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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하는 사

회적 지지, 조직 지원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항공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이며, 자료수

집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문화

적응스트레스 척도(21문항), 대처방식 척도(16문항),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척도(8문항), 조직 지원 인식 척도(8문항), 심리적 안녕감 척도(8

문항), 우울, 불안, 분노 척도(21문항)가 설문에 사용되었다. 온라인 설

문에 참여한 외국인 조종사는 총 131명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t-test, ANOVA, 상관분석, 다중

선형회귀,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 조종사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여적 대처방식, 지각하는 사회

적 지지, 조직 지원 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9 ≤ r ≤ .58, p<.001). 외국인 조종사의 정신건강 

상태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관여적 대처방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1). 그리고 우울, 불안, 분노 수준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01). 일반인의 평균보다 높은 우울, 불안, 분노 

점수를 나타낸 외국인 조종사는 각각 8.4%, 6.1%, 1.5%였다.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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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관여적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심

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 변인들이 심리적 안녕감의 변

량을 47.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불안, 분노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변인은 문화적응스트레스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조직 지원 인식은 외국인 조종사의 정신건강과 유의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시행

된 첫 연구이고 정신건강에 대해 전반적인 관심을 촉구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추후 조종사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정

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외국인 조종사, 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 

학  번: 2014-2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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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항공수요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8천명 정도의 조종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

측했다. 특히 국내 항공여객 시장은 항공자유화와 저비용항공사의 급성

장으로 인해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 2017). 이와 관련하여 중국 항공사

들이 고액의 연봉과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조건으로 조종사 채용을 주도

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조종사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

고 있다(류정, 2017). 그로 인해 국내 항공사들은 조종사의 해외 유출로 

인한 인력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조종사를 영입하는 방법

을 취하기 시작했다(송윤주, 2015). 국내 일개 항공사의 경우 외국인 조

종사 비율은 전체 조종사의 약 15%에 달하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

할 전망이다(대한항공 자료, 2017).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조종사

의 증가와 함께 항공사는 이제 연고지 없이 한국 조직문화에 적응해 나

가야 하는 소수자인 외국인 조종사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

지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가 다른 두 사회 집단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집단의 문화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문화적응이라고 

한다(Berry et al., 1987). Berry, Kim, Minde, and Mok(1987)은 문화

적응을 경험하는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양상을 포함한 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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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감소되는 것을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응 스

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민자나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부정

적 태도를 나타내고, 소외감이나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 정체성의 혼

란을 겪는다고 조사되었다(Berry et al., 1987).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따

르면 이주 전 선행교육이나 국제경험의 유무, 체류 및 거주기간, 개인의 

성격, 문화의 차이 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밝혔고(Black et al., 1991; Black & Stephens, 1989, Arthur & 

Bennett, 1995), 이는 심리적 안녕감 및 업무수행능력 저하로 직결된다

(Soylu, A., 2007; Paula M. C., 2000). 또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사회

적 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심리적 적응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uo & Tsai, 1986; 이승종, 1995; 문용철, 

2007; 최태일, 2001).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가족이나 동료 외에

도 상사로부터의 지지(안혜영, 2011), 조직으로부터의 지원을 지각할 때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만해 &김동주, 

2015). 

조종사들은 협소하고 밀폐된 기내 조종석에서 지상과 다른 기압과 소음, 

진동이 있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며(이예지, 2014), 장거리 비

행과 시차 적응에 따른 생체 리듬의 부조화와 반복된 교육 및 훈련으로 

인한 직무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박항배, 2000; Lempereur & 

Lauri, 2006). 외국인 조종사들은 이에 더하여 본국을 떠나 새로운 환경

에 적응해야 하는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한다. 특히 언어적, 문

화적 차이로 인한 동료들과의 관계의 한계, 지지 체계의 부족 등으로 인

한 심리적 갈등이 예상된다. 조종사의 경우 스트레스 반응이 집중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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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수행능력을 감소시키고 판단력에 영향을 미쳐 비행업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재웅 & 김대호, 2008; Cherng et 

al., 2012). 실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조종사가 사고를 유발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Alkov et al., 1982). Cherng et 

al.(2011)의 연구에서 내, 외국인 조종사 모두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심

각한 집중력 저하가 나타난다고 호소해 정신건강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점점 더 다양한 민족 구성으로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공사의 외국인 조종사 문화적응과 관련한 연

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국외 연구에서도 외국인 조종사에 대한 선행 연

구는 매우 제한적인데, 아직까지 대만 항공사에서 대만인 조종사와 외국

인 조종사의 스트레스 요인 및 반응, 대처방식을 비교한 연구(Cherng 

et al., 2011)가 유일하다. 외국인 조종사의 정신건강을 예방적인 차원에

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예측 요인과 조절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항공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

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조종사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 외국인 조종사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

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조종사의 정신건강을 증진

시켜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예방적이고 구

체적인 간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써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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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조종사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

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

방식,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조직 지원 인식을 탐색적으로 고찰하려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내 외국인 조종사들의 정신건

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조종사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와 정

신건강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외국인 조종사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와 정신건강 간의 상관

관계를 규명한다. 

셋째, 외국인 조종사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대처

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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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외국인 조종사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조종사로 

정의하고(항공법 제 45조), 그 중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을 기장, 기장 이외의 조종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지정된 자를 

부기장이라 한다(운항기술기준 1.1.1.4). 업무 영역은 동일하나 한국 국

적을 가지지 않아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된 조종사를 외국인 조종사로 정

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에이전시를 통해 대한민

국 일개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종사로 정의한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가 다른 두 집단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집단과 개인의 고유한 문화에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문

화적응이라고 하고(Redfield et al., 1936),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갈등

을 문화적응스트레스라고 정의한다(Born, 1970). 

본 연구에서는 일개 항공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Fuertes and Westbrook(1996)

의 S.A.F.E.(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로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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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처 방식 

개인이 스트레스를 견디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지적, 행동

적 노력을 대처라고 정의한다(Lar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1981)이 개발한 대처방식 척도를 

기초로 Tobin(1995)이 개발한 CSI-SF(Coping Strategies Inventory-

Short form)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사회적 지지 

개인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

데 얻을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유용한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Cohen & Syme, 1985) 

본 연구에서는 G. D. Zimet, Dahlem, S. G. Zimet, and Farley(1998)

가 개발한 MSPSS(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조직 지원 인식 

조직 지원 인식은 조직이 구성원의 기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심리적 

안녕감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에 대하여 조직 구성원이 형성하게 되는 일

반적인 믿음을 의미한다(Eisenberger, Huntington, Hutchison, and 

Sowa, 1986). 

본 연구에서는 Eisenberger 등(1986)이 개발한 POS(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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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은 정신질환이나 장애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개인의 정신 상태를 말한다. 즉, 긍정

적인 측면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부정적 측면에서는 우울, 불안, 분노 

정서상태를 통해 외국인 조종사의 정신건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① 심리적 안녕감 

조직 구성원이 조직 속에서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감 

정도를 심리적 안녕감이라고 정의한다(Diener, Wirts, Tov, Kim-Prieto, 

Choi, Oishi, and Biswas-Diener, 2010).  

본 연구에서는 Diener 등(2010)이 개발한 FS(Flourishing Scale)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② 정서 상태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분노

를 정서 상태로 정의한다. 우울은 정상적인 상태부터 병적인 상태까지 

연속선상에 있는 정서적 상태를 말한다. 불안은 비특이적이고,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을 말하고, 분노는 가벼운 성가

심부터 격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서 상태를 말한다(Spielberger et 

al., 1983).  

본 연구에서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후원으로 Health Measures 

(http://www.healthmeasures.net)가 개발한 척도인 PROMIS(Patient-

Reported Outcomes Measurement Information System)로 측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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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의미한다. PROMIS는 건강을 크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으

로 구분하여 각각의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그 중 정신건강 척도인 우울, 

불안, 분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9 - 

II.  문 헌 고 찰 

 
1.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가 다른 두 집단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집단과 개인의 고유한 문화에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문

화적응이라고 한다(Redfield et al., 1936; Berry,1992). 이론적으로 문

화적응과정 중에 심리나 행동의 변화는 접촉하는 두 집단 모두에게 일어

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비지배적 집단이 더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

게 된다(Berry, 1987, 2005). 문화적응의 결과로써 집단수준에서는 경

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개인수준에서는 태도, 행

위, 가치관 및 정체감 등 심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Redfield et al., 

1936). Berry(2005)는 문화적응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수

준의 변화와 함께 개인이 경험하는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

적하였다. 심리학자 Graves(1967)는 이렇게 문화접촉과정에서 개인의 

행동 및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을 심리적 문화적응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에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한다(Berry et al., 1987). 

이민자나 유학생,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에서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지각하는 차별

감, 언어적 어려움, 사회적 지지의 부족, 소외감, 경제적 목표를 달성해

야 한다는 압박감 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Gil et al., 

1994; Hovey, 2000; Vega et al., 1993). 그 중, 국내 기업에 고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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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현지인과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

용에서의 적응(조인영, 2010), 언어능력(강원구, 2011; 김태현, 2012; 

정진란, 2013; 박수철, 2015)과 주로 관련이 있었다. 약 1,000명의 전

문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한 나윤수(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 군대식 직장문화, 사내교육제도 미

비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외국인 조종사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내국인 조종사와 조를 이루어 항공기 운

항을 하게 되므로 언어소통과 사고의 차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철, 1996). 국내 항공사 외국인 객실승무원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의

사소통의 부재, 편견 같은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천수아, 2004; 장지승, 2011; 안혜영, 2011).  

Berry(1997)에 따르면, 문화적응경험 이후 그 문화에 심리적으로 적

응하기까지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 요인은 다차원적인데, 이주사회의 특성, 문화적응 집단, 문화적응 형

태,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심리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Berry 

et al., 1987). 요인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로 이주한 사회의 

특성이 다중문화적인지 개방된 태도를 가지지 못한 단일문화적인지에 따

라 이주노동자가 겪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Berry 

et al., 1987). 선행연구를 통해, 단일 문화와 문화적 배타주의가 있는 

우리나라에서(이주성, 2011; 이순희 외, 2009) 외국인 노동자가 경험하

는 차별, 편견, 언어갈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은 외국인 노동자의 적

응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인선, 

2004). 두 번째로 문화적응 집단 유형을 이민자, 난민, 그리고 임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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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자로 분류할 때, 집단의 수준, 이동 정도, 체류기간이 구성원의 정신건

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은 문화적응 형태인데, 타문화

의 수용 및 자문화 가치 유지 정도에 따라 동화(assimilation), 통합

(integr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4가지로 분

류할 수 있다(Berry et al., 1987; Williams & Berry, 1991; Berry, 

1997; Berry, 2005).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

화에 흡수되면 동화(assimilation), 이와 반대로 개인이 모국의 문화만

을 유지하고 새로운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분리(separation)라

고 정의한다. 만약 모국의 문화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통합(integration), 모국의 문화 유지와 새로운 

문화 모두에 관심이 없으면 주변화(marginalization)로 정의한다(Berry 

et al., 1987).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통합이 가장 낮은 문화적응스트레

스를 유발하는 형태이고, 동화가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 분리와 주변화

가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보인다(Berry 

& Kalin, 1995; Berry & Kim, 1987; Krishhan & Berry, 1992; Berry, 

1997). 하지만 사람들이 위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반드시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거주기간에 따라 유형이 달라

질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써 성별, 연령, 교육수준, 언

어능력, 이전 다중문화 경험 유무, 체류기간 등이, 심리적 요인으로써 자

존감, 태도, 대처방식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rry et al., 1987; 최

태일, 2001; 안혜영, 201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에 대한 정보력과 

이해력이 높고, 문화적응경험을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회나 도전으로 인

식하는 경향이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이순희 외, 2009). 미



- 12 - 

국으로 이주한 멕시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교육 수준 및 경

제 수준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Gallo 

et al., 2013). 타문화에 접촉했던 이전 경험 또한 문화적응과정에서 개

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lack & Stephens, 

1989), 최태일(2001)의 연구에서는 체류기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

수록, 지각하는 지지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되었다(최태일, 2001; Noh & Avison, 1996). 외국인의 문화적응스

트레스에 대한 국내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

스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용철, 2007; 최태일, 

2001; 이승종, 1995).  

