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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의 저하로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등으로 인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2015년 국내 거주 외국인은 174만 명으

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거주 외국

인 주민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6년 거주 외국인수가 54만 명, 전체 

인구의 1.1%이었던 데 비해 10년 동안 3배 이상, 연평균 14.4%가 증가한 

것이다[1]. 이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는 우리나라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문화, 

간호대학생의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요인 
이규은, 김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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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cultural competency, empathy and transcultural self-efficacy and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transcultural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research design for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using conve-
nience sampling. Data collection was done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of 504 nursing students in G and C provinc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Win 
20.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of transcultural self-efficacy was 5.99 ± 1.25 out of a possible 10. Transcultural self-efficacy showed a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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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results, cultural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to in order to improve cultural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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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로 이끌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

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대상자의 82.0%가 병 ·의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결혼 이주여성의 증가로 인해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이용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

아지고 있다[2]. 한편 우리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의 미래 핵심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15년 외국인 환자수

가 30만 명, 진료수입이 6,700억 원에 달하고 있어[3], 다양한 문화적 배

경을 가진 환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들도 다양한 문화를 가진 환자를 간호할 기회를 증

가시켰고[4], 대상자가 가진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간호

를 수행하고, 다양한 대상자가 가진 차이점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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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호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적 배

경을 가진 대상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스러운 간호를 제

공하는 횡문화간호(transcultural nursing)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5].

  따라서 실무현장에 있는 간호사는 다문화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요구되는 횡문화간호를 실천할 수 있는 직무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곧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6]이라고 할 수 있다.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대상자에게 횡문화간호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횡

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는 다른 집단 문화의 전통, 신념, 

관습과 가치를 이해하고 개인, 가족, 공동체의 문화적 맥락 내에서 간

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신의 횡문화적 간호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특별한 상황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다. 즉, 다문화 시대에 간

호전문직으로서 대상자에게 총체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문화

간호 자기효능감은 필수적 간호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5].  

  Leininger [7]는 횡문화적 돌봄 이론을 통하여 간호사는 문화적 가

치, 신념, 관행에 부합되는 돌봄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 또

는 질병, 불구, 죽음을 예방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간호사가 높은 문화적 역량을 갖추었을 때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았고 

건강지표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11]. 그러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간호를 한다면 간호대상자와 간호제공자 간의 기대가 다르고 문

화적 갈등과 문제가 초래된다[12]. 따라서 다양한 대상자를 만나게 되

는 간호사는 전문인으로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상대방

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고 타인의 감정을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공감

적 자세가 필요하며[13], 다문화 대상자들과의 공감능력을 증가시킴으

로 대상자들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며, 인간의 존엄

성을 이해하여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게 될 수 있다[14]. 그러

나 간호사들의 경우 과중한 업무부담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대상자에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큰 과

제가 되고 있다[15]. 향후 다양한 문화의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할 간

호대학생은 인종, 민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등에서 벗어나 그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치료적 상호작용을 위해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적응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4]. 최

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문화간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라나라에서는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횡문화간호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차 신입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의 정도 및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다양한 대상

자의 요구에 따른 최적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는지

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추후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을 증

진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의 정도와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

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공감능력 및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공감능력 및 횡

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연구대상자의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연구대상자의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의 간호대학생을 표적모집단으로 하고 연

구자의 연구접근성을 고려하여 C도와 G도에 위치한 4년제 2개 대학

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전수(518명)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였다. 이중 

자료수집일 당시 결석을 하였거나 자료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 응

답이 불충분한 14명을 제외한 총 50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16]을 이용하

여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예측변수 18개,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0.80, 효과크기(effect size) 0.05로 했을 때 표본의 크기는 418명으로 산

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인 504명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도구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이란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신념, 가치, 행동, 

관습 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17],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18]를 사용하였다. 문화적 역량 도구는 문화적 인식 4문

항, 문화적 지식 9문항, 문화적 민감성 4문항, 문화적 기술 6문항, 문화

적 경험 4문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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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도구 개발 당시 0.91이었고, 본 연구에서 0.91이었다.

