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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으로 이주하여 근무하고 있는 한국간호사는 미국 실무법에서 규정한 

등록간호사의 역량을 갖추고 간호실무 표준에 부합하는 간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의 간호실무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장벽을 극복해야 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고, 미국의 사회관습에 적응하며 미국문화에 

익숙해져야 하는 문화적응 과정을 겪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경력, 문화적응, 도착시 연

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

하여 검증하고, 각 변수들 간의 직·간접경로의 효과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자는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간호사로서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한 176명이었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작성하여 인터넷 설문사

이트를 통해 2012년 2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중 170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문화적응은 Barry (2001)의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로, 조직의 지지는 Eisenberger 등(1986)이 

개발하고 Guzzo 등(1994)이 발췌하여 사용한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로, 상급자와 동료의 지지는 Caplan 등(1980)이 만들고 최가영

(2000)이 발췌하여 사용한 도구로, 간호역량은 Schwirian (1978)의 

Six-Dimension Scale of Nursing Performanc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9.2와 LISREL 8.54를 이용하여 공변량 구조방정식모

형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3개의 외생변수 즉 도착시 연령, 문화노출기간, 

간호경력과 3개의 내생변수 즉, 문화적응,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역

량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설적 모형의 적합지수(GFI=.0835, AGFI=0.727, NFI=0.853, 

PGFI=0.503, RMSEA=0.059)는 최적수준에는 못 미치고, 8개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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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5개의 경로만 유의하였고, 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찾기 위해 모형의 

수정을 진행하였다. 

2) 수정모형에서는 잠재변수 1개와 경로 1개를 삭제하고 도착시 연령에

서 간호역량으로 가는 경로를 추가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

(GFI=0.898, AGFI=0.806, NFI=0.855, PGFI=0.473, RMSEA= 

0.024)와 Q plot, 카이 자승이 향상되었고, 7개의 경로 중 5개가 유의

하였다.

3)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준 유의한 변수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경력, 문화적응, 도착시 연령이었고, 이 변수들은 간

호역량을 67.1% 설명하였다. 

4) 문화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준 변수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경

력, 도착시 연령이었으며, 이 변수들은 문화적응을 47.4% 설명하였다. 

5)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간호경력은 문화적응을 통해 간호역량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미국 간호경력이 증

가할수록, 문화적응이 잘 될수록 간호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간호사의 문화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간호역량,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경력, 문화적응, 재미 

한국간호사, 구조방정식 모형 

학   번 : 2002-3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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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의 국가간 이동과 외국간호사 고용은 최근 간호계의 국제적 이슈

가 되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간호사 부족국가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필리

핀, 인도, 중국과 같은 아시아계 간호사가 미국으로 이주해 가고 있다(Lin, 

2009). 미국 기존의 간호사는 고령화되어가고 간호대학 학생의 졸업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미국 간호사의 장기적인 수급전망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Buerhaus & Auerbach, 2011). 

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s of Nursing(NCSBN, 2010)에서는 

2008년 미국 전체간호사 2,596,599명 중에서 5.6%에 해당하는 간호사가 

외국에서 교육받은 간호사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 한국간호사는 

3,800여명으로 전체 외국간호사의 2.6%에 해당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국간호사가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NCLEX -RN) 시험을 통과하면 등록

간호사(Registered Nurse) 자격을 가지게 되며, 미국 간호실무법(Nurse 

Practice Act)에서 정한 등록간호사의 역량(competence)에 부합하는 간호

를 수행하여야 한다. 미국 간호실무법에서는 등록간호사의 역량을 “공중보

건과 안전, 복지의 맥락 안에서 실무에서 역할을 수행할 때에 기대되는 지

식과 인간관계 기술, 의사결정과 정신운동적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NCSBN, 2011, p12). 또한  전문직으로서의 책무와 간호실무

를 적용하는 과정, 대상자의 옹호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실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과 보조인력을 감독하는 책임에 대해 표

준을 설정하고 있다(NCSBN, 2011).

미국에 온 아시아계 간호사는 미국이라는 다른 문화권에 적응해야한다. 

다른 문화권은 생활방식, 언어, 가치관, 규범과 그 외 문화적 특성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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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Leininger & McFarland, 1995). 또한 미국의 간호실무에 적

응하기 위해서 언어장벽을 극복해야 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고, 

미국의 사회관습에 적응하고 미국문화에 익숙해져야 하는 문화적응 과정을 

겪는다(Yi & Jezewski, 2000; Lin, 2009).

문화적응은 다면적인 변화과정이며 이민자가 자신의 종족의 문화정체성

과 주류사회 문화정체성에 가치를 두는 정도에 따라 동화, 분리, 통합, 주변

화의 대처전략을 가지게 된다(Berry & Kim, 1988). 이러한 문화적응 전략

에는 이민국 도착시 연령과 거주기간,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Berry, 2001; Lee & Green, 2010). 선행연구에서 문화적응이 잘되

면 업무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시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Leong (2001)

의 연구에서 미국에 이민 온 아시아계  회사원의 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상급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나 해외주재원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으면 문화적응이 촉진되고, 사회적 지지는 업무성과

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Park, Wilson, & Lee, 2004; Rhoades & 

Eisenberger, 2002; Takeuchi, Wang, Marinova, & Yao, 2009).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조직과 상급자, 동료를 통해서 지지가 제공되

는 것인데(Park et al., 2004). 간호사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으로부

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간호업무의 성과가 좋고(Laschinger, 

Purdy, Cho, & Almost, 2006) 상급자와 동료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도가 

클수록 업무성과가 좋다고 보고되었다(Abu Al  Rub, 2004; Amarneh, 

Abu Al-Rub, R. F., &  Abu Al-Rub, N. F., 2010).

또한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새로운 문화와 실무에 적응하는데 영향

을 미친다.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국간호사가 근무지에서 동료로 부터 받는 

지지는 이들이 미국 근무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Liou & 

Cheng, 2011; Jose, 2010; Yi & Jezewski, 2000). 외국간호사들이 미국 

간호실무와 미국문화로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병원에서 물질적 지지, 정

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면 적응이 촉진되고 이직률이 낮아지는 효

과가 있었다(Aderian, Rich, Gonzalez, Peterson, Jost, & Gabrie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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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wi & Xu, 2009). 

미국에 취업한 외국간호사의 미국 간호경력 기간과 체류기간이 증가할수

록 문화적응 수준이 높아지고(Ea, Iyzhaki, Ehrenfeld & Fitzpatrick, 

2010), 독일에 취업한 한국간호사의 간호경력이 사회적 지지에 강하게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김란, 김창숙, 김영재, 박인순과 박명희, 2003).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한 한국간호사의 취업국에서의 간호실무능

력은 취업국에서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한국에서의 경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있다(홍경자, 윤순녕과 강창희, 

2004; Yi, 1993).  

이상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새로운 나라에 이주한 사람은 문화

적응 과정을 겪게 되며 문화적응 정도가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 도착시 연령, 거주기간, 연령은 문화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외취업간호사의 취업국에서의 경력과 

사회적 지지는 관련성이 있고, 경력은 문화적응과 업무성과에도 영향을 미

친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간호사를 대상으로 문화적응

과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비롯한 관련 요인과 간호역량과의 관계에 대

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재미 한국 간호사의 간호역

량을 증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직· 간접적 관계를 규명

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한국간호사의 미국으로의 진

출을 증진시키고,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을 증진시키는 간호중재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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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

하고 모형과 실제자료 간의 적합도를 검증함으로써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

호역량에 대한 타당한 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

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2) 가설적 모형과 실제자료 간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3)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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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의

1) 간호역량 (nursing competence)

“전문적 실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 개인적 능력의 조

합”이며(O' Shea, 2002, p.175) 본 연구에서는 Schwirian (1978)의 6개 

영역 간호성과 측정도구(Six-Dimension Scale of Nursing Performance 

[6-D Scale])로 리더십, 위기간호, 교육/협동, 계획/평가, 인간관계/의사소

통, 전문직 발전의 6개 영역을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문화적응 (acculturation)

“특정 문화권의 사람이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됨으로써 태도와 행동이  수

정되어가는 과정이다”(Moyerman & Forman, 1992). 본 연구에서는 

Barry (2001)의 동아시아인 문화적응 측정도구(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at work)

“사회적 지지는 타인, 특히 개인에게 주는 지원과 보호”이며(Langford, 

Bowsher, Maloney, & Lillis, 1997)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조직의 

지지와 상급자의 지지, 동료의 지지”를 말한다(Park et al., 2004). 본 연구

에서는 조직의 지지는 Eisenberger, Huntington, Hutchison, 과 Sowa 

(1986)가 개발하고 Guzzo, Katherine, 과 Elron (1994)이 발췌하여 사용

한 지각된 조직의 지지(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POS]) 측정도

구와 Caplan, Cobb, French, Van Harrison, 과 Pinneau (1980)의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 문항 중 최가영(2000)이  사용한  상급자와  동료의 지지 측

정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 6 -

4) 도착시 연령 (age of arrival)

미국에 도착 할 당시의 연령으로 미국에 도착한 년도에서 출생 년도를 뺀 

숫자이다.

5) 거주기간 (US residency)

미국에 거주한 총 기간을 년 수로 표시한 것이다.

6) 연령(age)

2012년에서 출생 년도를 뺀 숫자로 현재의 연령을 말한다.