이렇게 문화적응경험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노출될 때 개인은 여러 가

지 신체적 증상과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무력감 등의 심리적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ega et al., 1993; Selmer, 1999; Berry, 

2005; Hovey, 2000, 2002; 이인선, 2004; Wolsko et al., 2007). 스트

레스는 부정적인 심리 정서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부적응적 대처로 연결

되어 흡연, 약물,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증가시키고, 대인관계에서의 마

찰 등의 행동상의 변화를 유발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도 한다(Conway et al., 1981; Baker, 1985). 특히 조종사의 경우 이러

한 스트레스 반응이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쳐 비행사고를 유

발하는 등 항공안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웅 

& 김대호, 2008; Chern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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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처방식 

 

Lazarus와 Folkman(1984)에 의하면 대처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

원을 통해 내적 혹은 외적인 자극을 다루어가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

는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유형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를 유발시키

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개인마다 동일하

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각각의 스트레스와 반응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들은 개인차와 같은 구조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Lazarus를 중심으로 인지현상학적 입장이 대두되면서 스트레스와 적응

의 관계를 매개하는 대처의 과정적 측면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이장호 

& 김정희, 1988; 소향숙 외, 1996). 즉,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 하에서의 인지적인 평가와 대처 유형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으

며, 일차적 평가에서 스트레스라는 평가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차적 평

가로 넘어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처 자원을 탐색하고 대처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로 나누어 설명

한다. 문제중심 대처 방식은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의 근원에 작용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반면, 정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스트레스 원

인을 회피하거나 상황에 수반되는 정서적 반응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대처이론가들은 일반적으로 문제중심 대

처가 정서중심 대처보다 더 좋은 적응결과를 가져온다고 간주하지만(소



- 14 - 

향숙 외, 1996), 인지 현상학적인 입장에서는 초점의 차이일 뿐 어떤 대

처전략도 원래부터 좋거나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소향숙 외, 1996). 또

한 사람들은 보통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한다고 하였다(Folkman & Lazarus, 1980; 

Lazarus et al., 1986). 

김정희(1987)는 대처란 단지 문제 해결적이거나 정서 완화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추구와 소망적 사고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처하려는 노력이 외부로 향하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

를 적극적 대처로, 대처 노력이 개인의 내부로 향하는 정서 완화적 대처

와 소망적 사고를 소극적 대처로 분류하였다. 즉, 적극적 대처는 보다 

긍정적이면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말하고, 

소극적 대처는 문제 자체로부터 회피하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다소 방어적인 행동이다.  

Tobin(1989) 역시 대처방식을 문제중심, 정서중심적으로 보는 것에

서 나아가 적극적 대처방식인 관여적 대처, 소극적 대처방식인 비관여적 

대처로 설명하였다. 즉, 문제해결, 인지적 구조화, 감정표현, 사회적 지지 

추구를 관여적 대처로, 문제 회피, 소망적 사고, 사회적 위축, 자아 비판

을 비관여적 대처로 분류하였다. 비관여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회피하려

는 행동이므로 정서중심적 대처와 같은 의미로 간주한다(Carver, 2010). 

관여적 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지지 추구는 스트레스 관리

(Harley & Eskenazi, 2006), 건강행위를 촉진하고 향상시키는데 도움

을 준다고 하였다(서종철, 2008). Cohen & Wills(1985)도 사회적 지지 

추구가 개인의 스트레스 반응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완충작용을 한다

고 하였다. 또한 관여적 대처는 우울 및 불안 수준을 낮추는 것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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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나타났다(Tobin et al., 1989; Wadsworth & Compas, 2002).  

대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과 변수들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효과를 평가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Suls & Fletcher, 1985), 스트레스의 단계, 또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

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사용하는 대처방식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

를 들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상황이 통제 가능하지 않다

고 판단할 때 사람들은 정서중심 대처를 하고, 상황이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불가하며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수동적, 정서중심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

고, 스트레스에 대한 학습된 무기력감이 우울과 불안을 유발한다고 하였

다(Magana & Hovey, 2003). 대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시점에 따라, 

Suls & Fletcher(1985)의 연구에서 정서중심 대처가 단기적으로는 불

안, 괴로움 등을 감소시켜주는 등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대처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회피적 대처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Lazarus & DeLongis, 1983; Aldwin & Revenson, 

1987)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관여적 대처방식은 대체로 효

과적이지 않다(Carver, 2010).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에 적극적으

로 관여하는 대처방식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illings et al., 2000; Kosic, 2004; Taylor & Stanton, 

2007).  

조종사들의 대처방법에 대한 Leo Jeeva & Chandramohan(2008)의 

연구에서 조종사들이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부인하기 같은 정서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고, Petrie & Dawson(199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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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 대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조종사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대해 조사한 Leo 

Jeeva & Chandramohan(2008)의 연구에서 77%의 조종사가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18%의 대상자가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타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조종사들이 타국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

우 드물다. Cherng(2012)의 연구에서 대만 항공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들이 대처방식으로 사회적 지지 추구, 긍정적인 사고, 직접적 문

제해결을 사용했는데, 이는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 직무 특성 상 감정적인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Cooper & Sloan, 

1985). 반면, 조종사는 이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지만 불유쾌

한 감정 등을 다루는데는 익숙하지 않아 회피 대처방식을 사용하거나 신

체적 증상으로 발현되기도 한다는 연구들이 있다(Ursano, 1980; Alkov 

et a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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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1970년대 초반 개인의 건강과 환경간의 관계를 규명하

고자 했던 생태학적 연구로부터 시작되어(Cobb, 1976; Gottlieb, 1983),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스트레스 완충 효과와 문제 대처 능력을 강화시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는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Cohen & Syme, 1985; Zimet et al., 1988;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는 포괄적이면서 다차원적인 개념이므로 학자들마다 다양

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얻

게 되는 잠재적으로 유용한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Cohen & Syme, 1985; 박지원, 1985; 최태일, 2001).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관심, 재화와 용역에 대한 도구

적 도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포함하는 평가적 지지로 분

류하면서 자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했다. 이 외에도 연구자들이 사

회적 지지의 유형을 더 구체화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으나(Cobb, 

1976; Gottlieb, 1983; 박지원, 1985) House(1981)의 분류가 가장 일

반적인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Gottlieb, 1983).  

Cohen & Wills(1985)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측정방법으로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구조적 측면은 사회 지지망의 종

류, 크기나 양, 접촉 빈도를 말하는데 크게 공적 지지와 사적 지지로 구

분된다. 공적 지지는 전문가나 국가기관, 회사로부터의 지지를 의미하고, 

사적 지지는 가족, 동료, 사적 소속집단 등을 통한 지원이다(김동회, 

2012). 반면, 기능적 측면은 사회적 관계에서 제공받는 지지에 대한 개

인의 주관적인 지각을 말한다. 제공되는 지지와 개인이 지각하는 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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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할 때 가장 유익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House, 1981; 

Sarason et al., 1983), Antonucci 와 Israel(1986)의 연구를 보면, 지

지를 제공한 사람이 받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지지를 제공했다고 보고

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개인차에서 기인하는데 지지 제공자들의 수혜

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통찰력, 지지 수혜자들의 자존감, 도움을 수용하

는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Sarason et al., 1983; Cohen 

& Syme, 1985; 양민경, 2013).  

이렇게 외부에서 지지가 제공되어도 개인이 실제적인 지지로 지각하지 

못하면 사회적 지지로써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없다(Cohen & Willis, 

1985). 실제로 개인이 지각한 지지가 스트레스 유발 사건에 대한 인지

적 평가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효과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게 하며, 적

응적인 개인적 특성을 증대시켜 심리적 적응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aefer et al., 1981; Cohen & Wills, 1985; 

Sarason et al., 1986; Thoits, 1986; 최태일, 2001). 

문화적응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이 유학생,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홍진주, 2003; Noh & Avison, 

1996; Zhang, 2005; 노하나, 2007; Yusoff & Othman, 2011; 장인옥, 

2013; 홍호연, 2014).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이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 수준을 낮추고, 심

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Ward & 

Kennedy, 1992). 국내 연구는 조선족, 한족, 불법체류자(이경매, 2003; 

노유성, 2004; 문용철, 2007; 이금희, 2008; 고광신, 2011) 등 사회적으

로 상대적 약자를 중심으로 연구된 것이 많았는데, 공통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와 문화적응스트레스 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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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박근수, 2013; 김진경, 2016).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직접적인 지지체계라고 할 수 있는 

본국의 가족, 친척, 친구와 분리되어 있고, 이주한 곳에서의 생활이 바쁘

거나 언어적, 문화적 차이, 차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김선화, 2005; 정자경, 2012; 김진경, 2016). 이러

한 제한점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정자경, 2012), 동일한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이 자국인보

다 높았다(Berry et al., 1987; Soylu, 2007).  

선행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주자의 심리문화적 적

응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Ward 

& Kennedy, 1992; Ward & Rana-Deuba, 2000; Caligiuri & Lazarova, 

2002).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는 접촉빈도가 높은 직장동료, 한국에

서의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심리적 적응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

다(안혜영, 2011; 박근수, 2013). 동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빈자리를 채워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

고, 경험을 나누고 비교할 수 있는 준거집단으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하

므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이

인선, 2004; 이꽃메 외, 2009). 공군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박태경(2011)

의 연구에서 가족, 동료, 상사로부터의 지지 정도가 관여적 대처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공군조종사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외국인 조종

사들이 타국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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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지원 인식 

 

조직 지원 인식은 사회교환이론을 바탕으로 Eisenberger와 그의 동료

들(1986)에 의해 개발된 개념으로, 조직이 구성원의 가치와 심리적 안

녕감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에 대하여 조직 구성원이 총체적으로 형성하

게 되는 믿음을 의미한다(Eisenberger et al., 1986). 조직이 구성원의 

기여를 소중히 여기고, 인정하고, 배려하면, 구성원은 그에 상응하는 행

위를 함으로써 조직에 기여하게 되고 상호 교환 관계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Wayne et al., 1997; 진철웅, 2016). 즉, 조직으로부터 승진, 임금

인상 등의 공식적 보상과 칭찬, 인정 같은 비공식적 보상을 제공받으면 조

직원의 조직 지원 인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조직 몰입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이들의 태도와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Eisenberger et 

al., 1986; 박동수 & 김윤성, 2002; 김은석, 2011; 강인주, 2015). 

Rhoades & Eisenberger(2002)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조직의 정서적, 수단적 지원을 통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이는 구성

원의 정서적 몰입을 증가시켜 결근, 이탈행동을 낮춘다고 보고한다.  

높은 조직 지원 인식은 구성원들이 직무로부터 받는 긴장을 적게 하고 

심리적으로 조직에 몰입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안녕감,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Aycan, 1997; Rhoades & Eisenberger, 2002; 정만해 

& 김동주, 2015). 또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일원으로써 일체감을 

갖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Rhoades & Eisenberger, 2002). 항공사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 지원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진철웅, 2016). 