공감능력  

공감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사적인 지각세계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느끼고 생각하는 능력[19]으로 본 연구에서는 Davis [20]가 개발한 대

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Park et al. [21]이 번

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공감능력은 관점 취하기 7문항, 상상하기 7문

항, 공감적 관심 7문항, 개인적 고통 7문항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

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도

구 개발 당시 0.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77이었다.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이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스러운 간호 기술을 수행[12]할 수 있

는 자신감으로, 본 연구에서는 Jeffreys [6]가 개발하고 Kim [5]이 번안 ·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은 문화간호에 대

한 인지영역 25문항, 실무영역 28문항, 정서영역 30문항의 총 83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자신 없음’(1점)에서 ‘완전히 자신 있음’(10

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도구 

개발 당시 0.9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8이었다.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시작 전 연구자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CKU-16-01-0103).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4

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5주간 C도와 G도에 위치한 4년제 2개 대학

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실습기간과 시험기간을 고

려하여 학년 별로 자료수집이 가능한 시간에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목적,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연구철회 및 연구자의 연락처 등

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에 대해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직접 설명하

여 자발적인 연구를 보장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학생에게

는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15-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작성 직후 설문지와 연구동의서를 회수하였다. 설

문지는 518부를 배부하여 최종적으로 505부(회수율, 97.5%)를 회수하

였다. 이 중 자료처리에 부적절한 1부를 제외한 최종 504부(97.3%)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양측 검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과 변수 각각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측정 변수들 간

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Independent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é) 및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

의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

귀분석(hierarchical multipul regressin)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

호대학생 504명으로 여학생 423명(83.9%), 남학생 81명(16.1%)으로, 19

세 이하 183명(36.3%), 20-22세 245명(48.6%), 23-25세 59명(11.7%), 26세 

이상 17명(3.4%)이었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28명(25.4%), 2학년 129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Age (y) ≥19 183 (36.3) 20.55±2.12
20-22 245 (48.6)
23-25 59 (11.7)
≤26 17 (3.4)

Gender Female 423 (83.9)
Male 81 (16.1)

Grades Freshman 128 (25.4)
Sophomore 129 (25.6)
Junior 123 (24.4)
Senior 124 (24.6)

Religion Protestantism 135 (26.8)
Catholic 49 (9.7)
Buddhism 35 (5.0)
None 291 (57.7)
Others 4 (0.8) 

Experience of visiting 
   overseas

Yes 269 (53.4)
No 235 (46.6)

Speak foreign languages Fluent  10 (2.0)
Somewhat 351 (69.6)
Not at all 143 (28.4)

Have relative married to a 
   foreigner

Yes  52 (10.3)
No 452 (89.7)

Have a foreign friend Yes 117 (23.2)
No 387 (76.8)

Need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Much 117 (23.2)
Somewhat 164 (52.4)
Little 88 (17.5)
Not at all 6 (1.2)
Don’t know 29 (5.8)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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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s of cultural competency, empathy and transcultural self-effi-
cacy (n=504)

Variables Mean±SD Min Max Range

Cultural competency 3.04±0.47 1.5 5.0 1-5
Cultural awareness 4.21±0.54 2.0 5.0 1-5
Cultural knowledge 2.50±0.64 1.0 5.0 1-5
Cultural sensitivity 3.96±0.63 1.5 5.0 1-5
Cultural skills 2.68±0.74 1.0 5.0 1-5
Cultural experience 2.96±0.80 1.0 5.0 1-5

Empathy 3.48±0.33 2.0 4.6 1-5
Perspective taking 3.67±0.47 1.9 5.0 1-5
Fantasy 3.51±0.62 1.1 5.0 1-5
Empathic concern 3.62±0.51 2.1 5.0 1-5
Personal distress 3.12±0.48 1.3 4.9 1-5