7) 간호경력(nursing experience)

미국에서의 경력 기간을 년 수로 표시한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미국내 한국간호사 진출이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에서 인터넷 설문에 응한 간호사들이다. 그

러므로 연구의 결과를 미국 전역 또는 미국 외 다른 나라로 이주한 한국간

호사에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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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1. 간호역량 

역량은 영어의 “competence”를 번역한 용어로서 사전에 의하면 어떤 일

을 잘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능력,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간호

역량은 간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

미한다. 간호역량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Cowan, 

Norman, & Coopamah, 2005), “competence”와 “performance”가 혼용

되어 사용되고 있다(McMullan, et al., 2003). 그러나 총체적인 관점에서 

“역량은 전문적 실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 개인적 능력

의 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O' Shea, 2002, p175). 간호역량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간호역량에 대한 개념이 분석되어 역량의 특

성과 동의어들이 제시되었다. 이들 동의어들은 지식, 행동, 전문직표준, 내

적규제, 계속 발전하는 역동성이다(Axley, 2008). 미국의 간호실무법에서

는 등록간호사의 역량을 “공중 보건과 안전, 복지의 맥락 안에서 실무에서 

역할을 수행할 때에 기대되는 지식과  인간관계 기술, 의사결정과 정신운동

적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NCSBN, 2011, p12).

간호역량은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역량을 평가할 때 영역을 나

누게 된다. Benner (1984)는 간호사의 역량을 돕기, 교육, 진단과 환자 모

니터링,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관리, 중재, 질 관리, 조직 업무역

할의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Schwirian (1978)은 다면적인 간호성과

를 측정하기 위해 6개 영역 간호성과 측정도구(Six- Dimension Scale of 

Nursing Performance)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리더십, 위기간호, 교육과 

협력, 계획과 평가, 인간관계/의사소통, 전문직 발전의 6개 영역에 52개 항

목으로 구성되었다. 6개 영역은 미국간호협회에서 규정한 미국 등록간호사

의 환자간호에 대한 실무표준과 윤리적 수행, 교육과 협동, 의사소통, 평가, 

리더십과 같은 전문직 수행 표준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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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 Association, 2010).  

6개 영역 간호성과 측정도구는 1978년에 간호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

발된 이후 최근까지도 다양한 분야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사용되

었다(Abu Al Rub, 2004; Gardner, 1992; Schwirian, 1981;  Takase, 

2011). 최근에는 이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역량을 측정한 연구(Klein & 

Fowles, 2009; Meretoya, Leino-Kilpi & Kaira, 2004; Rafferty & 

Lindell, 2011)들이 시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수행

과 업무수행(권경자, 주민선과 김정아, 2009), 간호실무능력(홍경자 등, 

2004), 간호성과(이은숙 등, 2012)를 측정한 연구가 있다. 

미국 간호대학 졸업반학생 391명을 대상으로 6개 영역 측정도구를 이용

하여 간호역량을 연구한 결과 간호역량 점수가 4점 만점에 3.29점이었고

(Klein & Fowles, 2009), 간호교육 과정별 졸업간호사의 역량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편입과정을 마친 간호사가 4점 만점에 2.67점, 기존의 정규과정 

졸업간호사가 2.77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Raffery & Lindell, 2011). 이 

도구를 이용하여 미국병원에 근무하는 미국인 간호사(n=263)의 업무성과 

점수는 3.27점이었고 학사 출신 비율이 높은 외국인 간호사(n=40)의 평균 

점수는 3.31점이었다(Abu Al Rub, 2004). 

한편 홍경자 등(2004)의 연구에서는 미국에 취업한 한국간호사 42명을 

대상으로 6개 영역 간호성과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실무능력을 측정한 

결과 4점 만점에 3.31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한 한국간호사(n=50)

의 평균 간호실무능력 점수 2.75점 보다 높았다. 외국에 취업한 한국간호사

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국 임상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많을수록 간호

실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임상경력, 연령, 종

교, 관리직 경력은 전체 간호실무능력이나 하부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Schwirian (1978)의 6개 영역 간호성과 측정도구를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대학병원 간호사(n=316)의 간호업무수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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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만점에 2.60점이었고(김정아, 2003) 김미란(2008)의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3.7이었다. 권경자 등(2009)의 연구에서는 3.67점, 이은숙 등

(2012)의 연구에서는 밤번 고정근무자 3.64점, 교대 근무자 3.61점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간호역량에 대해 주로 6개 영역 간호성과 측정도구

를 사용하였으며 용어는 간호업무수행, 간호실무능력, 간호업무성과로 사

용되었다. 최근에 와서 ‘업무성과’보다는 ‘간호역량’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업무성과’, ‘간호실무능력’, ‘간호수행’이 

‘간호역량’과 같은 개념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해외에 취업한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은 미국에 근무한 간

호사는 4점 만점에 3.31점으로 우수한 편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근무 간호

사의 간호역량 점수보다 2.75점 보다 높았다.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

점수는 미국의 학사출신 외국간호사와 동일하였고, 미국의 간호사보다 높

았으며 한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간호역량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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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문화적응

인간은 다른 문화에 노출되면 그 동안 익숙하게 사용하던 모든 신호체계

를 잃어버림으로써 불안을 느끼는데 이것을 문화충격이라 한다(Orberg, 

1960). 문화적응은 문화배경이 다른 개인과 집단이 만난 후에 태도, 감정, 

신념과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다면적인 과정이다(Zane & Mak, 2003). 

Berry (1980)의 문화적응모델에 의하면 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에 접하

면서 동화, 분리, 통합, 주변화와 같은 다양한 대처전략을 이용하면서 적응

하게 된다. 동화는 거주하는 나라의 문화적 가치, 실천, 행동을 강하게 받아

들이지만 자신의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분리는 자신들

의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를 고수하면서 주류 문화를 거부하는 대처전략이

다. 통합은 자신이 원래 속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전

략이고, 자신의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를 포기하면서 주류문화를 받아들이

지도 않는 대처전략은 주변화 전략이다. Sam과 Berry (2010)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주류사회는 이민자들의 문화와 접촉하면서 다문화 주의, 용광

로, 분리주의, 배타주의와 같은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Fig. 1).  

문화이론가들은 통합과 동화를 문화적응 과정의 긍정적인 결과로 보며

(Berry, 2008) 통합이 더 나은 순응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이것이 두 문

화 모두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이고 주변화는 두 문화 어느 곳에서 

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하여 순응하는데 위험을 안게 된다(Sam & Berr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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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cculturation strategies in ethnocultural groups and the 

larger society

Reference: Sam, D. L., & Berry, J. W. (2010). Acculturation: When Individual 

and Group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Mee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4),472-481, 477p    

Barry (2001)는 Berry (1978)의 문화적응 모델을 기반으로 아시아 이민

자의 문화적응 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동아시아인 문화적응 측정도구(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를 개발하였다. 도구개발 연구에

서 동화와 분리간, 통합과 주변화간에는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통합과 동화

는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미국내의 거주기간은 동화와 통합과 상관관계

가 있었다(Barry, 2001). 미국에 이민 온 베트남족의 문화적응 양상은 연령

과 미국 도착시 연령, 미국 거주기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보고되

었다(Lee & Green, 2010) 

선행연구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도착시 연령과 거주기간은 문화적응양상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계 미국인의 경우(Lee, Sob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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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gillo, 2003) 도착시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적응 대처전략을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착시 연령이 10대인 집단은 동화전략을, 20대인 

집단은 통합전략을 30대인 집단은 분리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통합

전략 군은 20대 후반에 미국에 도착했고 미국인들이나 한국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다른 두 집단들 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rth 

(2011)의 연구에서도 한국인 이민자의 미국 도착시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

적응 수준이 높고 거주기간과 문화적응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도착시 연령

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인기 이민자는 도착시 연령에 따라 제2언어 습득이 영향을 받고 도착시 연

령이 낮을수록 언어습득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Dekeyser, Alfi-Shabtay, 

& Ravid, 2010).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중심적인 문화

요소로서(Brooks, 1986) 의사소통 능력은 어휘, 문법, 발음 등의 표면적인 

언어적 표현은 물론이고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문화적 표현, 비언어적 요

소, 의사소통기술 등에 대한 모든 지식을 포함한다(이두원, 2001). 한국과 

미국은 문화와 의사소통 양식에서 맥락이 서로 정반대 이므로(Hall, 1959) 

한국 간호사가 미국에서 언어장애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한국간호

사는 미국의 의료현장에서 언어적응 외에도 간호실무에서의 차이와 인간관

계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여서 적응을 하게 된다(Yi & Jezewski, 

2000). 이명선(1998)의 연구에서 미국근무 한국간호사가 경험하는 간호실

무에서의 차이는 환자가족의 역할, 병원내 직종 간의 역할과 인간관계, 직

급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평등한 관계, 자기중심적인 동료들, 문제해결 방식

에서의 차이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적응하여 

간호사로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민자들의 문화적응과 업무성과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Shim (1991)의 연구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직장인의 개인적 자질과 

미국에서의 문화적 적응수준이 업무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

였다. 또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근무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회사원의 문

화적응 수준이 높으면 상급자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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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g, 2001). 이같은 현상은 해외주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났다. 해외주재원의 심리적적응, 직무적응, 문화적응(Harison & 

Shaffer, 2005), 문화민감성과 언어능력(Born, Mol, Willemsen & Van 

Der Molen, 2005), 일반적 적응과 직무적응(Tacheuchi et al., 2009)은 업

무성과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문화적응은 다면적인 과정이며 적응에는 통합, 분리, 동

화, 주변화의 전략이 있다. 미국 이민자의 문화적응에는 도착시 연령과 거

주기간, 연령이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응은 업무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한국간호사의 미국에서의 문화적응에  도착시 연령

과 거주기간, 연령이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응은 업무성과, 즉, 간호역량에

도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각 요인들 간의 직·간접적 

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제들이 도출되고, 이를 개념화한 것은 Figure 2

와 같다.