조직 지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로 상사로부터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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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중요하게 꼽히는데, 구성원들은 상사를 조직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Eisenberger et al., 1986; Eisenberger et 

al., 2002). 상사의 정보적, 정서적 지원은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에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Bader et al., 2015). 안혜영(2011)의 연구에서

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 의한 지원이 심리적 안녕

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금전적 요인보다 정서적 

지지가 문화적응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김동회, 2012).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조종사 지원정책이 조직에 몰입하게 하고 심

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정만해 &김동주, 

2015), 가족의 지지보다 상사의 지지가 이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감

소시키고,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박태경, 2011; 이예지, 2014). 하지만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Vuong(2014)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조종사들은 대체적으로 상사

로부터의 지지를 거의 못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

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행한 Lempereur & Lauri(2006)의 연구에서

도 항공전문의사들이 조종사의 건강관리자 보다는 건강상태 평가자로써

의 역할에 더 충실하는 것으로 느낀다고 했다. 조종사의 신체검사 및 건

강관리를 담당하는 항공사의 의료센터가 있지만, 건강상태 평가가 조종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조종사에게 지지 체계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Bor, 2006). 

국내 외국인 조종사들이 지각하는 조직으로부터의 지지 정도를 파악하

고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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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건강 

 

정신건강 상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 불안, 분노의 정서 상태를 통해 두 

가지 측면을 사정할 것이다. 

 

1) 심리적 안녕감 

초기 안녕감에 대한 연구들은 수입, 결혼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들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는 개인의 안

녕감 측정에서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객관적 지표일 뿐이라는 한계

가 지적되었다(Diener et al., 2003; 연은경, 2011). 이 후 심리학, 정신

건강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를 통해(Campbell, 1976; 

Diener et al., 2003; Ryan & Deci, 2000) 안녕감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의해 판단되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 행복, 삶의 만족도, 삶의 질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써 널

리 사용되게 되었다(Diener, 1984; Diener et al., 2003).  

주관적 안녕감을 처음 사용한 Diener(1984)는 주관적 안녕감을 개인

이 현재의 삶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주관적 안녕

감의 정서적 요소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고, 우울감, 슬

픔 등의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다고 

본다.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소는 삶의 만족도를 의미하는데, 개인

이 자신의 삶을 평가했을 때 결과가 긍정적이면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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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연은경, 2011). 이 두 가지 요소는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독립적

으로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변인으로써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Diener, 1984; Diener et al., 2003).  

그러나 삶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감이 높은 개인이라도 한 사회의 구성

원으로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남지은, 2013), 

Ryff(1989)는 다양한 심리학의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이

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는 안녕감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차원으로 

자율성, 환경지배력, 삶의 목적,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을 제안하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했다(Ryff, 1989; Diener et al., 

2003; 윤영희, 2011; 박민정, 2013). 

이에 영향을 받아 Diener와 그의 동료들은 주관적 안녕감 도구를 보

완하여 심리적 안녕감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Ryff(1989)의 심리적 안녕

감 도구보다 문항이 간략하면서 주관적 안녕감 도구에 비해 다면적인 현

상에서의 안녕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Diener et al., 2003; Silva 

& Caetano, 2013). 이 도구의 하위요인들을 종합해보면, 심리적 안녕감

이 높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지각하는 지지가 높으며, 자

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

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안녕감은 신체건강, 직장생활, 대인관계, 주거환경, 가족관계, 

경제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박민정, 2013). 외국인 노동

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사회적 지지와 개인적 특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ycan, 1997; 노유성, 

2004; 이인선, 2004; 김선화, 2005; 안혜영, 2011; 김진경, 2016). 

Magana & Hovey(2003)의 연구에서 일반 집단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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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국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열악한 사회적 환

경 및 차별대우, 언어갈등 등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어려

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2001; 이경매, 2003; 이인선, 

2004). 

 

2) 정서 상태 

이주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주자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보면, Magana & Hovey(2003)의 연구에

서 일반 집단에 비해서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lderete et al.(1999)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 정서와 정

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도 일관된 연구결과

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연구에서 이들이 

지각하는 차별감이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윤

영희, 2011). 이인선(2004)의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 수준

과 유의미한 영향이 있고,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사회적 지지와 우울이 부적 상관

관계를 가지고, 낮은 교육 수준 및 수입이 무기력감과 자존감 저하를 유

발하여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Vega et a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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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불법체류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이경매(2003)의 연구에서 불안

감이 높고,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에서 공부하

는 유학생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과

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보고했다(Vega et al., 1993; 

Crockett et al., 2007; 진미경 & 조유진, 2011; 유채영 & 이주경, 

2012; 장인옥, 2013). 

이민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새로운 문화에 적

응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으로써 경험하는 차별, 언어적 어려움, 사회적 

지지 부족 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조종사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건강문제와 이와 관련된 요인들

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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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적 기틀 

 
1. 개념적 기틀 

 

문화적응스트레스 이론은 타문화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 사건

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여 최종적으로 적응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 여러가

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구조적이면서 

과정적인 특징이 있다(Berry, 1997). 또한 Lazarus의 스트레스 대처이

론의 영향을 받아 개인적 차원과 개인들이 처한 문화적⋅환경적 맥락의 

연관성을 함께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 즉 Berry 등(1987)에 따르면 타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심리적인 적응

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연적이거나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Berry(1997)가 요인들

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나이, 성별 등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 거주기간, 이주동기, 언어나 종교를 통해 드러날 수 있

는 문화적 간극, 개인의 성격 및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등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 맥락에서의 변화는 개인의 대처능

력을 능가하기 때문에 우울, 불안 등의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

만, 환경적 요인으로서 대처자원과 사회적 지지가 조절 요인으로써 역할

을 한다고 설명한다(Berry & Kim, 1988; Berry, 1997; Berr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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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cculturation framework (Berry, 1997) 

 

본 연구에서는 Berry(1997)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론을 토대로 하여 

Figure 2과 같이 이론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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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조종사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

적응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분노 정서상태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의 일개 항공사에서 현재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이다.  

표본 크기의 산정을 위하여 Cohen(1988)의 연구에 근거, 통계적 검

정력 분석을 위해 통계분석방법 중 가장 많은 표본수를 요하는 통계방법

을 기준으로 하였다. G*Power 3.1.9.2 프로그램(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이용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분석방법으로 

하여 중간 정도 수준의 효과크기(f)인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

(1-β) .80, 예측변인의 수를 13개로 설정하여 적정 표본크기를 산출하

였을 때 131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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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일반적 사항 9문항, 문화적응스트레스 21

문항, 대처방식 16문항, 사회적 지지 12문항, 조직 지원 인식 8문항, 정

신건강 29문항이다. 외국인 조종사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영어로 

의사소통과 직무수행이 가능하므로 모든 도구가 영어로 된 것을 사용했

다. 구체적인 측정 도구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응스트레스 (The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multicultural stress, SAFE) 

본 연구는 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Padilla, Wagatsuma, and Lindholm(1985)가 개발한 60문항 척도를 

24문항으로 단축한 Mena, Padilla, and Maldonado(1987)의 척도를 바

탕으로 Fuertes와 Westbrook(1996)가 개정한 21개 문항을 사용하였

다. SAFE 척도는 이주자들의 사회생활의 질, 본국에 대한 이주자의 태

도, 가족관계, 환경적 요인과 같은 4개의 하위요인을 통해 이주자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한다(Mena et al., 1987; Fuertes & 

Westbrook, 1996).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1=스트레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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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극심한 스트레스이다)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

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Fuertes & Westbrook(1996)의 

연구에서 Cronbach’α는 .89로 나타났고, Castillo et al.(2008)의 연구

에서 Cronbach ’α는 .91로, 장인옥(2013)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4 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도구의 

Cronbach’α가 .92로 나타났다. 

 

2) 대처방식 (Coping Strategies Inventory-Short form, CSI-SF) 

본 연구는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Tobin(1995)이 Lazarus와 

Folkman의 Ways of Coping 척도를 바탕으로 개발한 CSI-SF 척도를 

사용했다. CSI의 축약형인 CSI-SF는 관여 대처와 비관여 대처를 측정

하는 각각 8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 5=거의 항상 그렇다)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Tobin(1995)이 도구개발 시 신뢰도를 보면 Cronbach’α는 .90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α는 .81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지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본 연구는 가족 및 친구와 떨어져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Zimet, Dahlem, Zimet과 Farley(1988)

가 개발한 척도 MSPSS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사용하기 쉽고, 문항이 

짧아서 시간 효과적인 장점이 있다. 하위요인은 중요한 타인, 가족,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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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사적인 소속집단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제공

받는 지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을 측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Cohen & Wills, 1985). 총 12개의 문항을 7점 Likert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Zimet et al.(1988)의 연구에서 Cronbach’α는 .85 이었다.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α는 .94로 나타났다. 

 

4) 조직 지원 인식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OS) 

본 연구는 지각하는 조직 지원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Eisenberger 등

(1986)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POS의 단축형을 사용했다. 총 8개의 

문항으로 긍정 문항 4개와 부정 문항 4개로 구성되어 있다. 7점 Likert 

척도로(0=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부

정 문항은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 지원에 대한 만족감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전철웅(2016)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90으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나타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α는 .92이었다. 

 

5) 정신건강  

① 심리적 안녕감 (Flourishing Scale, FS) 

본 연구는 Diener 등(2010)이 개발한 척도 Flourishing Scale을 사

용했다. 이 척도는 총 8개의 문항을 7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

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8문항 모두 긍정적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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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한 기능영역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것

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Diener 등(2010)의 연구에서 Cronbach ’ α

는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α는 .89로 나타났다. 

 

② 정서 상태 

(Patient-Reported Outcomes Measurement Information System, 

PROMIS) 

외국인 노동자의 정서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 우울, 불안, 분노감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국립보건원의 후원으로 Health Measures가 2004년

에 개발한 척도 PROMIS를 사용했다. PROMIS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건강 모두를 측정할 수 있고 성인과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사용 가능

한 척도이다.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에서 깊이 있게 정신건강 상태를 사정하기 위해 우울, 불안, 분노 정서

를 PROMIS 도구를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우울 척도는 총 8개의 문항, 불안 척도는 총 8개의 문항, 분노 척도는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1=없음, 4=항상)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PROMIS 척도는 많은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축

적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 T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우울, 

불안, 분노집단 선별을 위한 절단점으로 T점수 50점, 표준편차 10을 제

시하여 55점 미만을 정상, 55점에서 60점 미만을 경미한 증상, 60점에

서 70점 미만을 중증 증상, 70점 이상을 심각한 증상의 집단으로 분류

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의 Cronbach ’α는 .87, 분노의 Cronbach ’α

는 .90, 우울의 Cronbach’α는 .8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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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적/개인적 특성 

외국인 조종사의 일반적/개인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국적, 직급, 운

항 기종, 이전 외국 항공사 경력, 대한항공 근속기간, 결혼 상태 및 가족 

동거여부를 조사하였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국내 항공사의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

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근무하는 항공사의 의료센터 센터장의 자료수집승

인서를 받고,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IRB 

No. 1703/001-003)을 받았다.  

자료 수집은 IRB 심사승인통보를 받은 후 2017년 3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시행되었다.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 프로

그램인 Google 설문지(http://docs.google.com/forms/)가 링크된 이메

일을 외국인 조종사에게 발송하여 설문을 요청하였다. 외국인 조종사가 

이메일을 확인하면 가장 먼저 연구에 대한 설명서 및 동의서가 보이도록 

하고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링크를 통해 설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회사에 본인의 개인정보와 정신건강 상태가 보고되어 개인적으로 불

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조종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지원으로 이뤄지고 익명으로 진행되는 연구임을 강조하

고, 회사에 개인정보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것

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 참여 중에도 언제든지 중도에 그만둘 수 있

http://docs.google.com/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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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설명하였다.  