Transcultural self-efficacy 5.99±1.25 1.0 9.6 1-10
Cognitive dimension 5.97±1.55 1.0 10.0 1-10
Practical dimension 5.65±1.48 1.0 9.8 1-10
Affective dimension 6.33±1.38 1.0 10.0 1-10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Transcultural self-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5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Transcultural self-efficacy

Mean±SD t or F (p) Scheffe’

Age (y) ≥19 183 (36.3) 6.03±1.33 0.11 (0.952)
20-22 245 (48.6) 5.97±1.22
23-25 59 (11.7) 5.96±1.22
≤26 17 (3.4) 5.94±1.01

Gender Female 423 (83.9) 1.27±0.06 -1.55 (0.122)
Male 81 (16.1) 5.79±1.13

Grades Freshmana 128 (25.4) 5.68±1.13 5.96 (0.001) a, b<c, d
Sophomoreb 129 (25.6) 5.86±1.35
Juniorc 123 (24.4) 6.20±1.38
Seniord 124 (24.6) 6.23±1.04

Religion Protestantism 135 (26.8) 5.87±1.31 0.90 (0.461)
Catholic 49 (9.7) 5.96±1.16
Buddhism 35 (5.0) 6.17±1.63
None 291 (57.7) 6.03±1.21
Others 4 (0.8) 5.32±0.65

Experience of visiting overseas Yes 269 (53.4) 6.04±1.28 0.97 (0.331)
No 235 (46.6) 5.93±1.22

Speak foreign languages Fluenta 10 (2.0) 6.59±1.62 4.23 (0.015) a, b>c
Somewhatb 351 (69.6) 6.07±1.18
Not at allc 143 (28.4) 5.76±1.37

Have relative married to a foreigner Yes 52 (10.3) 5.95±1.45 -0.26 (0.795)
No 452 (89.7) 6.00±1.23

Have a foreign friend Yes 117 (23.2) 6.27±1.17 2.79 (0.005)
No 387 (76.8) 5.91±1.26

Need multicultural nursing educa-
tion

Mucha 117 (23.2) 6.42±1.36 4.82 (0.001) a>b, c, d, e
Somewhatb 264 (52.4) 5.91±1.22
Littlec 88 (17.5) 5.80±1.15
Not at alld 6 (1.2) 5.60±1.13
Don’t knowe 29 (5.8) 5.72±1.12

SD, standard deviation.

(25.6%), 3학년 123명(24.4%), 4학년 124명(24.6%)으로 비슷하였다. 종교

는 개신교 135명(26.8%), 가톨릭 49명(9.7%), 불교 35명(5.0%), 기타 4명

(0.8%), 종교가 없는 학생이 291명(57.7%) 이었다. 외국어 사용능력을 스

스로 평가한 결과 외국어가 유창한 학생이 10명(2.0%), 외국인과 간단

한 대화가 가능한 학생이 351명(69.6%), 외국인과 대화가 불가능한 학

생이 143명(28.4%)이었다. 외국인과 결혼한 친인척이 있는 학생이 52명

(10.3%), 외국인 친구가 있는 학생이 117명(23.2%)이었다. 다문화 간호대

상자를 위한 간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117명(23.2%), 

필요하다 264명(52.4%), 조금 필요하다 88명(17.5%), 필요하지 않다 6명

(1.2%), 모르겠다 29명(5.8%)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역량, 공감능력 및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공감능력 및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은 응답범위 1-5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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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cultural competency, empathy and transcultural self-efficacy