  

명제 1: 도착시 연령은 문화적응에 영향을 준다.

명제 2: 미국 거주기간은 문화적응에 영향을 준다.

명제 3: 연령은 문화적응에 영향을 준다.

명제 4: 문화적응은 간호역량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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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and nursing 

competence

2)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타인, 특히 개인에게 주는 지원과 보호”이다(Langford et 

al., 1997). 사회적 지지의 특징은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지지이다(Shirey, 2004).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위에 언급한 네 가

지의 지지가 조직의 정책, 상급자, 동료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다(Park et 

al., 2004).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직무적응과 이직, 조직몰입, 직무성과에 영향

을 미친다(Eder & Eisenberger, 2008;  Laschinger et al., 2006; Park et 

al., 2004; Rhoades & Eisenberger, 2002; Shanock & Eisenberger, 

2006; Takeuchi et al., 2009). 지각된 조직의 지지는 관리적 행위들과 조

직의 정책들로부터 나오고 조직의 보상과,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

인 일터를 조성한다(Boylston & Burnett, 2010). 간호 관리자에게 있어서 

지각된 조직의 지지가 높을수록 태도, 근무성적 수준과 건강수준이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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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은 감소하였으며, 조직과 관리 지지는 간호사 만족과 소진에 영향을 미

친다고 밝혀졌다(Laschinger et al., 2006). 미국인 간호사인 경우 상급자

와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지각한 간호사의 업무성과가 높았고, 외국

간호사인 경우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업무성과와 순상관관계에 있었다

(Abu Al Rub, 2004). 교육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각된 

상급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긍정적 직무성과가 높았고 부정적 직무성과가 

낮았다(Hall, 2007). 한편 뉴욕지역의 외국인 간호사가 지각하는 상급자와 

동료의 지지는 이직의도와 역상관관계에 있고, 조직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ae, 2012). 미국 하와이로 이민 온 필리핀 간호사가 동족의 

간호사로부터 지지를 받음으로 이민으로 인한 요구에 대해 덜 힘들게 느낀

다고 하였다(Beechinor & Fitzpatrick, 2008).   

이민자나 해외주재원이 현지문화에 적응하는데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

할을 한다. 해외주재원이 지각한 조직의 지지는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다(Kraimer, Wayne, & Jaworski, 2001). 사회적 지지는 외국으로 유학 온 

대학원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주고(Zhou, Jindal- Snape, Topping, & 

Todman, 2008),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 이민자의 문화적응에도 중요한 역

할을 한다(Cui, 2011; 노하나, 2006). 중국에 파견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와 관련된 지각된 조직의 지지는 직무적응과 직무성과에 

순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직무적응은 정서적 몰입을 촉진하고 이것은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었다(Takeuchi et al., 2009). 호주에 이민 

온 전문직종사 중국인 214명은 호주 직장에서 문화적응하는데 같은 종족 

동료의 지지, 호주인 동료의 지지,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가 이들 이민자들

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Lu, Samaratunge & Harttel, 

2011).  

또한 미국에 이주한 한국간호사와 외국인 간호사가 직장에서 사회적 지

지를 받으면 적응이 촉진된다. Yi와 Jezewski (2000)는 한국간호사가 미국 

병원에서 적응하는데는 직장에서의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많은 도움을 준

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간호사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병원 취업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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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같은 지역의 한국간호사를 소개해 주고 미국간호사와 짝을 지어 일하

도록 해서 미국문화와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제안하였다. 더욱이 이시기에는 병동 동료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고, 

병원의 행정적지원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적응후

기에는 미국식 문제해결방식,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Yi & Jezewski, 2000). 

 미국 병원에 취업하는 한국간호사를 위한 이행(transition)프로그램의 

효과가 보고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국간호사에게 병원차원의 행정적 

지지를 제공되고 의사소통 교육과 미국간호사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통해 

동료의 지지가 증진되도록 하여 한국간호사의 만족도를 높아졌으며 상급자

와 환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되었다(Boylston et al., 2010).

Matiti 와 Taylor (2005)는 미국에 온 한국간호사는 교육수준이 높고 능

숙한 임상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병원 관리자들이 한국에서 온 간

호사의 교육과 실무수준을 파악해서 맞춤식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하였다. 이런 방식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미국 간

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행되며, 또한 전문직관이 뚜렷한 경력이 많

은 한국인 간호사를 새로 오는 한국간호사의 멘토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제안하였다(Kim-Godwin, Baek, & Wynd, 2010).

외국 간호사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지지는 이행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국가 간 실무차이에 대한 교육과 언어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Xu, 2007). 미국에 온 외국 간호사들은 

미국 실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동료로 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적응을 돕기 위해 언어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소통 

기술, 병원정책, 절차들, 새로운 기술들,  문화다양성과 같은 문화적 이슈를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에서 다루어 주기를 희망하였다(Jose, 2010).  

병원의 간호관리자는 팀워크를 위해 다양한 문화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의 문화의 가치, 규범, 문화적 

편견을 인식하고 소수민족 간호사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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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hizar, 2004). 미국 내 간호사와 외국간호사는 그들 사이에 문화적 

갈등은 최소화하고 서로의 관계 증진되는 것을 원했고 외국간호사가 질적

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인력관리 부서에

서는 외국간호사와 국내 간호사 모두에게 문화적합성 훈련을 제공하여 의

사소통을 증진해야 하며 외국 간호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야 한다고 제시하였다(Carney, 2005).

이상을 요약하면 지각된  조직의 지지, 상급자와 동료의 지지는 업무성과

나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며, 간호경력

은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으

로 이주한 간호사의 적응과 직무성과에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큰 역

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무성과 즉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채택하고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여 명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개념화하였다(Figure 3).

명제 5: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에 영향을 준다.

명제 6: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간호역량에 영향을 준다.  

Figure 3.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t work and 

nursing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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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경력

Benner (1984)의 이론에 의하면  간호사는 경력을 쌓으면서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성장해 간다. 간호사가 “경험”을 축적하면, 생생한 실무지식과 정

련되지 않은 이론적 지식의 사이에서 혼합된 임상지식을 발전시키게 된다. 

능숙하고 탁월한 간호사는 여러 환자 사례의 파라다임들을 묶음으로 발전

시켜 과거의 구체적인 상황을 사용하여 환자 각각의 상황에 접근한다. 과거

의 구체적인 경험은 전문가의 지각과 행동을 가이드하고 상황에 대해 신속

하게 지각하게 한다. 

간호사의 경력이 간호역량이나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보고가 되었다(장연희, 조윤수와 곽미정 2008; 하나선 & 최정, 

2010; 박진아, 2008). 또한 미국의 보건간호사(n=124)와 대만 간호사

(n=383), 요르단 간호사(n=640명)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경력과 간호

역량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졌다(Bigbee, Otterness, & Gehrke, 2010; 

Mrayyan & Al-Faouri, 2008; Tzeng, 2004). 그러나 본국에서 경력을 쌓아

서 전문가가 된 간호사도 미국으로 이주해 와서 근무할 경우 다시 초보자나 

진보된 초보자로 되돌아간다(Tregunno et al., 2009). 이들은 미국에서 경력

을 쌓으면서 다시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것은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간호실무가 다르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나라에 와서는  본인

이 가지고 있는 경력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무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Boily et al., 2003; Jose, 2010; Sherman & Eggenberger, 

2008).

재미 한국간호사는 미국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언어에 적응하고 간호실무

에서의 문화 차이를 받아들이고 적응하여 간다. 이명선(1996)은 한국간호

사가 미국 병원에서 근무한지 1년이 되면 영어읽기, 쓰기와 같은 문자적 의

사소통이 원활해지고 2년이 되면 대면적 의사소통이, 4-5년이 되면 말하기

와 비대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게 되고 신체언어를 이해하기까지는 

5-10년의 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재미 한국간호사는 2-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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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적응단계를 거치면 대부분 다른 미국간호사와 동등한 간호를 할 수 있

다고 지각한다. 그러나 동료 간호사와 환자와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

고 미국식 문제해결 방법을 배우는 데에는 5-10년이 더 걸린다고 하였다

(Yi & Jezewski, 2000).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에 취업한 한국간호사의 간

호실무능력, 즉 간호역량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에서의 임상경력에 따른 취

업국에서의 간호실무능력, 간호역량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취업국

에서의 경력은 10년 이상인 간호사가 10년 이하인 간호사보다 간호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홍경자 등, 2004). 

12명의 재미 한국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미국 간호실무에 

적응하는데 한국에서의 경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i, 1993). 그러나 캐나다 간호사가 미국에 적응하는데 필리핀 간호사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본국에서의 경력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Beechinor & Fitzpatrick, 2008)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간호사의 경력은 그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들이 보고되었다. 미국의 소아과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근무기간이 15

년 이상인 간호사에게서 근무기간이 15년이하인 간호사보다 지각된 조직

의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acey, Teasley & Cox, 2009). 또한 

서독에서 근무하는 한국간호사의 사회적 지지에는 경력이 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다(김 란 외, 2003). 미국으로 이민 온 필리핀 간호

사의 경우 문화적응은 중간정도 수준이었고 문화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직

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거주기간과 미국에서의 경력이 문화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a, Griffin, L'Eplattenier, & Fitzpatrick, 

2008). 

