) or 
M±SD

Age 24.5±0.57

Grade
1 34(27.2%)
2 31(24.8%)
3 27(21.6%)
4 33(26.4%)

Religion Have 46(36.8%)
None 79(63.2%)

School record
Good 23(18.4%)
Fair 80(64.0%)
Poor 22(17.6%)

Cultural contact experience 
Experience of travelling
abroad

Yes 103(82.4%)
No 22(17.6%)

Experience of foreign
 training

Yes 31(24.8%)
No 94(75.2%)

Experience of living Yes 31(24.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contact 
experience                               (N=125)

abroad No 94(75.2%)
Have foreign friends Yes 41(32.8%)

No 84(67.2%)
Have foreign friends with SNS Yes 32(25.6%)

No 93(74.4%)
Foreign communication 
skill

Average≤ 79(63.2%)
Low 46(36.8%)

Have foreign relatives Yes 23(18.4%)
No 102(81.6%)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in campus

Yes 61(48.8%)
No 64(51.2%)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in suburban

Yes 59(47.2%)
No 6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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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아

진 시기에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호 교육요구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접촉 경험을 살펴보면, 대
부분의 학생들이(82.4%) 외국 여행 경험을 통한 다문화 
접촉 경험이 있었으며 50% 정도의 학생들은 교내·외 다
문화 교육경험이 있었다. 이는 Choi 등[27]의 연구에서 
외국 방문경험(81.2%)과 다문화 교육 경험(58.1%)과 유

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세계
적인 확산으로 국외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추후 
외국 여행을 통한 다문화 접촉 경험의 정도를 재확인하
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 중 32.8%의 학생들은 다문화 친구가 
있었으며 SNS로 다문화 친구를 접하고 있는 학생은 
25.6%, 다문화 가족이 있는 대상자는 18.4% 이었다. 이
는 Jeon 등[16]의 연구에서 다문화 친구 접촉 경험이 
13.4%, 다문화 친척을 통한 접촉 경험이 9.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한 다문화 접촉 경험
이 많았다. Allport[28]의 그룹간 접촉이론(Intergroup 
Contact Theory)에 의하면 서로 다른 집단 간 접촉이 
많아질수록 상대 집단에 대한 편견은 감소하고 신뢰는 

Table 3. Difference of Cultural competence and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nursing competence by Cultural 
contact experience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N=125)

Variable Categories Cultural competence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nursing 
competence 

M±SD t/F(p) M±SD t/F(p)

Grade
1 3.55±0.09

2.238
(.087)

8.18±0.18
0.949
(.419)

2 3.66±0.12 8.55±0.15
3 3.26±0.12 8.09±0.30
4 3.50±0.05 8.18±0.19

Religion Have 3.59±0.10 -1.259
(.211)

8.51±0.14 -1.940
(.055)None 3.45±0.06 8.10±0.14

School record
Gooda 3.62±0.10 7.465

(.001)
a,b>c

8.34±0.26
2.485
(.088)Fairb 3.59±0.07 8.36±0.12

Poorc 3.06±0.12 7.76±0.30
Cultural contact experience 

Experience of travelling abroad Yes 3.50±0.06 -0.154
(.878)

8.59±0.22 1.492
(.138)No 3.48±0.12 8.18±0.12

Experience of foreign training Yes 3.55±0.12 -0.481
(.631)

8.01±0.23 1.290
(.200)No 3.48±0.06 8.33±0.11

Experience of living abroad Yes 3.52±0.12 -0.244
(.807)

8.11±0.25 0.790
(.431)No 3.49±0.06 8.30±0.11

Have foreign friends Yes 3.69±0.09 -2.477
(.016)

8.18±0.17 0.502
(.617)No 3.41±0.07 8.29±0.13

Have foreign friends with SNS Yes 3.60±0.12 -1.041
(.300)

8.36±0.18 -0.620
(.536)No 3.47±0.06 8.21±0.13

Foreign communication skill Average≤ 3.63±0.07 -3.113
(.002)

8.27±0.14 -0.304
(.761)Low 3.28±0.09 8.21±0.16

Have foreign relatives Yes 3.47±0.13 0.255
(.799)

8.30±0.19 -0.228
(.820)No 3.51±0.06 8.24±0.12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in 
campus

Yes 3.61±0.07 -1.941
(.055)

8.28±0.14 -0.290
(.772)No 3.40±0.08 8.22±0.16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in 
suburban

Yes 3.62±0.07 -2.030
(.045)