1 2 3 4 5 6 7 8 9

1
2 0.38

(0.400)
3 0.54

(<0.001)
0.22

(<0.001)
4 0.12

(0.006)
0.54

(<0.001)
0.29

(<0.001)
5 0.11

(0.016)
0.45

(<0.001)
0.25

(<0.001)
0.54

(<0.001)
6 0.3

(<0.001)
0.12

(0.009)
0.33

(<0.001)
0.09

(0.058)
0.21

(<0.001)
7 0.22

(<0.001)
0.06

(0.194)
0.28

(<0.001)
0.14

(0.001)
0.15

(0.001)
0.24

(<0.001)
8 0.31

(<0.001)
-0.02

(0.659)
0.34

(<0.001)
0.1

(0.019)
0.1

(0.019)
0.40

(<0.001)
0.48

(<0.001)
9 -0.06

(0.201)
-0.16

(<0.001)
-0.16

(<0.001)
-0.15

(0.001)
-0.12

(0.007)
-0.22

(<0.001)
0.08

(0.071)
0.06

(0.153)
10 0.22

(<0.001)
0.23

(<0.001)
0.34

(<0.001)
0.43

(<0.001)
0.33

(<0.001)
0.28

(<0.001)
0.22

(<0.001)
0.28

(<0.001)
-0.2

(<0.001)

1, Cultural awareness; 2, Cultural knowledge; 3, Cultural sensitivity; 4, Cultural skills; 5, Cultural experience; 6, Perspective taking; 7, Fantasy; 8, Empathic 
concern; 9, Personal distress; 10, Transcultural self-efficacy.

이에 평균 3.04 ± 0.47점이었으며 문화적 역량의 하위영역은 문화적 인

식 4.21 ± 0.54점, 문화적 지식 2.50 ± 0.64점, 문화적 민감성 3.96 ± 0.63

점, 문화적 기술 2.68± 0.74점, 문화적 경험 2.96 ± 0.80점이었다. 

공감능력은 응답범위 1-5점 사이에 평균 3.48 ± 0.33점이었으며, 하위

영역은 관점 취하기 3.67± 0.47점, 상상하기 3.51 ± 0.62점, 공감적 관심 

3.62 ± 0.51점, 개인적 고통 3.12 ± 0.48점이었다.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은 응답범위 1-10점 사이에 평균 5.99 ±1.25

점 이었고, 하위영역은 문화간호에 대한 인지영역 5.97±1.55점, 실무영

역 5.65 ±1.48점, 정서영역 6.33 ±1.38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의 차이

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은 학년

(F =5.96, p = 0.001), 외국어 실력(F = 4.23, p = 0.015), 외국인 친구 유무

(t =2.79, p = 0.005) 및 다문화 간호대상자를 위한 간호교육의 필요성

(F = 4.82, p= 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과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과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은 문화적 역량

의 하위영역인 문화적 인식(r = 0.22, p < 0.001), 문화적 지식(r = 0.23, 

p < 0.001), 문화적 민감성(r = 0.34, p < 0.001), 문화적 기술(r = 0.43, 

p< 0.001), 문화적 경험(r= 0.33, p< 0.001) 간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은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관점취하기(r= 0.28, 

p< 0.001), 상상하기(r= 0.22, p< 0.001), 공감적 관심(r= 0.28, p< 0.001)과

는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개인적 고통(r= -0.20, p< 0.001)과는 역 상

관관계를 보였다.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

하기 위해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하였다. 오차항의 정규성 검토

를 위해 P-P 도표를 확인한 결과 정규분포를 보였으며 등분산 검정을 

위해 잔차도표를 확인한 결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의 독

립성 검정을 위해 더빈-왓슨(Durbin-Watson) 값을 검토한 결과 1.477

로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을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는 1.106-4.992로 10보다 작았고, 공

차한계(tolerance)는 0.834-0.968로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모두 

충족시켰다.   

대상자의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먼저 Model 1에서는 통제변수로 학년, 외국어 능력 

및 다문화 간호대상자를 위한 간호교육의 필요성을 투입하였다. Mod-

el 2에서는 문화적 역량의 하위영역인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

적 민감성, 문화적 기술, 문화적 경험을 추가로 입력하였으며, Model 3

에서는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

인적 고통을 넣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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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에서는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의 변이를 6.1%를 설명하였으

며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2학년(β = -0.15, p = 0.005), 4학년(β

= -0.11, p = 0.049), 외국어가 유창한 학생(β = 0.10, p = 0.035), 외국인과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학생(β = 0.09, p = 0.037), 다문화 간호대상자를 