결론적으로 간호경력은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경력은 사회적 지지와 관련이 있고, 문화적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간호경력이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일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간

호경력이 간호역량에 영향을 주고 문화적응과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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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관계를 설정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명제들

은 아래와 같고, 도출된 명제들을 개념화한 것은 Figure 4이다.

명제 7: 간호경력은 문화적응에 영향을 준다.

명제 8: 간호경력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준다.

명제 9: 간호경력은 간호역량에 영향을 준다.

Figure 4.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experience and nursing 

competence

또한 간호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적응, 직장에서의 사

회적 지지, 간호경력과의 관계를 개념화한 것은 Figure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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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ocial support at 

work, nursing experience and nursing competence

4) 기타 영향 요인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학력, 결혼 유무(하나선과 

최정, 2010)가 있다. 또한 간호사의 비판적사고(박진아, 2008), 전문직 자

아개념(임은아, 2009), 업무성과에 대한 만족(강경희과 박성애, 2011), 경

력몰입(Mrayyan & Al-Faouri, 2008), 정서적 지능(Beauvais, Brady, 

O'Shea, & Quinn Griffin, 2011)이 간호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도 프리셉터십(Hickey, 2010; 양남영, 한성숙과 유인자, 2005), 멘

토링(Komaratat & Oumtanee, 2009), 자율성과 자원접근성(Germain & 

Cummings, 2010)도 영향요인이며, 피로(Barker & Nussbaum, 2011)는 

간호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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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1.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지지된 명제들을 토대로(Figure 2,3,4,5) 개념틀을 도

식화하였다(Figure 6). 

개념틀에서는 미국 도착시 연령, 문화 노출기간, 간호경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문화적응과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설

정하고 이들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Figure 6.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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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외생변수 3개와 내생변수 3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외생변수는 도착시 연령, 문화노출기간, 간호경력이며 내생변수는 

문화적응과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역량이다. 이들 외생변수는 문화

적응과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라는 내생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 내

생변수들은 간호역량에 영향을 준다(Figure 7).

x1: Age arrived in US

x2: US residency    

x3: Age 

x4: US nursing experience

y1: Assimilation

y2: Separation

y3: Integration

y4: Marginalization

y5: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y6: Supervisor support

y7: Coworker support 

y8: Nursing competence

Figure 7.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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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가설적 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문화적응에 대한 가설

가설1: 도착시 연령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문화노출 기간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간호경력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가설

가설5: 간호경력은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호역량에 대한 가설

가설6: 문화적응은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간호경력은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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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을 설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

대로 영향요인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모형에서 제

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횡단적 구조방정식모형 구축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미국에 있는 한국간호사로 다음의 선정기준에 부합

하는 자이다.    

1) 한국에서 간호교육을 받고 

2) 미국 RN자격을 취득하여

3) 현재 간호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4) 나이가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이다. 

이 기준은 미국에서 외국인 간호사를 지칭하는 국제적으로 교육받은 간

호사(Internationally Educated Nurse[IEN])의 기준과 같은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170명으로 설문사이트로 연결되는 전자메일의 링

크된 설문에 응한 186명의 자료 중 사용하기 부적절한 자료 16명을 제외한 

수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표본 크기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없지만 권장할 

만한 수준은 150-200명 정도면 무난하다(배병렬, 2005). 또한 가장 보편

적 추정법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ML]을 사용할 때 적절한 

최소한의 표본 크기는 일반적으로 100-150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Ding, Velicer, & Halow, 1995)는 점을 고려하여 표본 수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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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간호역량

간호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Schwirian (1978)이 만들고 황지원(1997)

과 홍경자 등(2004)이 사용한 6개 영역 간호성과 측정도구(6 Dimension 

Scale of Nursing Performanc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간호사의 지도

력, 위기간호, 교육/협동, 계획/평가, 대인관계/의사소통, 전문직발전의 6개 

영역에 총 5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개발 당시 전문직발전 하부영역

의 항목은 전문직 활동의 횟수를 기록하는 것이었으나 황지원(1998)의 연

구에서 척도항목으로 수정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각 각의 간호행위를 ‘매우 잘 한다’ 4점, ‘잘 한다’ 3점, ‘잘 못한

다’ 2점, ‘매우 잘 못한다’ 1점으로 표기하는 4점 척도도구로서 점수가 높을

수록 간호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외의 선행연구(Abu Al Rub, 2004; 

Meretoya, 2004; Raffery & Lindell, 2011)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79 ~ .978 범위였고, 국내 연구(김미란, 2008; 이은숙 등, 

2012; 홍경자 등, 2004)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이 .91 ~ .99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75였다.

2) 문화 적응

Berry (1978)의 문화적응 모델을 기반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의 문화적 적

응을 측정하기 위해 Barry (2001)가 개발한 동아시아인 문화적응 측정도

구(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9개 문항으로 동화 8문항, 분리 7문항, 통합 5문항, 주변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7점 척도로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는 노하나(2007)가 번역하여 사용한 5점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각의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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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각 카테고리의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의 각 하부 영역

이 한 요인에 대해 한 방향성을 같게 하기 위해  분리와 주변화 항목은 역코

딩하였고, 본 연구를 위해 한국어로 번역된 도구를 역번역하여 원도구와 비

교한 후 사용하였다.       

Barry (2001)가 개발한 원척도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동

화 .77, 분리 .76, 통합이 .74, 주변화 .85였고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동화 .70,  분리 .72, 통합.72, 주변화가 .77이였다

(노하나, 2007).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동화 .905, 분

리 .795, 통합 .879, 주변화 .924 이었다.   

3)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조직의 지지, 상급자의 지지, 동료의 지지가 포

함된다. 지각된 조직의 지지 도구(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POS])

는 Eisenberger 등(1986)이 개발한 POS 도구를 Guzzo 등(1994)이 발췌

하여 사용한 항목 7개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각 각의 조직의 지지에 대

해 “매우 강하게 동의한다” 7점부터 “매우 강하게 부정한다” 1점으로 표기

하는 7점 척도 도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조직의 지지가 많음을 나

타낸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7 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872였다.

상급자와 동료의 지지 측정도구는 Caplan 등(1980)의 사회적 지지 도구 

문항 중 최가영(2000)이 사용한 상급자와 동료의 지지 각 6문항을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각 지지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

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으면 상급자와 동료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

한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상급자의 지지 .89와 

동료의 .87이었다(최가영, 2000).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상급자의 지지는 .904, 동료의 지지는 .9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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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를 측정하는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795-.975

를 보였다(Table 1).

Table 1. Cronbach's Alpha Coefficient of the Scales

Variables No. of Items Cronbach's  α

Nursing competence 52 .975

Leadership 5 .832

Critical care 7 .796

Teaching/Collaboration 11 .916

Planning/Evaluation 7 .881

IPR/Communication 12 .924

Professional development 10 .935

Acculturation

Assimilation 8 .905

Separation 7 .795

Integration 5 .879

Marginalization 9 .924

Social support at work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7 .872

Supervisor support 6 .904

Coworker support 6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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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1) 예비조사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간호사 5명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문항을 이

해하기 어렵거나 인터넷상에서 응답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는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15~20분이 

소요되었다. 

2) 본 조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인터넷기반 설문조사 프로그램인 서베이몽키

(SurveyMonkey: http://ko.surveymonkey.net/MySurveys.aspx)를 이용

하여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조사자가 인터넷 상에서 설문지를 작성하

고, 설문이 링크된 전자메일을 연구참여자에게 보내서 링크사이트에서 직

접 설문에 응답하게 하는 조사방법이다. 응답된 설문은 설문사이트에 자동

으로 모이고 응답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201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 까지 총 

121건의 전자메일을 발송하였고 이 중 12건이 반송되었다. 이 메일에는 연

구자에 대한 소개, 연구의 제목과 연구 참여대상의 선정기준, 연구 참여의

사를 묻는 내용, 연구참여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였다. 또한 

다른 간호사에게 메일을 보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청하였고 참여를 동

의한 사람에게는 본 설문조사 메일을 발송하였다.  

본 자료수집 기간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인 2월 8일부터 3

월 7일까지 총 28일 간이었다. 실제 설문조사를 위하여 설문이 링크된 147

건의 전자메일을 2012년 2월 8일에서 2월 17일 사이에  발송하였고 그 중 

12건이 반송되었다. 한국간호사가 많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와 뉴욕, 시카고의 연구보조원을 통해서도 설문 참여대상자에게 설문이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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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된 전자메일을 보내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이 링크된 전자메일에 다

른 한국간호사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뉴욕과 남

가주한인간호협회의 회장에게는 key gate person의 역할을 요청하여 협회

임원이나 지역 간호학과 동문에게 메일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설문 링크를 열면 연구에 대한 설명과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 내용과 응답자가 설문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이 보이

고 참여에 동의하는 사람은 실제 설문에 응답을 시작하게 된다. 설문의 시

작부분에서 연구대상자가 연구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5개 질

문에 답하는데 모두 “네”라고 답변하면 실제 설문조사가 시작되고 1개의 

질문이라도 “아니오”라고 답변을 한 경우는 설문조사가 더 이상 진행이 되

지 않게 구성되었다. 설문을 완성한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는 5불짜리 스타

벅스 기프트카드를 메일로 보냈다. 설문에 모두 응답하면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전자메일 주소를 적는 란이 나타나고, 기록한 사람에게는 스타벅스회

사의 전자기프트 카드발송 시스템에 의뢰해서 감사의 글과 함께 카드가 전

달되었다. 