외국인 조종사 전수인 410명에게 설문을 요청하고 131명으로부터 회

신을 받아 32%의 회수율을 보였다. 최종적으로 취합된 설문지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아이디로 정리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조직 지원 인식, 정신건강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우선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 및 조종사 관련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

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조종사 관련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정,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변수들인 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

지, 조직 지원 인식 및 정신건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변수

들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선형회귀(multiple linear 

regression)로 분석했다. 그리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서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는 상호작용 변수를 활용하여 위

계적 조절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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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국내 일개 항공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의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국적, 직급, 운항 기종, 이전 

외국항공사 경력, 대한항공 근속기간, 결혼상태, 가족 동거여부를 조사하

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131명 중 남성은 130명(99.2%), 여성은 1명(0.8%)

으로 대대수가 남성이었다. 이는 조종사라는 직업 특성상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6명(4.6%), 40대 50명(38.2%), 50대 

58명(44.3%), 60대 17명(13%)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대다수인 약 80%가 40대와 50대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조종

사의 대륙별 출신 분포를 보면 유럽 47명(35.9%), 아시아 33명

(25.2%), 북아메리카 20명(15.3%), 남아메리카 16명(12.2%), 오세아

니아 13명(9.9%), 아프리카 2명(1.5%)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직급은 기장이 115명(87.8%), 부기장이 16명(12.2%)로 대부분이 

기장이었고, 운항기종은 보잉744가 36명(27.5%), 보잉777이 52명

(39.7%), 보잉737이 10명(7.6%), 에어버스330이 33명(25.2%)으로 

나타났다. 이전 외국항공사 경력이 있는 대상자가 93명(71%), 없는 대

상자가 38명(29%)로 나타났다. 외국인 조종사의 경우 일개 항공사에서

의 근속기간을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5년 미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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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54.2%), 5년 이상 60명(45.8%)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9명(6.9%), 기혼이 117명(89.3%), 이혼이 5명

(3.8%)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과 같이 사는 대상자가 120명(91.6%), 

혼자 사는 대상자가 9명(6.9%), 기타가 2명(1.5%)였다. 조종사의 경우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부분이 거의 동일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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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31) 

Variables Categories N % 

Sex 
Male 130 99.2  

Female 1 0.8  

Age 

30-39 6 4.6  

40-49 50 38.1  

50-59 58 44.3  

≥60 17 13.0  

Position 
Captain 115 87.8  

First officer 16 12.2  

Types of 

aircraft 

B744 36 27.5  

B777 52 39.7  

B737 10 7.6  

A330 33 25.2  

Previous 

working experience in 

other airlines 

Yes 93 71.0  

No 38 29.0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5 71 54.2 

≥5 60 45.8 

Marital state 

Single 9 6.9  

Married 117 89.3  

Divorced 5 3.8  

Living status 

With family 120 91.6  

Alone 9 6.9  

Others 2 1.5  

  Total 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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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의 특성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앞서 연구참여자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조직 지원 인식, 정신건강(심리적 안녕감, 정서상태)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nfidence intervals for the 

major study variables  

(n=131) 

Variables Mean(SD) 95% CI 
Possible 

range 

1. Acculturative stress 1.54(0.50) [1.45, 1.63] 1-5 

2. Engagement coping 3.36(0.71) [3.24, 3.49] 1-5 

3. Disengagement coping 2.18(0.51) [1.09, 2.27] 1-5 

4. Social support 5.81(0.91) [5.65, 5.96] 1-7 

5. Organizational support 3.15(1.38) [2.91, 3.39] 0-6 

6. Psychological well-being 6.13(0.63) [6.02, 6.23] 1-7 

7. Depression 1.28(0.03) [1.22, 1.35] 1-5 

8. Anxiety 1.30(0.03) [1.23, 1.37] 1-5 

9. Anger 1.40(0.04) [1.32, 1.4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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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조종사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1.54, 표준편

차 0.50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방식

은 하위항목별 대처양식 수준으로 분류하여 보면, 관여적 대처양식은 5

점 만점에 평균 3.36, 표준편차 0.71로 나타났으며 비관여적 대처양식

의 평균은 2.18, 표준편차 0.51로 관여적 대처양식을 좀 더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조종사의 사회적 지지는 7점 만점에 평균 5.81, 표준편차 

0.91로 외국인 조종사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직 지원 인식은 7점 만점에 평균 3.15, 표준편차 1.38로 

외국인 조종사가 지각하는 조직으로부터의 지지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외국인 조종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7점 만점에 평균 6.13, 표준편차 

0.63으로 심리적 안녕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조종사의 

정신건강의 부정적 측면은 PROMIS(Patient-Reported Outcomes 

Measurement Information System) 도구 중에서 우울, 불안, 분노를 

사용하였다. Table 2에 제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 수준은 5점 만점

에 평균 1.28, 표준편차 0.03으로 나타났고, 불안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1.30, 표준편차 0.03으로 나타났다. 분노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1.40, 표준편차 0.04로 나타나 우울, 불안, 분노 모두 정상범주에 속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MIS 도구의 T점수 계산법을 통해 살펴본 결과

(http://www.healthmeasures.net), 50점을 절단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 

조종사의 평균 우울 수준은 45.19, 불안 수준은 44.01, 분노 수준은 

39.78 정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상군인 55점 미만은 우울, 불안, 분노 

수준이 각각 120명(91.6%), 123명(93.9%), 129명(98.5%)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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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했다. 경미한 증상이 있는 군(55점 이상 60점 미만)은 우울이 

10명(7.6%), 불안이 7명(5.3%), 분노가 2명(1.5%)이었다. 중등도 증

상이 있다고 보여지는 집단은 우울과 불안이 각각 1명(0.8%)으로 나타

났다.(Table 3) 

 

Table 3. Interpreting PROMIS T-Score  

Tscore 
Depression Anxiety Anger 

 (n/%)  

Less than 55 120(91.6%) 123(93.9%) 129(98.5%) 

55.0~59.9 10(7.6%) 7(5.3%) 2(1.5%) 

60.0~69.9 1(0.8%) 1(0.8%) - 

Mean 45.19 44.01 39.78 

SD 6.28 6.78 6.73 

Total 131(100%) 131(100%) 131(100%)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어떤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해 분석하였

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하위항목으로 제시한 성별, 연령, 국적, 직급, 

운항 기종, 이전 외국항공사 경력, 대한항공 근속기간, 결혼상태, 가족 

동거여부의 영향력은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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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비관여적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조직 지원 인식, 심리적 안녕감, 우울, 불안, 분노 

정서상태이다. 비관여적 대처를 사용할수록(r=.257, p<.01),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r=-.261, p<.01)와 조직 지원 인식(r=-.408, p<.001)이 

낮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r=-.382, p<.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r=.450, p<.001), 불안(r=.324, p<.001), 분노 

(r=.350, p<.0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대처방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관여적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심리적 안녕감(r=.488, p<.001)이 증가하였고, 

비관여적 대처 사용이 증가할수록 우울(r=.272, p<.01), 불안(r=.196, 

p<.05), 분노(r=.202, p<.05) 모두 증가하였다.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은(r=.578, p<.001)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우울(r=-.291, p<.001), 불안(r=-.175, p<.05), 분노(r=-.212, 

p<.05)은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조직 지원 인식은 

분노(r=-.198, p<.05)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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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intercorrelations for study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Acculturative stress          

2. Engagement coping -.046         

3. Disengagement coping .257** .310***        

4. Social support -.261** .370*** -.178*       

5. Organizational support -.408*** .156 .013 .285***      

6. Psychological well-being -.382*** .488*** -.087 .578*** .314***     

7. Depression .450*** -.034 .272** -.291*** -.145 -.413***    

8. Anxiety .324*** -.084 .196* -.175* -.040 -.320*** .689***   

9. Anger .350*** -.056 .202* -.212* -.198* -.266** .595*** .703***  

M 1.54 3.36 2.18 5.81 3.15 6.13 45.18 44.01 39.78 

SD .50 .71 .51 .91 1.38 .63 6.28 6.78 6.73 

*** p<.001   ** p<.01   * p<.05 



- 43 - 

4. 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의 변량을 

47.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모형은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F=24.366, p<.001). 심리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준 변인은 문화적응스트레스(B=-.283, t=-3.088, p<.01), 관여적 

대처방식(B=.318, t=4.801, p<.001), 사회적 지지(B=.242, t=4.680, 

p<.001)였다. 그리고 변인들 중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관여적 

대처방식이었다(β=.361). Durbin-Watson 값이 1.733으로 0과 4사이

의 값이 나타나 잔차 독립성이 확인되었고, VIF의 범위는 1.285에서 

1.400 사이로 모두 10보다 작아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다(김계수, 

2011). 

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우울의 변량을 23.7%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모형은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

(F=9.067, p<.001).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변인은 문화

적응스트레스(B=.315, t=4.694, p<.001)였다. Durbin-Watson 값이 

2.008로 0과 4사이의 값이 나타나 잔차 독립성이 확인되었고, VIF가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다(김계수, 2011). 

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불안의 변량을 12.8%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모형은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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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821, p<.001).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변인은 문화

적응스트레스(B=.250, t=3.343, p<.01), 비관여적 대처방식(B=.169, 

t=2.305, p<.05)이었다. Durbin-Watson 값이 2.145로 0과 4사이의 

값이 나타나 잔차 독립성이 확인되었고, VIF가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위험은 없었다(김계수, 2011). 

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분노의 변량을 11.1%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모형은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

(F=4.246, p<.01). 분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변인은 문화적

응스트레스(B=.242, t=2.794, p<.01)였고, Durbin-Watson 값이 

1.719로 0과 4사이의 값이 나타나 잔차 독립성이 확인되었고, VIF가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다(김계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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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gressions predi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from 

acculturative stress, coping style, and social support 

Variable B S.E β t p 

Acculturative 

stress 

-.283 .092 -.226 -3.088
**
 .002 

Engagement 

coping 

.318 .066 .361 4.801
***

 .000 

Disengagement 

coping 

-.096 .090 -.079 -1.070 .287 

Social support .242 .052 .352 4.680
***

 .000 

Organizational 

support 

.030 .033 .066 .915 .915 

* p<.05  ** p<.01  ***p<.001 

F=24.366*** R
2
=.494 Adjusted R

2
=.473 

 

Table 6. Regressions predicting depression from acculturative stress, 

coping style, and social support 

Variable B S.E β t p 

Acculturative 

stress 

.315 .067 .414 4.694
***

 .000 

Engagement 

coping 

-.048 .049 -.089 -.979 .330 

Disengagement 

coping 

.139 .066 .186 2.107 .037 

Social support -.045 .038 -.109 -1.201 .232 

Organizational 

support 

.025 .024 .092 1.063 .290 

* p<.05  ** p<.01  ***p<.001 

F=9.067*** R
2
=.266 Adjusted R

2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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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gressions predicting anxiety from acculturative stress, 

coping style, and social support 

Variable B S.E β t p 

Acculturative 

stress 

.250 .075 .315 3.343
**
 .001 

Engagement 

coping 

-.098 .054 -.175 -1.808 .073 

Disengagement 

coping 

.169 .073 .218 2.305
*
 .023 

Social support .016 .042 .037 .384 .702 

Organizational 

support 

.045 .027 .158 1.706 .091 

* p<.05  ** p<.01  ***p<.001 

F=4.821*** R
2
=.162 Adjusted R

2
=.128                                      

 

Table 8. Regressions predicting anger from acculturative stress, 

coping style, and social support 

Variable B S.E β t p 

Acculturative 

stress 

.242 .087 .266 2.794
**
 .006 

Engagement 

coping 

-.040 .063 -.063 -.642 .522 

Disengagement 

coping 

.136 .085 .153 1.603 .112 

Social support -.019 .049 -.037 -.381 .704 

Organizational 

support 

-.021 .031 -.064 -.680 .497 

* p<.05  ** p<.01  ***p<.001 

F=4.246*** R
2
=.145 Adjusted R

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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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 조직 지원 인식의 조절효과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

지, 조직 지원 인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조절회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9>과 같다. 