위한 간호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β = 0.20, p= 0.019)이

었다. 이들 변수를 통제하고 문화적 역량의 하위영역을 투입한 Model 

2는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의 26.0%를 설명하였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외국어가 유창한 학생(β = 0.09, p= 0.035), 문화적 민감성(β

= 0.17, p= 0.001) 및 문화적 기술(β = 0.34, p< 0.001)이었다. 다시 이들 변

수를 통제하고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을 투입한 Model 3에서는 횡문화

간호 자기효능감의 30.1%를 설명하였으며 문화적 기술(β = 0.34, 

p< 0.001), 관점취하기(β = 0.10, p= 0.032), 공감적 관심(β = 0.14, p= 0.003), 

개인적 고통(β = -0.10, p= 0.014)의 4개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

과적으로 간호대학생의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영향요

인은 문화적 기술, 관점취하기, 공감적 관심 및 개인적 고통이었다.

  

고  찰

본 연구는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횡문화간

호 자기효능감의 정도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

의 차이 및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에서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과

정의 개발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도

되었다. 

본 연구에서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평균평점 5.99점이었

으며, 하위영역은 인지영역 5.97점, 실무영역 5.65점, 정서영역 6.33점으

로 중간 점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5]의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 4.54점, 인지

영역 4.93점, 실무영역 3.74점, 정서영역 4.95점 보다는 다소 높았고,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의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 6.20점, 인

지영역 6.32점, 실무영역 5.55점, 정서영역 6.72점보다는 다소 낮았다. 또

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미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측정점수 

7.41점[23], 2학기와 7학기에 재학 중인 호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측정점수 6.64점, 7.17점[24]보다는 다소 낮았다. 국내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보다 횡문화간호 자기효눙감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현재의 대

학생들이 과거에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보다 해외경험이나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한 문화적 지식과 다문

화에 대한 노출빈도가 증가되어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또한 국내보

다 외국의 간호대학생의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은 이유는 

미국이나 호주는 다문화 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역사가 길어 간호학

생들이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간호교육에서 간호현장 실

Table 5. Affecting factors on transcultural self-efficacy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ß (p) ß (p) ß (p)

Grades: sophomore -0.152 (0.005) -0.070 (0.156) -0.061 (0.207)
Grades: junior 0.026 (0.621) 0.068 (0.152) 0.056 (0.229)
Su Grades: senior -0.105 (0.049) -0.029 (0.545) -0.039 (0.411)
Speak foreign languages: fluent 0.095 (0.035) 0.085 (0.035) 0.077 (0.051)
Speak foreign languages: somewhat 0.093 (0.037) -0.005 (0.906) 0.000 (0.994)
Need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much 0.201 (0.019) 0.111 (0.155) 0.054 (0.478)
Need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somewhat 0.064 (0.499) 0.017 (0.842) -0.022 (0.790)
Need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little 0.027 (0.733) 0.045 (0.523) -0.003 (0.970)
Need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not at all -0.005 (0.924) 0.007 (0.872) -0.027 (0.515)
Cultural awareness 0.051 (0.295) 0.012 (0.803)
Cultural knowledge -0.034 (0.481) -0.003 (0.513)
Cultural sensitivity 0.165 (0.001) 0.093 (0.059)
Cultural skills 0.344 (<0.001) 0.334 (<0.001)
Cultural experience 0.093 (0.055) 0.070 (0.141)
Perspective taking 0.095 (0.032)
Fantasy 0.043 (0.326)
Empathic concern 0.141 (0.003)
Personal distress -0.099 (0.014)
F (p) 4.60 (<0.001) 13.62 (<0.001) 13.04 (<0.001)
R² 0.08 0.28 0.32
Adj R² 0.06 0.26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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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관련하여 문화적 역량이 중요한 용어로 언급되고 있으며[25], 간

호사 자격시험에서도 다문화 관련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었다[26].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의 학년, 외국어 실력 및 다문

화 간호대상자를 위한 간호교육의 필요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상자의 학년에 따라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없었던 연구결과[22]와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Sarafis and 