본 설문링크에 접속한 사람은 309명이었고 설문을 완성한 사람은 186명

이었으며, 이 중 사용할 수 없는 자료 16개를 제외한 170개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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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AS 9.2 Version과 LISREL 8.54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1. 측정변수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으로 파악하였다.

2.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

준편차를 포함하는 기술통계 분석과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점을 검정

하기 위하여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3.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4.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검증은 LISREL 8.54를 이용하여 가설적 모형

의 적합도 및 가설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구조방정식을 통해서 모형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정식모형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측정

오차가 없는 잠재요인을 발견하고 회귀분석으로 잠재요인 간을 연결하는 

방법이다(김계수, 2011).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은 다변량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

법(Maximum Likelihood[ML])을 이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은 정규성을 기

본가정으로 하나 여러가지 다변량정규성의 위반에 대해 강건하므로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못하면서 심한 비정규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선호되는 분

석방법이다(배병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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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전체 대상자는 170명이었고 전원이 여성이었다. 평균연령은 45.4년이었

다. 그 중에서 30대가 54명(31.8%)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49명((27.8%)이

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115명(69.4%)이었고, 종교는 기독교가 100명

(58.8%), 종교가 없는 사람이 221명(12.4%)이었다. 최종학력은 학사가 97

명(56.3%)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학사가 43명(24.4%)이었다. 한국에서의 

경력은 평균 4.8년이었으며 그 중 5년 이하가 106명(62.4%)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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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 =170)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Age 25~29 12 7.1 45.3 ±11.5　

30~39 55 32.4

40-49 33 19.4

50-59 46 27.1

　 ≥60 24 14.1 　

Sex Female 170 100.0

Male 0 0

Marital status Married 115 69.4

　 Others 55 30.6 　

Education Associate 41 24.1

BSN 96 56.5

　 MSN higher 33 19.4 　

Religion None 21 12.4

Protestant 100 58.8

Catholic 39 22.9

　 Other 10 5.9 　

Years worked in 

Korea
<5 106 62.4 4.8±4.7　

5 - 9 44 25.9

10 - 19 13 7.6

　 ≥20 7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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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경험에 대한 특성

대상자가 미국에 도착한 시기는 2000년에서 2012년 사이가 95명

(55.9%)으로 가장 많았고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도착한 사람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였다. 미국 도착시 연령은 평균 29.4세였으며 20대가 108명

(63.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7명(27.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미

국 거주기간은 평균 15.9년이었고 10년 이하가 88명(51.8%)으로 가장 많

았다. 미국에서의 경력은 5년 이하가 72명(40.9%)으로 가장 많았으며 

6~10년이 35명(19.9%)이었다.

근무를 하고 있는 지역은 캘리포니아 주 72명(42.4%), 뉴욕 주 65명

(37.1%) 순이었다. 대상자가 일하고 있는 기관의 성격은 급성치료병원이 

121명(7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35명(79.4%)으

로 가장 많았다.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35.4시간이었으며 40시간 이상 전일제로 근무하

는 간호사가 77명(4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35~39시간 근무

하는 간호사가 50명(29.2%)이었다. 근무형태는 낮근무 고정이 107명

(62.9%)으로 가장 많았고, 밤근무 고정도 38명(22.4%)으로 대상자의 1/5

이상이 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수입은  평균 82328

불이었으며 5만~9만불이 98명(57.3%)으로 가장 많았고, 10만불 이상인 

사람은 48명(28.1%)이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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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Experiences in US                      (N=170)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Arrival year to US 1970~1979 28 16.5

1980~1989 25 14.7

1990~1999 22 12.9

2000~2012 95 55.9

Age arrived in US 20~29 108 63.5 29.4 ± 6.02

30~39 47 27.6

　 ≥40 15 8.8 　

US residency <10 79 46.2 15.9 ± 12.142

10-19 30 17.5

20-29 23 13.5

≥30 38 22.2

Years worked in US < 5 56 32.9 12.3 ± 11.21

5~9.9 43 25.3

10~19.9 24 14.1

20~29.9 28 16.5

　 ≥30 19 11.2 　

Work place location(state) California 72 42.4

New York 63 37.1

　 other 35 20.6 　

Types of organization Acute care hospital 121 71.2

Nursing home and skilled care center 11 6.5

Home health agency 8 4.7

　 other 30 17.7 　

Job title Staff nurse 135 79.4

Middle management/nurse manager 15 8.8

Clinical specialist 9 5.3

　 Other 11 6.5 　

Work hours per week <30 34 19.9 35.4 ± 10.26

30~34 9 5.3

35~39 50 29.2

　 ≥40 77 45.0 　

Pattern of duties Straight days 107 62.9

Straight nights 38 22.4

　 Other 25 14.7 　

Annual earnings <50000 24 14.0
82141.03 ± 

32240.02

50000 - 99990 98 57.3

　 ≥100000 48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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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변수의 기술적 통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는 Table 4와 같

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5.27세로 최저연령은 27세, 최고연령은 65세이

었다. 미국 도착시 연령은 평균 29.4세이며 최저 21세에서 최고 50세였다. 

미국 거주기간은 평균 15.87년이고 최단기간 2년에서 최장기간 41년 사이

였다. 미국경력은 평균 12.26년으로 최저 1년에서 최고 40년 사이였다. 

지각된 조직의 지지는 총점 7점 중 평균 3.99점이었고, 상급자의 지지는 

총점 5점 중 평균 3.87점, 동료의 지지는 평균 4.14점으로 동료의 지지가 

가장 높았다. 문화적응은 동화가 총점 5점 중 2.60점, 분리 3.06점, 통합 

3.53점, 주변화 4.04점이었다. 분리와 통합은 역코딩하였으므로 통합이 가

장 높은 점수이다. 간호역량은 총점 4점 중 평균 3.31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속변수들의 정규분포 여부를 파악하기위해 왜도

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왜도와 첨도는 자료점들의 분포형태를 나타내 주는 

측도로서 이 값들이 0에 가까움은 표본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접됨을, 절

대 값이 2를 넘으면 정규분포를 벗어남을 뜻하며 심각한 비정규성의 기준

은 일변량 왜도 지수의 절대 값이 3, 일변량 첨도지수의 절대값이 1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Chou & Bentler, 1995; Hu, Bentler & Kano, 1991; 배병

렬, 2005).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 중 미국 도착시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왜도, 

첨도의 절대 값이 2를 초과하지 않았고, 미국 도착시 연령도 심각한 비정규

성을 판단하는 절대 값 10에는 훨씬 못 미치므로 표본은 정규분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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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All Variables                     (N=170)　

Variables Mean(SD) Range Min Max Skewness Kurtosis

Personal characteristics

Age 45.27(11.98) 27 65 0.049 -1.388

Age arrived in US 29.40(6.02) 21 50 1.535 2.242

US residency 15.87(12.14) 2 41 0.607 -1.168

Years worked in US 12.26(11.21) .1 40 0.885 -0.437

Social support at work　

Perceiced organizational  
support 3.99(0.67) 1 - 7 1.9 5.0 -0.091 0.017

Supervisor support 3.87(0.67) 1 - 5 1.5 5.0 -0.292 -0.138

Co-worker support 4.13(0.58) 1 - 5 2.3 5.0 0.671 1.118

Acculturation　

Assimilation 2.60(0.78) 1 - 5 1.0 5.0 0.411 0.608

Separation 3.06(0.63) 1 - 5 1.4 5.0 -0.294 0.178

Integration 3.53(0.72) 1 - 5 1.2 5.0 -0.211 0.012

Marginalization 4.04(0.65) 1 - 5 1.0 4.0 -0.374 0.109

Nursing  competence　 3.31(0.41)　 1 - 4 2.2 4.0 0.1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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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조

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각 변수들의 순상관관계와 역상관관계를 확

인하기 위해 분리와 주변화 점수는 역코딩하기 전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간호역량은 거주기간(r=.43, p<.001), 연령(r=.33, p<.001), 경력(r=.42, 

p<.001), 동화(r=.48, p<.001), 통합(r=.52, p<.001), 조직의 지지(r=.29, 

p<.001), 상급자의 지지(r=.54, p<.001), 동료의 지지(r=.33, p<.001)와 순

상관관계이고, 도착시 연령(r=-.22, p=.005), 분리(r=-.20, p=.010), 주변

화(r=-.28, p<.001)와는 역상관관계이다.

도착시 연령은 연령(r=.15, p=.006), 주변화(r=.17, p=.028)와 순상관관계

이고, 거주기간(r=-.35, p<.001), 간호경력(r=-.28, p<.001) 동화(r=-.17, 

p=.030)와는 역상관관계이다. 

거주기간은 연령(r=.87, p<.001), 간호경력(r=.90, p<.001), 동화(r=.34, 

p<.001), 통합(r=.29, p<.001)과 순상관관계이고, 주변화(r=-.23, p=.002)

와 역상관관계이다. 

연령은 간호경력(r=.81, p<.001), 동화(r=.27, p<.001), 통합(r=.23, 

p=.002)과 순상관관계이고 분리(r=-.15, p=.046), 주변화(r=-.16, p=.043)

와는 역상관관계이다.

간호경력은 동화(r=.37, p<.001), 통합(r=.30, p<.001)과 순상관관계이

고 분리(r=-.19, p=.012), 주변화(r=-.23, p=.002)와는 역상관관계이다.