8.22±0.16 0.216
(.829)No 3.40±0.08 8.2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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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과 같이 일상적인 접촉을 
갖거나 친구나 동료 등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
하는 것은 다문화 대상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도
움이 되므로[29] 간호대학생들과 대학 내 다문화 학생들
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수준은 5점 만점에 3.49±0.55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Choi 등[27]의 연구에서 5점 만
점에 3.10±0.32점, Park[30]의 연구 3.29점에 비해 높
은 수준이었으나 Kim[17]의 연구 3.67점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3,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Lim 등[31] 의 연구 
3.43점과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Jang[32]의 연구 3.46
점 등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연
구에 따라 대상자들의 다문화 접촉 경험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 대상자들이 선행연구에 비해 비교적 다
문화 가족이나 다문화 친구를 통한 다문화 접촉 경험의 
비율이 높은 점이 문화적 역량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
화적 역량수준은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된 점수이기에 응
답자의 판단에 의해서 잠재적 능력까지 포함하여 측정이 
가능하나 대상자의 역량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지 못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객관적 지표로 문화적 역량
을 측정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는 10
점 만점에 8.25±0.10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Lee 등[13]의 연구에서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는 
평균 7.17점이었고, Cho[23]가 문화간호역량 교육 전 
학습자 분석단계에서 확인한 교육요구는 7.70+1.17점으
로 선행연구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
내의 간호현장에서도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환자와 
가족을 대상자로 돌봐야 할 기회가 증가됨에 따라 간호
대학생들의 다문화 간호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간호 교육에 대
한 관심과 요구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포
커스 그룹 인터뷰 또는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문화 접촉경험 중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변수는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친구 여부, 교
외에서 받은 다문화 교육 여부로 나타났다. 먼저,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보통 이상인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
상자보다 유의하게 문화적 역량이 높았다. Jeon 등[16]
의 연구에서도 문화적 역량은 의사소통 가능, 외국어 실
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대부분의 선행연구
에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문화간호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33-36]. 대상자의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요구를 사정하고 적절한 간호중
재를 제공,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외국인 대상자와의 언어장벽은 간
호제공을 저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간호역량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간호학생들의 실무 간호 중심의 외국
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통역 프로그
램이나 서비스 등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외국 방문 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
량의 차이는 없었으나 다문화 친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
우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문화적 역량이 높
았다. Jang 등[32]의 연구에서도 외국인 친구의 유무에 
따라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Lee 등
[13]의 연구에서도 외국인과의 만남 빈도, 외국인 친구의 
수, 외국인과 만난 기간, 외국인과 의사소통 정도와 같은 
다문화 대상과의 접촉 경험이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문화다양성 태도는 단순하고 피상
적인 접촉이 아니라, 친구나 동료와 같이 친분을 형성하
는 지속적이고 질적인 접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
므로[29]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과
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다문화 대상과의 질적인 
접촉을 강화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교육 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살펴  
보았을 때, 교외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대학 
내 교육의 경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에서 다문화 교육 경험을 교.내·외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았으나 Choi 등[2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에 따
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가 없었고 Part 등[10]과 Jang 등
[32]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교내와 교외 다문
화 교육의 결과가 다른 점에 주목하여 교내·외 다문화 교
육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운영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탐색해 볼 것을 제안한다. 

한편, 대상자의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는 다문화 접촉경험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연
령, 학년, 외국인과의 만난 기간에 따라 교육요구도의 차
이가 있었던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13]. Lee 등[13]의 연
구에서는 25세 이상이 24세 이하 보다, 4학년이 3학년 
보다, 외국인과 만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문화간
호역량 교육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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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가 10점 만점에 8.25점인 
것에 비해 Lee 등[13]의 연구에서는 평균 7.17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교육요구가 선행연구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발생한 차이로 생각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
문화 경험 외에 다양한 변인들을 모색하여 교육요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문

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로 간호대학생 12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
자들의 문화적 역량의 수준은 보통 수준이었으며 주관적 
성적, 다문화 친구의 여부,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교외
에서 받은 다문화 교육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
상자의 문화간호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는 높은 편이었으
나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교육요구의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문화간
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무 간호 중심의 외국어 
의사소통 교육을 제공하고 간호대학생들과 대학 내 다문
화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다문화 
대상과의 질적인 접촉을 강화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 수준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를 파악함으로써 다문화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경기도 소재 S시의 일개 여대를 편의 표출
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고 대상자가 여성으로 한정되
어 있으므로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대상자와의 질적 접촉을 강화한 
문화적 역량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후속 연
구를 제언한다. 둘째,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와 관련 요
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또
는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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