Malliarou [27]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횡문화간호에 대한 인지와 실무

에 대한 다문화 자기효능감이 증가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였는데, 학년이 증가할수록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횡문화간호에 대한 

학습을 더 많이 한 결과[28]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은 외국어 실력이 유창한 경우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외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은 외국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을 증

진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간호교육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대상자를 위한 간호교육이 필요하다고 응

답한 간호대학생일수록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다. 이는 

Chun [22]의 연구와 일치하며,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대상자와의 장기간의 관계형

성과 간호제공을 통한 다양한 문화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은 문화적 역량 및 공감능력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횡문화간호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과 더불어 실질적인 외국

어 능력, 면담기술 및 간호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체

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의 정도는 평균평점 3.04점이었고, 하위 영

역인 문화적 인식 4.21점, 문화적 민감성 3.96점, 문화적 경험 2.96점, 문

화적 기술 2.68점, 문화적 지식 2.50점의 순이었다. 이는 한국의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 도구를 개발한 연구[18]에서 문화적 역

량 3.04점, 하위 영역인 문화적 인식 4.07점, 문화적 지식 3.71점, 문화적 

민감성 2.77점, 문화적 기술 2.68점, 문화적 경험 2.62점과 비교할 때 평

균평점은 같았으나 하위 영역의 순위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는 달랐지만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을 측정한 연구에서 중간정도를 보인 연구결과[4,29]와 비슷하였다. 그

러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의 점수가 중간

보다 약간 낮게 보고된 것[30,31]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접촉빈도가 높고 문화적 역량이 높게 

측정된다는 선행연구[4,29]와 같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은 평균평점 3.48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였으며, 하위척도인 관점취하기 3.67점, 공감적 관심 3.62점, 환상 

3.51점, 개인적 고통 3.12점의 순이었는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3.5점[32], 3.6점[33], 3.7점[34]

보다는 다소 낮았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들의 공감능력의 다소간의 

점수 차이는 표집한 간호대학의 위치나 특성, 측정 대상자나 측정 상

황과 관련된 오차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계적 회귀분석 한 결과,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 

기술이었다. 문화적 기술은 대상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문화적 자료를 수집하고 문화에 기초한 건강사정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35]으로 행위적 영역에 포함된다. 자기효능감이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므로 행위적 영역에 해당하는 문화적 기술

이 문화적 역량의 다른 하위 영역보다 영향을 더 많이 미친 것으로 사

료된다.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공감능력의 하위 영역은 상대방

의 심리적 관점이나 태도를 자발적으로 취해보려는 경향성(관점취하

기), 타자 지향적인 감정으로 동정을 느끼거나 타인의 감정을 경험하는 

정도(공감적 관심), 타인의 고통과 불안에 대해 반응(개인적 고통)하는 

공감능력을 통해서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36]. 이상

과 같이 본 연구에서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 기술,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관점취하기의 4가지 변인이었는

데 이들 변인이 30.1%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Kim [5]의 연구에서는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 다문화에 대한 관심정도, 다문화 대상자를 돌

본 경험의 3가지 요인이 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의 28%를 설명하였다. 그

러므로 2개의 연구를 기반으로 추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횡문화간

호 자기효능감에 영향하는 요인을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간호사

가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에 영향하는 요

인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간호교육과정에서 다문화 대상자를 위한 횡

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구체적인 시사

점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

보하기 위해 각기 다른 지역의 2개 간호대학생 전수를 표본으로 하였

으나 여전히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고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504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

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교육에서 다문화 대상자에 대

한 관심을 고취시켜 횡문화간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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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은 평균 평점 5.99

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았으며, 학년, 외국어 실력, 외국인 친구 유무, 

다문화 간호대상자를 위한 간호교육의 필요성에서 차이를 보였고, 문

화적 역량 및 공감능력과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횡문화간호 자기효능

감은 문화적 기술,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및 관점취하기의 4개 변수

가 30.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횡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을 중

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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