동화는 통합(r=.69, p<.001), 조직의 지지(r=.24,p =.002), 상급자의 지

지(r=.28, p<.001), 동료의 지지(r=.18, p=.018)와 순상관관계이고 분리

(r=-.60, p<.001), 주변화(r=-.25, p<.001)와는 역상관관계이다. 

분리는 주변화(r=.20, p=.008)와 순상관관계이고, 통합(r=-.57, p<.001), 

조직의 지지(r=-.21, p=.006), 상급자의 지지(r=-.19, p=.014), 동료의 지

지(r=-.15, p=.047)와는 역상관관계이다.

통합은 조직의 지지(r=.27, p<.001), 상급자의 지지(r=.31, p<.001),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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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지지(r=.20, p=.009)와 순상관관계이고, 주변화(r=-.29, p<.001)와 

역상관관계이다.

주변화는 조직의 지지(r=-.26, p<.001), 상급자의 지지(r=-.33, p<.001), 

동료의 지지(r=-.15, p=.046)와 역상관관계이다.

조직의 지지는 상급자의 지지(r=.45, p<.001), 동료의 지지(r=.73, 

p<.001)와 순상관관계이며 상급자의 지지는 동료의 지지((r=.45, p<.001)

와 순상관관계이다.      

다변량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분산팽창

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VIF])를 측정하여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다. 분산팽창계수는 어떤 변수의 고유분산(unique variance)에 대한 총분

산의 표준화된 비율을 의미하며, 만일 총분산이 고유분산보다 10배 더 크다

면, 즉 VIF가 10보다 크면, 변수는 다른 변수에 대해 중복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배병렬, 2005).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분산팽창계수를 측

정하였고 VIF는 1.246~5.156으로 10이 넘는 수치는 없었으므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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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y1 y2 y3 y4 y5 y6 y7 y8 x1 x2 x3 x4

y1 1

　

y2 -.60*** 1

<.001
  　

y3 .69*** -.57*** 1

<.001 <.001 　

y4 -.25*** .20** -.29*** 1

<.001 .008 <.001 　

y5 .24** -.21** .27*** -.26*** 1

.002 .006 <.001 <.001 　

y6 .28*** -.19** .31*** -.33*** .45*** 1

<.001 .014 <.001 <.001 <.001 　

y7 .18* -.15* .20*** -.15* .73*** .45*** 1

.018 .047 .009 .046 <.001 <.001 　

y8 .48*** -.20* .52*** -.28*** .29*** .54*** .33*** 1

<.001 .010 <.001 <.001 <.001 <.001 <.001 　

x1 -.17* .01 -.15 .17* -.02 -.16 .06 -.22** 1

.030 .894 .060 .028 .775 .035 .475 .005 　

x2 .34*** -.15 .29*** -.23** .06 .13 .09 .42*** -.35*** 1

<.001 .050 <.001 .002 .425 .103 .225 <.001 <.001 　

x3 .27*** -.15* .23** -.16* .05 .05 .13 .33*** .15* .87* 1

<.001 .046 .002 .043 .489 .536 .097 <.001 .048 <.001 　

x4 .37* -.19* .30*** -.23** .03 .14 .07 .42*** -.28*** .90*** .81***  1

<.001 .012 <.001 .002 .687 .061 .389 <.001 <.001 <.001 <.001 　

Note.  *p <.05, **p <.01, ***p <.001    

y1: Assimilation, y2: Separation, y3: Integration, y4: Marginalization, y5: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y6: Supervisor support, y7: Coworker 

support, y8: Nursing competence, x1: Age arrived in  US, x2: US Residency, 

x3: Age,  x4: US Nurs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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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적 모형의 검증

1) 모형의 인정가능성

모형 구조방정식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와 미지수를 비교한다. 

자유도는 모형의 간명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수의 수를 뺀 나머

지로 모수의 수가 적을수록 모형은 아주 간명함을 나타낸다.

자유도(d.f.) =정보의 수-미지수(경로계수의 수)=k(k-1)/2-t

여기서, 정보의 수=k(k-1)/2, 미지수의 수=t, k=측정변수의 수

   

모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측정변수 x, y가 제공해주는 정보의 수가 추정

되는 미지수(모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김계수, 2011).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는 12개이므로 정보의 수는 12(12-1)/2=66이고 

미지수는 15이므로 자유도는 d.f.=12(12-1)/2-15=51이다. 본 연구의 모

형은 정보의 수(66)가 미지수의 수(15)보다 크므로 모형은 안정되어 있고 

자유도는 5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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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측정변수가 몇 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확인적인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은 이론적인 배경 하에서 변수

들 간의 관계를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연구자의 지식에 근거하여 내재된 요인차원 및 가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김계수, 2011). 

요인분석에서 측정변수 간의 관계는 배후에 숨겨져 있는 적은 수의 잠재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잠재요인은 잠재변수와 

같은 의미이다(김계수, 2011). 요인분석에서 요인부하량으로 수렴타당도를 

검토하는데, 요인부하량은 요인이 해당변수를 설명해주는 정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0.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고 

0.5를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11)

본 연구에서는 단일 측정지수를 제외한 변수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문화노출기간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연령 .967, 미국거주기간 

.967로 문화노출기간을 93.57% 설명하였다. 문화적응 측정변수들의 요인

부하량은 동화 .871, 분리 .806, 통합 .869, 주변화 .460이었으며 문화적응

을 53.35% 설명하였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

량은 지각된 조직의 지지 .886, 상급자의 지지 .726, 동료의 지지 .885이었

으며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69.83% 설명하였다. 이론변수 중 요인부하

량의 절대 값이 주변화가 .460인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노출기간, 문화적응,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요인부하량은 0.5 이상이므로 요인들이 해당 변

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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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actor Loading and Total Variance Explained for the 

Convergent Validity of Latent Variables

Latent variables Measurable variables
Factor

loading

Total variance

explained

Period of

cultural exposure  
US residency .967

93.57

Age .967

Acculturation Assimilation .871

53.35

Separation .806

Integration .869

Marginalization .460

Social support at 

work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886

69.83
Supervisor support .726

Coworker support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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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적합성 평가

공분산 구조방정식모형이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모

형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적합성 평가는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성을 평가하

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 기초 모델에 대한 제안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 제안 모형

의 적합수준, 즉 모형의 복잡성과 객관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간명적합지수

(Parsimonious Fit Measures)들을 이용한다(김계수, 2011). 

절대적합지수 중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GFI])는 주어진 

모형이 전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회귀분석에

서 다중상관치(R²)와 관련이 있다. 이 지표는 엄격하게 다변량 정규분포의 

위반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GFI= 1-오차변량/전체변량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AGFI])는 GFI를 확장

시킨 것으로 GFI를 모델 내의 자유도를 이용하여 조정한 값이다.

증분적합지수 중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NFI])는 기초모델에 

대해 제안모델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NFI = χₒ² - χp²/ χₒ²
(χₒ²= 기초모델의 카이자승치, χp²= 제안 모델의 카이자승치)

이상의 적합지수들은 0.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 

간명적합지수 중 간명기초적합지수(Parsimonious Goodness-of-Fit 

Index[PGFI])는 숫자가 높을수록 우수한 모형이다(배병렬, 2011).

표준화 잔차는 잔차 행렬의 각 원소들을 표준화시킨 값이고 Z-Score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절대값이 2.58이상 이면 잔차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표

준화 잔차는 전체 잔차 수의 25%를 넘지 않아야 모형 적합에 문제가 없다

(Anderson & Gerbing, 1988).  

Q-plot의 기울기가 1(45도) 보다 크면 모형이 매우 적합되고 있음을 의

미하며, 1에 가까우면 적절하게 적합되며 1보다 작으면 전반적인 모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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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가 결여되었음을 의미한다(배병렬, 2005).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은 모형을 표본이 아닌 모집단에서 추정하는 경우에 기대되는 

적합도를 의미하며 0.05에서 0.08 범위에 있으면 수용할 수 있고, 0.05 이

하이면 매우 잘 적합시킨 것으로 본다(배병렬, 2 005).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기초적합지수(GFI)는 0.835였고 조정적합지수

(AGFI)는 0.727, 표준적합지수(NFI)는 0.853으로 최적수준에는 미치지 못

하였으나 적합성을 보여주었다. 간명적합지수(PGFI)는 0.503으로 0.5 이

상이므로 모형이 간명하다고 할 수 있다(Table 7). 본 연구에서 가설적 모

형의 표준화 잔차는 전체 잔차 78개 중 절대 값이 2.58을 넘는 경로는 19개

로 전체 잔차의 약24%였으며, 25%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표준화 잔차를 

기준으로 한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Q plot의 기울기는 1에 못 미치고 선상

정렬에서 벗어나 있었다(Figure 8). 