 

Table 9. Hierarchical regression predi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from coping, social support, and organizational support 

Variable Step1 Step2 Step3 

Acculturative stress 

(Acc Stress) 
-.382*** -.252*** -.246*** 

Engagement coping (Engagement) 
 

.362*** .332*** 

Disengagement coping (Disengagement) 
 

-.069 -.068 

Social support 
 

.366*** .352*** 

Organizational support  .190 .178 

Acc Stress× Engagement 
  

-.023 

Acc Stress × Disengagement 
  

-.122 

Acc Stress × Social support 
  

-.019 

Acc Stress × Organizational support   -.070 

R² .146 .490 .504 

F 22.044*** 30.287*** 17.867*** 

R²change .146 .344 .014 

Notes.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are reported.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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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3단계로 실시하였는데,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인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 조직 지원 인식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문화적응스트

레스와 관여적 대처방식,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관여적 대처방식, 문화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조직 지원 인식의 상

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Table 9>에서 제시되었듯이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F 값은 1단계

에서 22.044, 2단계에서 30.287, 3단계에서 17.867로 3단계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3단계 문화적응스트

레스와의 상호작용항에서 관여적 대처방식, 비관여적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및 조직 지원 인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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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장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외국인 조종사의 정신건강상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외국인 조종사들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지각

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1.54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

를 사용하여 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조사한 장인옥(2013)의 연구

에서 평균 2.01, Hovey 등(2000)의 연구에서 평균 2.21로 나타난 결

과와 비교하였을 때 낮은 점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조종사

의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심리적 안녕감이 평균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 불안, 분노 정서로 측정한 정신건강 문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조종사 대부분이 정상 범위 안에 속했는

데, 그 외에 7.5%가 경미한 우울감을 표현하였고, 경미한 불안감은 

5.3%, 경미한 분노감은 1.5%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판 PROMIS 

도구를 사용해 직장인의 우울, 불안, 분노를 측정한 연구결과에서, 경미

한 우울이나 불안, 분노가 각각 12.9%, 12.4%, 10.1%로 나타난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값임을 알 수 있다(Choi, 2017). 즉, 본 논문 연구에 

따르면 일반 노동자에 비해 국내 외국인 조종사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상

태가 더 양호하다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외국인 조종사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치가 평균적으로 낮게 

나온 이유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문화적응스트

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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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남성이, 교육수준이나 직업의 수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문

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하나, 2007; 권명희, 2011; 

Gallo et al., 2013). 문용철(2007)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고, 직업의 종류로 볼 때 사무직이 노동

직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문화에 대한 정보의 획득과 이해가 용이하고, 문화적응경험을 스

트레스가 아니라 기회나 도전으로 인식하도록 하므로 문화적응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조종사 집단은 남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선행연구에서 다

뤄진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 및 사회경제적 수준도 

높아 결과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

다고 판단할 수 있다(Helmreich, 1998). 이러한 특성이 외국인 조종사

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국내 항공사의 휴가 제도가 이와 같은 결과에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K항공사의 경우 외국인 조종사들이 본국에 

다녀올 수 있는 휴가를 월 10일 정도 부여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외국

인 조종사에게 있어서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휴가 기간 동

안 본국에 다녀올 수 있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조종사들이 문화

적응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요인으로는 조종사들이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

여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평가되면 

조종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Lempereur & Lauri, 2006). 그리고 조종사는 독립적이고 자기관



- 51 - 

리를 잘하는 집단이라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2014). 실제 경찰, 소방관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에서도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방어적인 태

도로 설문에 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정아, 정영기, 조

선미 & 김신영, 2009; 배승민, 이유진, 김석주, 조인희, 김종훈, 고승희 

& 조성진, 2010). 즉, 신체적 건강은 수치로 표현되는 객관적 지표인 

반면, 심리적 건강은 자가보고식이기 때문에 익명의 설문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조종사들은 자신의 실제 상황과는 다르게 기록했을 가

능성이 있다. 국내 항공사 외국인 객실승무원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의사소통의 부재, 편견 같은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천수아, 2004; 장지승, 2011; 안혜영, 2011), 

외국인 조종사들이 언어소통과 사고의 차이를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조사 결과를 볼 때(강현철, 1996),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정신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조종사라는 

특유의 집단 특성이 많이 반영된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응답율이 32%에 그쳤으므로 실제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조

종사들은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본 연구결과 중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조종사 특성에도 불구

하고 경미한 수준의 우울이나 불안, 분노가 실제로 있다고 답한 외국인 

조종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나, 같은 조건에서 대조군으로 국내 조종사를 비교하거나, 증상을 

호소하는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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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조종사의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이나 인지적 구조화, 감정표현, 사회적 

지지 추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관여적 대처라고 하는데, 

외국인 조종사가 관여적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가 많다고 느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고 부정적인 심리 정서가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인이 관여적 대처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

에 비해 관여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거의 

대부분이 남성으로 구성된 조종사 집단의 특성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Thoits, 1995; Matud, 2004). Cherng et al(2012)의 연구에서

도 대만항공사의 외국인 조종사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관여적인 대처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이러한 관여

적인 대처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예측변인으로 작용하여 정적 상관관계

를 가진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외국인 조종사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7점 만점에 5.81로 높은 편

이었던 반면, 조직지원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정도는 7점 만점에 3.15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조직 지원 인식은 분노라는 부정적

인 심리 정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종사들이 자신의 스

트레스를 최소화하여 기록한 것과는 달리, 조직지원에 관해서는 부정적

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조종사는 직

업적 특성 상 제한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 있지만 기내 또는 항공사 조직 

내의 사회적 관계망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이주

자와 동일하게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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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외국인 조종사에게는 조직으로부터 받는 지원이 더욱 의미가 있

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외국인 조종사가 새

로운 환경 속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고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

해 조직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이나 친구 같은 지지체계 외

에도 조직 내 공적인 지지체계가 활성화된다면 이들의 정신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에 사회적 지지

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권명희, 2011; 윤영희, 2011),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rockett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대처방식과 인적 및 공적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는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적응

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외향적인 개인의 성격특

성(Caligiuri & Lazarova, 2002), 낙관성(박은영, 2013), 자존감과 정체

성(Kim, Hogge & Salvisberg, 2014) 등을 포함해서 후속 연구를 실시

하여 조절효과가 검증되는 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국내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외국인 조종사의 정신건강 상태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외국인 조종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외국인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자로써의 조직의 

역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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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조종사의 정신건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언급이 필요한 

제한점도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를 국내 외국인 조종사 중 일개 항공사에 근무

하는 외국인 조종사로 편의 표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가보고 설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응답 편향의 개

입 가능성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설문의 회수율이 32%이므로 무응답

자 중 응답자보다 좋지 않은 정신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

성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 개인의 성격에 

따라 설문 내용이 많아서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에 대한 심층 면접방법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연구

방법과 복합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동질하고 대부분 임상군이 아닌 정상군에 

속하기 때문에 우울, 불안, 분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귀분

석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증상을 호소하는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등 다

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대상자로 범위를 넓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국내 연구이기 때문에 탐

색적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연구가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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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외국인 조종사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정신건

강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외국인 조종사의 문화적

응스트레스 정도는 선행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았으나, 외국인 조

종사의 정신건강 관련 변수에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

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낮았고, 우울, 불안, 분노 수준

은 높았다. 긍정적인 정신건강 지표인 심리적 안녕감에 관여적 대처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정적인 정신건강 지표인 우울, 불안, 분노에는 비

관여적 대처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외국인 조종사가 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높게 지각하는 반면, 조직 지원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솔직하게 건강상태를 보고하면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 조종사 집단의 심리를 이해하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조종사의 건강관리는 신체적인 건강에만 초점이 맞

추어져 있는데, 스트레스, 불안, 내재된 분노 등의 문제가 있어도 드러내

지 않는 조종사의 심리를 고려하여(Lempereur & Lauri, 2006) 본인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중적이고도 직종의 특성

을 고려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조종

사가 숨기거나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정신적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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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후속 연

구에서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중재를 적용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둘째,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하여 외국인 조종사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는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다양한 항공사, 국가 단위로 

범위를 확대하고, 내국인 조종사 집단 및 증상이 있는 집단과 비교·분

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문화적 특성에 맞는 임상적 개입방안을 모색

할 수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가보고 설문을 통한 양적 조사방법만을 사용하

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자료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상

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제언한

다.  

신체적 건강에 비해 주목 받지 못했던 조종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을 통해 그들의 직업적 특성에 대해 잘 아는 항공 보건관리자를 중심으

로 신체와 정신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져 항공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57 - 

참 고 문 헌 

 

강원구. (2011). 외국인 객실승무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직무 만족 

및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고양.  

강현철. (1996). 항공기 운항승무원의 효율적인 교육ㆍ훈련 고찰. 항공

진흥(4), 26-44.  

고광신. (2011). 국내거주 고려인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서

울.  

권명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청주.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 김계수 지음. 서

울: 서울 : 한나래아카데미. 

김나연. (2012). 북한이탈주민의 지각된 스트레스 및 자존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차별감과 억제형 대처양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나연.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동회. (2012). 외국인근로자의 문화적응과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

전문대학원, 천안.  

김범준. (2017). 이주노동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장변수, 문화적응, 사회자본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23, 25-55.  



- 58 - 

김선정, 이현경, & 안현미. (2010). 조선족 근로자의 직업 관련성 사회 

심리적 요인, 문화적응 요인과 직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관

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19(1), 28-40.  

김선화. (2005).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 미치는 요인

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대전.  

김은석. (201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프로테우스적 경력 태도와 개

인 및 조직 특성의 위계적 관계.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은정. (2001).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정아, 정영기, 조선미, & 김신영. (2009). 한국 소방관의 음주 양태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심리적 강인성, 대처방식과의 관련성.  

김정희. (1987). 知覺된 스트레스, 認知 및 對處方式의 憂鬱에 대한 作

用 : 大學 新入生의 스트레스 經驗을 中心으로 / 金貞姬. 李將鎬. 

서울 : 서울大學校, 서울.  

김진경. (2016). 주한 네팔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

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김태현. (2012). 문화적 요인에 따른 조종사 행동양식의 차이에 관한 연

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고양.  

김향란, & 송미순. (2016). 한국 거주 조선족 노인이주자의 문화적응 스

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관계.  

나윤수. (2015). 국내 기업에 고용된 전문외국인력의 장기근속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서울.  



- 59 - 

남지은. (2013).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homelessness of third 

culture kids (TCKs) an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 남지은. 서울 : 서울대

학교 대학원, 서울.  

노유성. (2004).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국

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노하나. (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

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문용철. (2007). 재한 조선족 동포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

원, 서울.  

박근수. (2013).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아산.  

박동수, & 김윤성. (2002). 지각된 조직적 지원의 선행변수, 결과변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2002(2), 

463-498.  