Table 7. Fitness Statistics for Hypothetical Model

Contents Evaluation criteria Value of hypothetical model

Chi-Square 167.045

p p≥.05 p< .001

GFI  ≥.90 0.835

AGFI  ≥.90 0.727

NFI  ≥.90 0.853

PGFI  ≥.50 0.503

RMSEA ≤0.05 0.059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PGFI: Parsimony goodness of fit Index :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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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Q plot of standardized residuals of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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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모형에서의 모수추정치

측정모형에서의 모수추정치(Parameter estimate)와 검정통계량인 고정

지수, 다중상관성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for Structural 

Equations[SMC])은 Table 8과 같다. 본 연구에서 모수추정치는 외생변수

와 내생변수의 이론변수에 대한 측정변수가 적절히 선택되었는지를 보여주

는 것이다. 즉 자유특징수가 모형에 필요없다는 것을 귀무가설로 하여 유의

성을 검토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특징 수 추정치는 모두 유의

하여 이론변수에 대해 적절한 측정변수가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Parameter Estimates of Measurement Model for 

Hypothetical Model

Latent

variables

Measurable  

variables

Parameter 

estimates(SE)
T SMC

Age of arrival Age arrived in U.S. 0.572(0.068)** 8.410 0.991

Period of cultural 

exposure
U.S. residency 0.533(0.070)** 7.645 0.975

Age 0.861(0.060)** 14.401 0.999

Nursing

experience
Years worked in U.S. 0.566(0.094)** 6.026 0.709

Acculturation Assimilation 1

Separation 0.613(0.067)** 9.203 0.403

Integration 0.629(0.060)** 10.496 0.495

Marginalization 0.214(0.078)* 2.744 0.449

Social support at 

work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0.751(0.189)** 3.967 0.659

Supervisor support 0.461(0.076)** 6.045 0.326

Coworker support 0.863(0.115)** 7.513 0.795

Nursing

competence
Nursing competence 0.722(0.125)** 5.776 0.536

Note. * p< .05,  ** p< .01, 

SE=Standard Error;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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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론모형에서의 모수추정치

모수치(Parameter Estimate) 검토는 모수치가 연구자가 가정한 방향과 

같게 나타났는지 즉 모수치가 올바른 부호를 가지고 있는지, 수용한계를 벗

어난 위반추정치(offending estimate)가 있는지, 그리고 모수치의 통계적 

유의성 등을 검토하였다(Table 8).

표준오차(Standard error)는 모수치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표준

오차의 크기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반복해서 추출하였을 때 모수치가 

어느 정도나 안정적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알려준다. 표준오차가 적을수록 

모수치가 정확함을 의미한다. 표준오차는 ML(Maximum likelihood)과 

GLS(Generalized Least Square)에 대해 측정변수가 다변량 정규성을 갖

는 조건하에 정확한 값을 산출하지만 다변량 정규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더라도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준편차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병렬, 2011). 

이론모형에서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², SMC)이 

높다는 것은 독립변수들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R²  

이 낮으면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전반적으로 종속변수들이 강력한 독립변수

를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종속변수의 많은 분산이 독립변수에 의

해 설명되지 않고, 교란(disturbance) 또는 잔차(residual)의 분산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종속변수의 R² 이 낮다고 해서 모형이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R² 이 낮아도 적합도는 높을 

수 있다(배병렬, 2011).

본 연구의 이론모형에서 모수추정치, 표준오차, 고정지수, 다중상관성자승

은 Table 8과 같다. 특징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T값의 절대치로 알 수 있으며, 

T는 표준 정규분포(Z통계량)에 가까워 절대값이 1.65이상이면 유의수준 0.1, 

절대값이 1.96이상이면 유의수준 0.05, 절대값이 2.58 이상이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중상관자승은 회귀분석의 R² 과 

같으며 한 개념이 예측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낸다(배병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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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arameter Estimates of Theoretical Model for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Parameter

estimates(SE)
T SMC

Acculturation Age of arrival -0.108(1.540) -0.070 0.480

Period of cultural 

exposure
-0.386(2.247) -0.172

Nursing experience 0.722(0.157)** 4.491

Social support at work 0.293(0.093)** 3.168

Social support at 

work
Nursing experience 0.073(0.092) 0.788 0.152

Nursing

competence
Acculturation 0.288(0.092)** 3.127 0.642

Nursing experience 0.224(0.087)** 2.584

Social support at work 0.358(0.095)** 3.771

Note.* p< .05, ** p< .01, 

SE=Standard Error;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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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Age arrived in US

x2: US residency    

x3: Age 

x4: US nursing experience

y1: Assimilation

y2: Separation

y3: Integration

y4: Marginalization

y5: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y6: Supervisor support

y7: Coworker support 

y8: Nursing competence

Figure 9. Path coefficients of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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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론모형에서 각 예측변수의 효과

본 연구의 예측변수들이 내생변수에 미치는 직접,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

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간접효과(indirect effect)는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 이상의 매개 변수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의미한

다. 간접효과는 매개변수의 비표준화 추정치를 곱해서 얻는다. 총 효과

(total effect)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direct effect)를 더해서 얻는다(배병

렬, 2011).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에 대해 도착시 연령과 문화노출기간은 직접 효과

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간호경력은 문화적응에 대해 직

접효과(0.722), 간접효과(0.014), 총효과(0.736)가 있었고 이 중 직접효과

와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에 대해 직접효과(0.293)와 총효과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간호역량에 대해 도착시 연령과 문화노출기간은 간접효과가 있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문화적응은 간호역량에 대해 직접효과(0.288)

와 총효과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간호경력은 간호역량에 대해 

직접효과(0.224)와 간접효과(0.238), 총효과(0.442)가 있었고 이 중 직접

효과와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간호

역량에 대해 직접효과(0.353), 간접효과(0.057), 총효과(0.415)가 있었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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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on Endogenous Variables  

for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Direct effect (T)

Indirect 

effect(T)
Total effect(T)

Acculturation Age of arrival -0.108(-0.070) -0.108(-0.070)

Period of cultural 

exposure
-0.386(-0.172) -0.386(-0.172)

Nursing 

experience
0.722(4.491)** 0.014(0.778) 0.736(5.012)**

Social support at 

work
0.293(3.168)** 0.293(3.168)**

Social support

at work

Nursing 

experience
0.073(0.788) 0.073(0.788)

Nursing

competence

Age of arrival -0.031(-0.070) -0.031(-0.070)

Period of cultural 

exposure
-0.111(-0.172) -0.111(-0.172)

Acculturation 0.288(3.127)** 0.288(3.127)**

Nursing 

experience
0.224(2.584)** 0.238(0.730) 0.462(2.654)**

Social support at 

work
0.358(3.771)** 0.057(1.956)* 0.415(4.219)**

Note.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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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형의 가설검정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여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적응에 대한 가설

가설1: 도착시 연령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접효과(r =-.018, T=-0.07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

각되었다.

가설2: 문화노출 기간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접효과(r=-.386, T=-0.17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

되었다.

가설3: 간호경력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접효과(r=.722, T=4.49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지지

되었다.

가설4: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접효과(r=.293, T=3.168)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지지

되었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가설

가설5: 간호경력은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접효과(r=.073, T=0.788)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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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역량에 대한 가설

가설6: 문화적응은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접효과(r=.288, T=3.12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지지

되었다.

가설7: 간호경력은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접효과(r=.224, T=2.58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지지

되었다.

가설8: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접효과(r=.358, T=3.77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지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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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정모형의 검정

1) 모형의 수정 과정 

모형의 수정은 모형에서 어떤 모수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간명한 모형

을 얻거나 또는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잠재변수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수정 방법도 사용된다(배병렬, 2005). 

모델의 수정은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LISREL 프로그램이 제시한  수정지

수(Modification Index[MI])에 근거해서 이론적 관계가 유추되는 경로를 

수정하였다. 가설적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문화노출기간에서 문화적응으

로 가는 경로를 제거하였다. 또한 경로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이론적 근거가 약한 간호경력에서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로 가는 경로를 

삭제하였다. 도착시 연령에서 간호역량으로 가는 경로는 도착시 연령과 문

화적응, 간호역량과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추론에 의해 추가하

여 모형을 완성하였다. 

수정된 가설적 모형은 Figure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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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Age arrived in US

x2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x3: Supervisor support              

x4: Coworker support

x5: Years worked in US

y1: Assimilation

y2: Separation

y3: Integration

y4: Marginalization

y5: Nursing competence

Figure 10. Modified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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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수정모형의 적합

도는 기초적합지수(GFI)는 0.835에서 0.898로, 조정적합지수(AGFI)는 

0.727에서 0.806으로, 표준적합지수(NFI)는 0.853에서 0.855로 향상되었

으며, 간명적합지수(PGFI)는 0.503에서 0.473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카이 

자승은 167.045에서 86.281(p<0.001)로 감소하였다. 이중근(RMSEA)은 

0.059에서 0.024로 낮아져 수정모형이 매우 잘 적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

정모형의 표준화 잔차 값은 절대값이 2.58보다 높은 비율이 24%에서 21%

로 감소하였고, Q plot은 1에 더 가까워졌으며 기울기도 향상되었다. 결과적

으로 수정모형의 적합성이 가설적 모형보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Fitness Statistics for Hypothetical and Modified Model

Contents
Evaluation 

Criteria

Value of 

hypothetical 

model

Value of modified 

model

Chi-Square 167.045 86.281

p p≥.05 p<0.001 p<0.001

GFI ≤.90 0.835 0.898

AGFI ≤.90 0.727 0.806

NFI ≤.90 0.853 0.855

PGFI ≥.50 0.503 0.473

RMSEA ≤0.05 0.059 0.024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PGFI: Parsimony goodness of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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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Q plot of standardized residuals of modifi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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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모형의 측정모형에서의 특징 수 추정치

수정모형의 측정변수 중 “동화”를 1로 고정하여 특징수를 추정한 결과 

이론변수인 “도착시 연령”, “간호경력”, “문화적응”,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역량”에 대한 각 각의 측정변수가 모두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Table 12. Parameter Estimates of Measurement Model for Modified 

Hypothetical Model

Latent variables Measurable  variables
Parameter 

estimates(SE)
T SMC

Age of arrival Age arrived in U.S. 0.245(0.081)** 3.022 0.682

Nursing

experience
Years worked in U.S. 0.954(0.054)** 17.583 0.849

Acculturation Assimilation 1

Separation 0.590(0.065)** 9.037 0.402

Integration 0.631(0.058)** 10.800 0.512

Marginalization 0.138(0.076)* 1.803 0.423

Social support at 

work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0.766(0.077)** 9.911 0.674

Supervisor support 0.433(0.075)** 5.752 0.293

Coworker support 0.867(0.079)** 10.940 0.791

Nursing

competence
Nursing competence 0.738(0.103)** 7.165 0.536

Note.* p< .05, ** p< .01, 

SE=Standard Error;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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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모형의 이론모형에서의 특징 수 추정치 

수정모형에서 도착시 연령과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경력은 문화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 변수가 문화적응을 설명하는 설명력

은 47.4%였다. 간호역량의 예측변수인 도착시 연령,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

지, 문화적응, 간호경력은 간호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간호역량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67.1%였다(Table 13).