박민정. (2013). 보육교사의 마음챙김, 심리적 안녕감,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수철. (2015). 외국인 승무원 직무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고양.  

박은영. (2013).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지각된 차별감과 주관적 안녕감

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국내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60 - 

박태경. (2011). 공군 조종사의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유형 및 

관련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Stress and Coping among 

Korean Air Force Pilots]. 군진간호연구, 29(1), 19-40.  

박항배. (2000). 조종사 기능상실. [Flight Crew Incapacitation]. 항공

우주의학회지, 10(4), 317-321.  

서종철. (2008). 공군 조종사의 건강행위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관한연

구.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소향숙, 조복희, & 홍미순. (1996). 대처 개념의 국내 간호연구 분석. 

[Analysis of Nursing Studies of Coping Conducted in Korea 

from 1978 to 1995].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6(3), 709-729.  

안혜영. (2011). 문화적응, 사회적 지원, 자존감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서울.  

양민경. (2013). 동료관계가 조직원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

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연은경. (2011).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회복실 간호사의 주관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

학원, 서울.  

왕추우. (2014). 재한 중국인 고급 취업인력의 여가활동 경험이 한국 문

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유채영, & 이주경. (2012). 재미교포 대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s of 



- 61 - 

cop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among Korean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정

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259-288.  

윤영희. (2011). 외국인근로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

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대전.  

이경매. (2003). 한국거주 불법신분 조선족들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금희. (2008). 조선족과 한족 노동자들의 한국에서의 직업/문화 적응

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꽃메, 정혜선, 이윤정, 현혜진, & 김희걸. (2009). 외국인 근로자의 사

회적 지지와 직무만족.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3(-), 551-552.  

이순희, 김신정, 이영주, & 김숙영. (2009).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

지와 외로움과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1), 67-74.  

이승종.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이예지. (2014). 일부 공군 조종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심리적 요인

과 피로수준과의 관련성. (국내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보건대

학원, 대전.  

이옥정. (2010).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이옥정.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인선. (200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 62 - 

이장호, & 김정희. (1988).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Relations of Perceived Stress , Cognitive 

Set , and Coping Behaviors to Depressidn : A Focus on 

Freshmen`s Stress Experiences].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

리치료, 1(1), 25-45.  

이재웅, & 김대호. (2008). 일부 공군 조종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The Factors on Job Stress of Some-Korean Air Force’s 

Pilots].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10), 344-349.  

이주성. (2011). 이주노동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광주.  

장인옥. (2013). 캐나다 거주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민족정체성

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

위논문),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서울.  

장지승. (2011). 문화차이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직무가치관 및 고객지향

성 차이에 대한 실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고양.  

정만해, & 김동주. (2015). 조직지원이 직장－가정 갈등, 심리적 안녕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Support on Work－Family Conflic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urnover Intention]. 경영교육연구, 30(3), 235-264.  

정자경. (2012).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도,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

행위.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정진란. (2013). 중국항공사 한국인 승무원의 커뮤니케이션이 항공서비

스 품질과 고객만족,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



- 63 - 

문),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서울.  

조의영, 이영휘, & 김화순. (2002). 운항승무원의 직업스트레스, 건강신

념 및 건강행위. [Relationships among Job Stress, Health 

Beliefs and Health Behaviors of Aircrews]. 성인간호학회지, 

14(4), 581-590.  

조인영. (2010).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한국어 말하기 

수행 불안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서울.  

진미경, & 조유진. (2011).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4(4), 77-89.  

진철웅. (2016).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조직공정성과 조직 지원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광주.  

천수아. (2004). 국내 항공사 외국인 객실 승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국제

관광대학원, 서울.  

최태일. (2001). 주한 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국내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홍진주. (2003).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홍호연. (2014).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우울 간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 64 - 

https://www.icao.int/ 

http://www.molit.go.kr 

http://www.law.go.kr 

Alderere, E., Vega, W. A., Kolody, D., & Aguilar-Goxiola, S. (1999). 

Depressive symptomatology: prevalence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s in 

California.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4), 457-

471.  

Aldwin, C. M., & Revenson, T. A. (1987). Does coping help? A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coping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2), 

337.  

Alkov, R. A., Borowsky, M., & Gaynor, J. (1982). Stress coping and 

the US Navy aircrew factor mishap. Aviation, space, and 

environmental medicine, 53(11), 1112-1115.  

Antonucci, T. C., & Israel, B. A. (1986). Veridicality of Social 

Support: A Comparison of Principal and Network Members’ 

Respons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32-437. doi:10.1037/0022-006X.54.4.432 

Aycan, Z. (1997). Expatriate adjustment as a multifaceted 

phenomeno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 predicto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8(4), 434-456. doi:10.1080/095851997341540 

Bader, B., Berg, N., & Holtbrügge, D. (2015). Expatriate 



- 65 - 

performance in terrorism-endangered countries: The role of 

family and organizational support.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4(5), 849-860. doi:10.1016/j.ibusrev.2015.03.005 

Bae, S.-M., Lee, Y.-J., Kim, S.-J., Cho, I.-H., Kim, J.-H., Koh, 

S.-H., & Cho, S.-J. (2010). Rotating shift and daytime fixed 

work schedules as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in Korean 

police officers.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17(1), 

28-33.  

Baker, D. B. (1985). The study of stress at work.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6, 367-381.  

Band, P., Deschamps, M., Fang, R., Le, N., & Gallagher, R. P. (1998). 

Long term disability rates in a cohort of Air Canada pilots. 

Aviat Space Environ Med, 69.  

Beiser, M. N. M. N., & Hou, F. (2006). Ethnic identity, resettlement 

stress and depressive affect among Southeast Asian refugees 

in Canada. Social Science & Medicine, 63(1), 137-150. 

doi:10.1016/j.socscimed.2005.12.002 

Berry, J. W. (1992).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a New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30(s1), 69-85.  

doi:10.1111/j.1468-2435.1992.tb00776.x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doi:10.1111/j.1464-0597.1997.tb01087.x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 66 -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doi:10.1016/j.ijintrel.2005.07.013 

Berry, J. W., & Kalin, R. (1995). Multicultural and Ethnic Attitudes 

in Canada: An Overview of the 1991 National Survey 1.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27(3), 301-320.  

doi:10.1037/0008-400X.27.3.301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doi:10.2307/2546607 

Berry, J. W., & Sam, D. 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291-326.  

Billings, D. W., Folkman, S., Acree, M., & Tedlie Moskowitz, J. 

(2000). Coping and Physical Health During Caregiving: The 

Rol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1), 131-142.  

doi:10.1037/0022-3514.79.1.131 

Black, J. S., & Gregersen, H. B. (1991). The Other Half of the 

Picture: Antecedents of Spouse Cross-Cultural Adju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2(3), 461-477.  

Black, J. S., & Stephens, G. K. (1989). The influence of the spouse 

on American expatriate adjustment and intent to stay in 

Pacific Rim overseas assignments. Journal of Management, 

15(4), 529.   



- 67 - 

Bor, R. (2006).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Reporting of Crew 

Mental Health. Aviati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Implications for Air Transportation, 145.  

Born, D. O. (1970).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development 

under acculturative stress: Toward a general model.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4), 529-547.  

doi:10.1016/0037-7856(70)90025-9 

Caligiuri, P., & Lazarova, M. (2002). A model for the influence of 

social interaction and social support on female expatriates' 

cross-cultural adjust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3(5), 761-772.  

doi:10.1080/09585190210125903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The 

American psychologist, 31(2), 117.  

Caplan, S. (2007). Latinos,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A dimensional concept analysis. Policy, Politics, & Nursing 

Practice, 8(2), 93-106.  

Carver, C. S., & Connor-Smith, J. (2010). Personality and cop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1, 679-704.  

Castillo, L. G., Cano, M. A., Chen, S. W., Blucker, R. T., & Olds, T. S. 

(2008). Family Conflict and Intragroup Marginalization as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in Latino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5(1), 43-52.  

doi:10.1037/1072-5245.15.1.43 



- 68 - 

Cella, D., Riley, W., Stone, A., Rothrock, N., Reeve, B., Yount, S., 

Hays, R. (2010). The Patient-Reported Outcomes 

Measurement Information System (PROMIS) developed and 

tested its first wave of adult self-reported health outcome 

item banks: 2005–2008.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63(11), 1179-1194. doi:10.1016/j.jclinepi.2010.04.011 

Chandramohan, V. (2008). Stressors and stress coping stratgies 

among Civil pilots: A pilot study. Ind J Aerospace Med, 52, 2.  

Cherng, C.-F. G., Shiu, J., & Wen, T.-S. (2012). Civil pilots' stress 

and coping behaviors: A comparison between Taiwanese and 

non-Taiwanese aviators. 

Choi, S. W., Schalet, B., Cook, K. F., & Cella, D. (2014). 

Establishing a Common Metric for Depressive Symptoms: 

Linking the BDI-II, CES-D, and PHQ-9 to PROMIS 

Depression. Psychological Assessment, 26(2), 513-527.  

doi:10.1037/a0035768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doi:10.1097/00006842-197609000-00003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doi:10.1111/j.1559-1816.1983.tb02325.x 

Cohen, S., &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 69 - 

of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and health, 3, 3-22.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

357. doi:10.1037/0033-2909.98.2.310 

Cohen, S. E., & Syme, S. (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Academic Press. 

Connor-Smith, J., & Compas, B. (2004). Coping as a Moderator of 

Relations Between Reactivity to Interpersonal Stress, Health 

Status, and Internalizing Problem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3), 347-368.  

doi:10.1023/B:COTR.0000031806.25021.d5 

Conway, T. L., Vickers, R. R., Ward, H. W., & Rahe, R. H. (1981). 

Occupational Stress and Variation in Cigarette, Coffee, and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2), 155-165. doi:10.2307/2136291 

Cook, S. W., & Heppner, P. P. (1997). A Psychometric Study of 

Three Coping Measur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7(6), 906-923.  

Cooper, C. L., & Sloan, S. (1985). Occupational and psychosocial 

stress among commercial aviation pilot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7(8), 570-576.  

Crockett, L. J., Iturbide, M. I., Torres Stone, R. A., McGinley, M., 

Raffaelli, M., & Carlo, G. (2007).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Relations to psychological adjustment 



- 70 - 

among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3(4), 347.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doi:10.1037/0033-2909.95.3.542 

Diener, E., Napa Scollon, C., & Lucas, R. E. (2003). The evolving 

concep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happiness. Advances in Cell Aging and Gerontology, 15, 

187-219. doi:10.1016/S1566-3124(03)15007-9 

Diener, E., Oishi, S., & Lucas, R. E. (2003).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In Annu. Rev. Psychol. (Vol. 54, pp. 

403-425). 

Diener, E., Wirtz, D., Tov, W., Kim-Prieto, C., Choi, D.-w., Oishi, S., 

& Biswas-Diener, R. (2010). New Well-being Measures: 

Short Scales to Assess Flourish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Journal for 

Quality-of-Life Measurement, 97(2), 143-156.  

doi:10.1007/s11205-009-9493-y 

Eisenberger, R., Huntington, R., Hutchison, S., & Sowa, D. (1986).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3), 500-507.  

doi:10.1037/0021-9010.71.3.500 

Eisenberger, R., Stinglhamber, F., Vandenberghe, C., Sucharski, I. L., 

& Rhoades, L. (2002). Perceived Supervisor Support: 



- 71 - 

Contributions to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Employee Reten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3), 

565-573. doi:10.1037/0021-9010.87.3.565 

Eunha, K., Hogge, I., & Salvisberg, C. (2014). Effects of Self-

Esteem and Ethnic Identity: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exican Immigra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6(2), 144-163.  

doi:10.1177/0739986314527733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3), 219-239. doi:10.2307/2136617 

Folkman, S., & Lazarus, R. S. (1988). Coping as a mediator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3), 

466-475. doi:10.1037/0022-3514.54.3.466 

Folkman, S., Lazarus, R. S., Gruen, R. J., & DeLongis, A. (1986). 

Appraisal, coping,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3), 571.  

Fuertes, J. N., & Westbrook, F. D. (1996). Using the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SAFE) Acculturation 

Stress Scale to assess the adjustment needs of Hispanic 



- 72 - 

college student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Furnham, A., & Bochner, S. (1982). Social difficulty in a foreign 

culture: An empirical analysis of culture shock. Cultures in 

contact: Studies in cross-cultural interaction, 1, 161-198.  

Gallo, L. C., Shivpuri, S., Gonzalez, P., Fortmann, A. L., de los 

Monteros, K. E., Roesch, S. C., . . . Matthews, K. A. (2013). 

Socioeconomic status and stress in Mexican–American 

women: a multi-method perspective.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6(4), 379-388.  

doi:10.1007/s10865-012-9432-2 

Gottlieb, B. H. (1983). Social support as a focus for integrative 

research in psychology. The American psychologist, 38(3), 

278.  

Graves, T. D. (1967). Psychological Acculturation in a Tri-Ethnic 

Community.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23(4), 

337-350. doi:10.1086/soutjanth.23.4.3629450 

Haber, M. G., Cohen, J. L., Lucas, T., & Baltes, B. B.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ported received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 meta‐analytic review.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1-2), 133-144.  

doi:10.1007/s10464-007-9100-9 

Harley, K., & Eskenazi, B. (2006). Time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upport and health behaviors during pregnancy among women 



- 73 - 

of Mexican descent. Social Science & Medicine, 62(12), 

3048-3061. 

Hasin, D. S., Fenton, M. C., & Weissman, M. M. (2011). 

Epidemiology of depressive disorders. In M. T. Tsuang, U. 

Tohen, & P. B. Jones (Eds.), Textbook of psychiatric 

epidemiology. UK: Sons, Ltd. 

Helmreich, R. L. (1999). Building safety on the three cultures of 

aviation.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IATA 

human factors seminar.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 James S. 

House. Reading, Mass.: Reading, Mass. : Addison-Wesley 

Pub. Co. 

Hovey, J. D. (2000).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entral American Immigra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2), 125-139.  

doi:10.1111/j.1943-278X.2000.tb01071.x 

Hwang, W.-C., & Ting, J. Y. (2008). Disaggregating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on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2), 147.  

Jahoda, M. (1959). Current Concepts of Positive Mental Health. The 

American Journal Of The Medical Sciences, 238(1), 527.  

doi:10.1097/00000441-195910000-00026 

Kim, E., Hogge, I., & Salvisberg, C. (2014). Effects of self-esteem 



- 74 - 

and ethnic identity: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exican immigra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6(2), 144-163.  

Kosic, A. (2004). Acculturation strategies, coping process and 

acculturative stres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5(4), 269-278. doi:10.1111/j.1467-9450.2004.00405.x 

Lazarus, R. S., & DeLongis, A. (1983). Psychological stress and 

coping in aging. American psychologist, 38(3), 245.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New York : Springer. 

Lempereur, I., & Lauri, M. A. (2006).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Constant Evaluation on Air line Pilots: An Exploratory Stud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viation Psychology, 16(1), 

113-133. doi:10.1207/s15327108ijap1601_6 

Magaña, C. G., & Hovey, J. D. (2003). Psychosocial stressors 

associated with Mexican migrant farmworkers in the midwest 

United State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5(2), 75-86.  

Mena, F. J., Padilla, A. M., & Maldonado, M. (1987). Acculturative 

stress and specific coping strategies among immigrant and 

later generation college stud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9(2), 207-225.  

Noh, S., & Avison, W. R. (1996). Asian immigrants and the stress 

process: a study of Koreans in Canada. Th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2), 192. doi:10.2307/2137273 



- 75 - 

Osowiecki, D. M., & Compas, B. E. (1999). A prospective study of 

coping, perceived contro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to 

breast canc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3(2), 169-

180.  

Padilla, A. M., Wagatsuma, Y., & Lindholm, K. J. (1985). 

Acculturation and personality as predictors of stress in 

Japanese and Japanese-America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5(3), 295-305.  

Petrie, K. J., & Dawson, A. G. (1997). Symptoms of Fatigue and 

Coping Strategies in International Pilo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viation Psychology, 7(3), 251-258.  

doi:10.1207/s15327108ijap0703_5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J.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49-152. doi:10.1525/aa.1936.38.1.02a00330 

Rhoades, L., & Eisenberger, R. (2002).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4), 698-714.  

doi:10.1037/0021-9010.87.4.698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doi:10.1037/0003-066X.55.1.68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 76 -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doi:10.1037/0022-3514.57.6.1069 

Sarason, I. G., Levine, H. M., Basham, R. B., & Sarason, B. R.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27-139. doi:10.1037/0022-3514.44.1.127 

Selmer, J. (1999b).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on sociocultura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western expatriate managers in 

the PRC. Journal of World Business, 34(1), 41-51.  

doi:10.1016/S1090-9516(99)00006-1 

Silva, A. J., & Caetano, A. (2013). Validation of the Flourishing 

Scale and Scale of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 in 

Portugal.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0(2), 469-478.  

doi:10.1007/s11205-011-9938-y 

Smith, M. M., Saklofske, D. H., Keefer, K. V., & Tremblay, P. F. 

(2015).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Outcomes: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sonal Resiliency. The Journal of 

Psychology, 1-19.  

Soylu, A. (2007). Foreigners and workplace stress. Journal of 

Individual Employment Rights, 12(4), 313-327.  

doi:10.2190/IE.12.4.d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 77 - 

in personality assessment, 2, 159-187.  

Suls, J., & Fletcher, B. (1985). The Relative Efficacy of Avoidant 

and Nonavoidant Coping Strategies: A Meta-Analysis. Health 

Psychology, 4(3), 249-288.  

doi:10.1037/0278-6133.4.3.249 

Tardy, C. H. (1985). Social support measure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2), 187-202.  

doi:10.1007/BF00905728 

Taylor, S. E., & Stanton, A. L. (2007). Coping Resources, Coping 

Processes, and Mental Health. 3, 377-401.  

doi:10.1146/annurev.clinpsy.3.022806.091520 

Thoits, P. A. (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16-423.  

doi:10.1037/0022-006X.54.4.416 

Thoits, P. A.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3-79.  

Tobin, D. L., Holroyd, K. A., Reynolds, R. V., & Wigal, J. K. (1989). 

The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of the Coping Strategies 

Invento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4), 343-361.  

Ursano, R. (1980). Stress and adaptation: the interaction of the pilot 

personality and disease. Aviation, space, and environmental 

medicine, 51(11), 1245-1249.  

Vega, W. A., Gil, A. G., Warheit, G. J., Zimmerman, R. S., & 



- 78 - 

Apospori, E. (1993). Acculturation and delinquent behavior 

among Cuban American adolescents: Toward an empirical 

model.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1), 

113-125. doi:10.1007/BF00938210 

Vega, W. A., Kolody, B., & Valle, J. R. (1987). Migration and Mental 

Health: An Empirical Test of Depression Risk Factors among 

Immigrant Mexican Wome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512-530. doi:10.2307/2546608 

Wadsworth, M. E., & Compas, B. E. (2002). Coping with Family 

Conflict and Economic Strain: The Adolescent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2(2), 243-274.  

doi:10.1111/1532-7795.00033 

Ward, C., & Kennedy, A. (1992). Locus of control, mood 

disturbance, and social difficulty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6(2), 175-194. doi:10.1016/0147-1767(92)90017-O 

Ward, C., & Rana-Deuba, A. (2000). Home and host culture 

influences on sojourner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3), 291-306.  

doi:10.1016/S0147-1767(00)00002-X 

Wayne, S. J., Shore, L. M., & Liden, R. C. (1997).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leader-member exchange: a 

social exchange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0(1), 82. doi:10.2307/257021 



- 79 - 

Williams, C. L.,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641.  

doi:10.1037/0003-066X.46.6.632 

Wolff, C. T., Friedman, S. B., Hofer, M. A., & Mason, J. W. (1964).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defenses and mean 

urinary 17-hydroxycorticosteroid excretion rates: I. A 

predictive study of parents of fatally ill children. 

Psychosomatic medicine, 26(5), 576-591.  

Wolsko, C., Lardon, C., Mohatt, G. V., & Orr, E. (2007). Stress, 

coping, and well-being among the Yup'ik of the Yukon-

Kuskokwim Delta: the role of enculturation and accultu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ircumpolar health, 66(1), 51-61. 

doi:10.3402/ijch.v66i1.18226 

Wu, A. C., Donnelly-McLay, D., Weisskopf, M. G., McNeely, E., 

Betancourt, T. S., & Allen, J. G. (2016). Airplane pilot mental 

health and suicidal thought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via anonymous web-based survey. Environmental 

Health, 15(1), 121.  

Yoo, J.-H., & Kang, K.-A. (2014). Survey of Oncology Nurses' 

Awareness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Nursing Care 

Activities for Patient Safety. Asian Oncology Nursing, 14(2).  

Yusoff, Y., & Othman, A. (2011). An early study o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international 



- 80 - 

students: The case of a higher learning institution in Malaysia.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Society, 12(2), 1-

15,127.  

Zhang, H. (2005). 서울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장혁심.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doi:10.1207/s15327752jpa5201_2 

  



- 81 - 

부 록  

부록 1. 연구대상자 보호 심의결과 통보서 

  



- 82 - 

부록 2.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 83 - 

  



- 84 - 

  



- 85 - 

  



- 86 - 

 

  

Informed Consent 

 

1. I confirmed that I have read and discuss regarding this with a researcher.  

2. I have heard about risks and benefits, and got a satisfactory answer to my question. 

3. I voluntarily agree to take part this study.  

4. I agree that the researcher collect and process my data obtained from this study to the 

extent permitted by current law and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regulations. 

5. I authorize responsible individuals such as researcher, authorized representative, health 

officials, school authoritie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RB to access my personal 

records or data. 

6. I understand I may withdraw at any time, and this decision does not any harm to me.  

 

Please click here if you understand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agree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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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서면동의서 면제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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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참여자 모집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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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자료수집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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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자료수집용 설문지 

 

 

 

  

1) 일반적 특성 

1. What is your age?      ① 20s  ② 30s  ③ 40s  ④ 50s  ⑤ 60s 

2. What is your gender?   ① Male  ② Female 

3. What is your nationality?        _______________ 

4. What is the aircraft model you operate?    

①  B744  ② B777  ③ B737  ④ A330  ⑤ A380 

5. What is your position?   ① Captain  ② First officer 

6. How long is your total flight experience?       About _________years  

How long have you worked in Korean air?  About ____years ____months 

7. Do you have previous foreign airline experience? ① No  ② Yes (_____times) 

8. What is your marital status?  ① Single  ② Married  ③ Divorce  ④ Others 

9. Do you live with your family (either in Korea or in your country)?  

① I live with my family  ② I live alone  ③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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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The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multicultural stress, SAFE) 

 

The following is about acculturative stress. Please mark “∨” to 

what you think or how you feel. 

No Items 
Not 

Stressful 
 

Somewhat 

stressful 
 

Stressful 
 

Very 

stressful 

Extremely 

stressful 

1 

Because I am different, I 

do not get enough credit 

for the work I do. 

□ □ □ □ □ 

2 

I often feel ignored by 

people who are supposed 

to assist me. 

□ □ □ □ □ 

3 

I often feel that people 

actively try to stop me 

from advancing. 

□ □ □ □ □ 

4 

Many people have 

stereotypes about my 

culture or ethnic group 

and treat me as if they are 

true. 

□ □ □ □ □ 

5 

In looking for a job, I 

sometimes feel that my 

ethnicity is a limitation. 

□ □ □ □ □ 

6 

I feel uncomfortable when 

others make jokes about 

or put down people of my 

ethnic background. 

□ □ □ □ □ 

7 

I have more barriers to 

overcome than most 

people.  

□ □ □ □ □ 

8 

Because of my ethnic 

background, I feel that 

others often exclude me 

from participating in their 

activities. 

□ □ □ □ □ 

9 
It bothers me when people 

pressure me to assimilat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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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s 
Not 

Stressful 
 

Somewhat 

stressful 
 

Stressful 
 

Very 

stressful 

Extremely 

stressful 

10 

People look down upon me 

if I practice customs of 

my culture. 

□ □ □ □ □ 

11 
Loosening the ties with 

my country is difficult. 
□ □ □ □ □ 

12 
It bothers me that I cannot 

be with my family. 
□ □ □ □ □ 

13 
I often think about my 

cultural background. 
□ □ □ □ □ 

14 

It is hard to express to 

my friends how I really 

feel. 

□ □ □ □ □ 

15 

I have trouble 

understanding others 

when they speak. 

□ □ □ □ □ 

16 
I don’t have any close 

friends. 
□ □ □ □ □ 

17 

People think I am 

unsociable when in fact I 

have trouble 

communicating in English. 

□ □ □ □ □ 

18 I don’t feel at home. □ □ □ □ □ 

19 

It bothers me that family 

members I am close to do 

not understand my new 

values. 

□ □ □ □ □ 

20 

Close family members and 

I have conflicting 

expectations about my 

future. 

□ □ □ □ □ 

21 

My family does not want 

me to move away but I 

would like to.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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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처방식 척도 

   (Coping Strategies Inventory-Short form, CSI-SF) 

 

The following statement is about your coping style. Please answer 

based on how you handled your event. 

No Items Never Seldom 
Some-
times 

Often 
Almost 
Always 

1 I make a plan of action and follow it. □ □ □ □ □ 

2 
I look for the silver lining or try to look 

on the bright side of things. 
□ □ □ □ □ 

3 I try to spend time alone. □ □ □ □ □ 

4 
I hope the problem will take care of 

itself. 
□ □ □ □ □ 

5 I try to let my emotions out. □ □ □ □ □ 

6 
I try to talk about it with a friend of 

family. 
□ □ □ □ □ 

7 I try to put the problem out of my mind. □ □ □ □ □ 

8 I tackle the problem head on. □ □ □ □ □ 

9 
I step back from the situation and try to 

put things into perspective. 
□ □ □ □ □ 

10 I tend to blame myself. □ □ □ □ □ 

11 
I let my feelings out to reduce the 

stress. 
□ □ □ □ □ 

12 I hope for a miracle. □ □ □ □ □ 

13 
I ask a close friend or relative that I 

respect for help or advice. 
□ □ □ □ □ 

14 I try not to think about the problem. □ □ □ □ □ 

15 I tend to criticize myself. □ □ □ □ □ 

16 
I keep my thoughts and feelings to 

myself.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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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지지 척도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The following is about perceived social support. Please mark “∨” 

to what you think or how you feel. 

1 2 3 4 5 6 7 

Very 

Strongly 

Disagree 

Strongly 

Disagree 

Mildly 

Disagree 
Neutral 

Mildly 

Agree 

Strongly 

Agree 

Very 

Strongly 

Agree 

 

No Items 1 2 3 4 5 6 7 

1 
There is a special person who is around when 

I am in need. 
□ □ □ □ □ □ □ 

2 
There is a special person with whom I can 

share joys and sorrows.  
□ □ □ □ □ □ □ 

3 My family really tries to help me.  □ □ □ □ □ □ □ 

4 
I get the emotional help and support I need 

from my family.  
□ □ □ □ □ □ □ 

5 
I have a special person who is a real source of 

comfort to me.  
□ □ □ □ □ □ □ 

6 My friends really try to help me.  □ □ □ □ □ □ □ 

7 
I can count on my friends when things go 

wrong.  
□ □ □ □ □ □ □ 

8 I can talk about my problems with my family.  □ □ □ □ □ □ □ 

9 
I have friends with whom I can share my joys 

and sorrows.  
□ □ □ □ □ □ □ 

10 
There is a special person in my life who cares 

about my feelings. 
□ □ □ □ □ □ □ 

11 
My family is willing to help me make 

decisions. 
□ □ □ □ □ □ □ 

12 I can talk about my problems with my friends.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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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지원 인식 척도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OS) 

 

The following is abou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lease mark 

“∨” to what you think or how you feel. 

0 1 2 3 4 5 6 

Strongly 

Disagree 

Moderate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Slightly 

Agree 

Moderately 

Agree 

Strongly 

Agree 

 

No Items 0 1 2 3 4 5 6 

1 
The organization values my contribution to 

its well-being. 
□ □ □ □ □ □ □ 

2 
The organization fails to appreciate any 

extra effort from me.  
□ □ □ □ □ □ □ 

3 
The organization would ignore any complaint 

from me.  
□ □ □ □ □ □ □ 

4 
The organization really cares about my  

well-being.  
□ □ □ □ □ □ □ 

5 
Even if I did the best job possible, the 

organization would fail to notice.  
□ □ □ □ □ □ □ 

6 
The organization cares about my general 

satisfaction at work.  
□ □ □ □ □ □ □ 

7 
The organization shows very little concern 

for me.  
□ □ □ □ □ □ □ 

8 
The organization takes pride in my 

accomplishments at work.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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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리적 안녕감 척도 

   (Flourishing Scale, FS) 

 

The following is about psychological well-being. Please mark “∨” 

to what you think or how you feel. 

1 2 3 4 5 6 7 

Strongly 

Disagree 
Disagree 

Slightly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Slightly 

Agree 
Agree 

Strongly 

Agree 

 

No Items 1 2 3 4 5 6 7 

1 I lead a purposeful and meaningful life. □ □ □ □ □ □ □ 

2 
My social relationships are supportive and 

rewarding.  
□ □ □ □ □ □ □ 

3 
I am engaged and interested in my daily 

activities.  
□ □ □ □ □ □ □ 

4 
I actively contribute to the happiness and 

well-being of others.  
□ □ □ □ □ □ □ 

5 
I am competent and capable in the activities 

that are important to me.  
□ □ □ □ □ □ □ 

6 I am a good person and live a good life.  □ □ □ □ □ □ □ 

7 I am optimistic about my future.  □ □ □ □ □ □ □ 

8 People respect me.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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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서 상태(우울, 불안, 분노) 척도 

   (Patient-Reported Outcomes Measurement Information System, PROMIS) 

1 2 3 4 5 6 7 

Strongly 

Disagree 
Disagree 

Slightly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Slightly 

Agree 
Agree 

Strongly 

Agree 

 

The following is about emotional conditions in the past 7 days. 

Please mark “∨” in the appropriate box. 

No Items Never Rarely 
Some 
times 

Often Always 

1 I felt worthless. □ □ □ □ □ 

2 I felt helpless. □ □ □ □ □ 

3 I felt depressed. □ □ □ □ □ 

4 I felt hopeless. □ □ □ □ □ 

5 I felt like a failure. □ □ □ □ □ 

6 I felt unhappy. □ □ □ □ □ 

7 
I felt that I had nothing to look forward 

to. 
□ □ □ □ □ 

8 I felt that nothing could cheer me up. □ □ □ □ □ 

9 I felt fearful. □ □ □ □ □ 

10 
I found it hard to focus on anything 

other than my anxiety. 
□ □ □ □ □ 

11 My worries overwhelmed me. □ □ □ □ □ 

12 I felt uneasy. □ □ □ □ □ 

13 I felt nervous. □ □ □ □ □ 

14 I felt like I needed help for my anxiety. □ □ □ □ □ 

15 I felt anxious. □ □ □ □ □ 

16 I felt tense. □ □ □ □ □ 

17 I was irritated more than people knew. □ □ □ □ □ 

18 I felt angry. □ □ □ □ □ 

19 I felt like I was ready to explode. □ □ □ □ □ 

20 I was grouchy. □ □ □ □ □ 

21 I felt annoyed.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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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eign pilots’ acculturative stress 

and factors affecting mental health 

 

Jung, Eun ji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mental health of foreign pilots working 

in Korea and factors affecting mental health; the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coping style, perceived social support, 

organizational support.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design 

was used for the present study.  

The participants were foreign pilots working in K airline of Korea. 

Data was collected from March to June in 2017 through the online 

survey. The 21-item Situation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SAFE) Acculturation Stress scale, the short form of 

Coping Strategies Inventory(CSI) (16 items), the 12-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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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 the 

8-item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POS), the 8-item 

Flourishing Scale(FS), and the 21-item Patient-Reported 

Outcomes Measurement Information System(PROMIS-Depression, 

Anxiety, Anger) were used for the online survey. A total of 131 

foreign pilots of one of the airlines of Korea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in 2017.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ith SPSS WIN 18.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acculturative stress, 

engagement coping style, perceived social suppor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09 ≤ r 

≤ .58, p<.001). The level of mental health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pilots with low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high level of 

engagement coping and high level of perceived social support. The 

level of depression, anxiety and anger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e pilots with high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p<.001). 

The percentages of pilots who have higher depression, anxiety, and 

anger scores than mean of the general population (T-score) were 

8.4%, 6.1%, and 1.5%, respectively.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cculturative stress, engagement coping, and social support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accounting for 

47.3% additional varianc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ccultu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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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xiety, and 

ang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acculturative stress, 

coping style,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of foreign 

pilots. It has significance in that this is the first study for the 

foreign pilots and draw a general attention related to mental health. 

Based on this study, it is important to provide interventions to 

promote mental health among the pilots. 

 

Keywords : Foreign pilot, Acculturative stress, Coping style,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Student Number : 2014-20384 


	I.서 론
	1.연구의 필요성
	2.연구의 목적
	3.용어의 정의

	II.문 헌 고 찰
	1.문화적응스트레스
	2.대처방식
	3.사회적 지지
	4.조직 지원 인식
	5.정신건강

	III.이론적 기틀
	1.개념적 기틀

	IV.연구 방법
	1.연구설계
	2.연구대상
	3.연구도구
	4.자료 수집
	5.자료 분석

	V.연구 결과
	1.일반적 특성
	2.주요 변수의 특성
	3.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4.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5.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 조직 지원 인식의 조절효과

	VI.논의
	VII.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Abstract


<startpage>10
I.서 론 1
 1.연구의 필요성 1
 2.연구의 목적 4
 3.용어의 정의 5
II.문 헌 고 찰 9
 1.문화적응스트레스 9
 2.대처방식 13
 3.사회적 지지 17
 4.조직 지원 인식 20
 5.정신건강 22
III.이론적 기틀 26
 1.개념적 기틀 26
IV.연구 방법 28
 1.연구설계 28
 2.연구대상 28
 3.연구도구 29
 4.자료 수집 33
 5.자료 분석 34
V.연구 결과 35
 1.일반적 특성 35
 2.주요 변수의 특성 38
 3.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41
 4.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43
 5.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 조직 지원 인식의 조절효과 47
VI.논의 49
VII.결론 및 제언 55
참 고 문 헌 57
부 록 81
Abstract 98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