Table 13. Parameter Estimates of Theoretical Model for Modified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Parameter

estimates(SE)
T SMC

Acculturation Age of arrival -0.650(0.344) -1.890 0.474

Social support at work 0.207(0.079)** 2.611

Nursing experience 0.337(0.074)** 4.531

Nursing

competence
Acculturation 0.315(0.088)** 3.567 0.671

Age of arrival -0.284(0.172) -1.651

Social support at work 0.323(0.091)** 3.559

Nursing experience 0.277(0.083)** 3.339

Note.* p< .05, ** p< .01, 

SE=Standard Error;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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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Age arrived in US

x2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x3: Supervisor support              

x4: Coworker support

x5: Years worked in US

y1: Assimilation

y2: Separation

y3: Integration

y4: Marginalization

y5: Nursing competence

Figure 12. Path coefficients of the modifi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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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모형의 이론모형에서의 각 예측변수의 효과

수정모형에서 예측변수들이 내생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Table 14와 같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0.207), 간호경력

(0.337)은 문화적응에 대해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있었으며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문화적응은 간호역량에 대해 직접효과(0.315)와 총효과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간호역량에 대

해 직접효과(0.323), 간접효과(0.065), 총효과(0.388)가 있었으며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간호경력은 간호역량에 대해 직접효과(0.277), 간접

효과(0.106), 총효과(0.383)가 있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장

에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경력은 문화적응을 통한 간접효과로 인해 간호역

량에 대한 총효과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4.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on Endogenous Variables  

for Modified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Direct effect (T)

Indirect 

effect(T)
Total effect(T)

Acculturation Age of arrival -0.650(-1.890) -0.650(-1.890)

Social support at 

work
0.207(2.611)** 0.207(2.611)**

Nursing experience 0.337(4.531)** 0.337(4.531)**

Nursing

competence
Acculturation 0.315(3.567)** 0.315(3.567)**

Age of arrival -0.284(-1.651) -0.008(-0.340) -0.292(-1.812)

Social support at 

work
0.323(3.559)** 0.065(2.091)* 0.388(4.080)**

Nursing experience 0.277(3.339)** 0.106(2.722)* 0.383(4.548)**

Note. * p< .05, ** p< .01

SE: Standard Error,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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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들 요인들 간의 관계성과 직·간접 영향력을 보여주는 모형을 설

정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 

모형의 타당성을 논의한 후 변수들 간의 관계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 구조방정식 모형    

본 연구는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초점을 두고 Berry의 문화적응 

이론과 Eisenberger의 지각된 조직의 지지와 상급자와 동료의 지지로 구성

되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근간으로 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수정모형에서 외생변수는 미국 도착시 연령,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

경력으로, 내생변수는 문화적응과 간호역량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직·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 수정모형에서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경력, 문화적응, 도착시 연령이 간호역량을 67.1% 설명하고 있어서 설

정된 각 각의 요인들이 간호역량을 통합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간호역량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은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였고 그 다음으로 간호경력, 문화적응 순이었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

지와 간호경력이 간호역량에 대해 직접, 간접 영향을 모두 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은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간호경력이 간호역량

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은 한국간호사가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 경험하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경력, 문화적응과 간호역량과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고 있

다. 한국과는 문화적 맥락과 언어가 다른 미국에서 간호역량을 발휘하는데

는 문화적응이 매개변수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보여준다. 또한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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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사의 삶의 여러 영역 중에서 직장과 관련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고, 미국에서의 문화적응의 결과를 간호역량으로 설정하여 심리적

인 적응보다는 사회적 적응을 부각시킨 모형이다.  

본 모형에서는 연구대상자 측의 영향요인 외에도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

지라는 미국사회 구성원이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성도 검증되었

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조직의 지지와 상급자, 동료

의 지지를 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서 한국간호사를 채용한 기관이나 함께 

근무하는 미국간호사의 지지가 재미 한국간호사의 문화적응과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대해 밝히게 되었다. 또한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미국의 

의료기관과 미국인 상급자와 동료 간호사들이 한국문화에 대해 가지는 태

도와 관련이 있어서(Sam & Berry, 2010) 타문화를 수용하는 다문화주의

가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여준다.  

본 모형은 수용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와 설명력을 보여 재미 한국간호사

의 간호역량을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간호역

량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이 주

요 영향요인인 것을 규명한 점과 문화적응의 매개역할에 대해 최초로 밝힌 

논문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재미 한국간호사의 문화적응

과 간호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선행연구

와 이론에서 이들 변수와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난 전문직 자아개념(임은아, 

2009), 비판적 사고능력(박진아, 2008), 영어구사능력(Brooks, 1986) 등

의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재미 한

국간호사의 간호역량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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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미국 간호경력, 문화적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경력은 문화적응을 통해 간호역량에 간접

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재미 한국간호사는 직장에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간호역량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조직의 지지, 상급자의 지지, 동료의 지지를 측정변수로 사용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간호사가 지각하는 조직의 지지와 업무성과가 관

련이 있다는 연구(Laschinger, 2006)와, 상급자와 동료의 지지가 높다고 

지각한 미국인 간호사와 외국 간호사의 업무성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Abu 

Al Rub, 2004)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지각하는 조직의 지지의 내용은 개인의 안녕에 대

한 관심과 의견 존중, 어려울 때 도움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Eigenberger 

et al., 1986). 따라서 이러한 지지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간호사의 간호역량이 증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상급자와 동료로부터 받는 지지의 내용은 어려울 때 도움 받는 것, 믿어주

고 신뢰하는 것, 개인적인 일에도 관심을 가져 주는 것으로(최가영, 2000) 

한국간호사와 근무하는 상급자와 동료들이 고려해야 할 점들이다. 또한 직

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Johansen, 

2010; 김정희, 현미열과 김숙영, 2009), 직무 만족도를 증가시키며(Lee & 

Cummings, 2008; 이꽃메, 정혜선, 이윤정, 현혜진과 김희걸, 2009), 소진

을 낮추거나(김란 등 2003) 조절해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서(Bobbio, 

Bellan & Manganelli, 2012) 이러한 효과가 간호역량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

적응을 통해 간호역량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 이 결과는 미국에 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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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간호사들의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외국 간호사의 적응에 동료 간호

사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부합하는 결과이다(Yi & 

Jezewski, 2000; Liou & Cheng, 2011). 또한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국간호

사의 조직 사회화에 상급자와 동료의 지지가 영향을 미치고(Bae, 2011), 호

주에 이민 온 전문직 종사자의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상급자와 동료의 지지

가 직무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Lu et al., 2011)와 부합된다. 

재미 한국간호사가 받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주류사회로부터 받는 

지원 중에서 매일의 근무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지지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평균 주 당 근무시간은 35시간으로 직장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

고, 79%가 일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차지

하는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응은 주류와 비주류 구성원이 다 

같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며 다문화주의 태도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

원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 주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긍정

적인 태도이다(Berry, 2008). 따라서 미국의 의료기관이 다문화주의를 정

책에 반영하고 미국직원들이 한국문화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

램을 시행한다면 한국간호사에 대한 지지 증가로 간호역량이 증진되어 질

적인 환자간호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조직의 지지가 근무 기간, 직위, 직급, 고용형태(조주은, 

2005)와 근무양상(김하자와 김정희, 2012)과 같은 고용관련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상급자와 동료의 지지의 선행요인으

로는 학력, 결혼상태(Nissly, Barak & Levin, 2005) 연령, 근무지, 직위(유

미애와 손연정, 2009)로 영향요인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조직의 지지와 상급자, 동료의 지지를 각 각 독립된 요인으로 설정하여 

간호역량의 관련 요인들과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추후 연구를 통해 직장에

서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양한 중재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재미 한국간호사는 미국에서의 경력 기간이 길어질수록 간

호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경력은 간호역량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고 문화적응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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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외국에 취업한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은 취업국에서의 경력과 긍정

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홍경자 등, 2004)와 미국병원에서 일하는 외국간

호사의 경력에 따른 간호역량의 차이를 밝힌 Abu Al Rub (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국간호사가 미국 병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간

호실무를 수용 할 뿐 아니라 미국식 문제해결과 미국식 인간관계 양상을 받

아들이는 데는 5-10년이 걸린다는 연구결과(이명선, 1998)에 근거하여 미

국경력이 평균 12년인 본 연구 대상자는 미국 간호실무에 적응이 된 상태

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경력을 변수로 선정하지 않았

으므로 한국에서의 경력이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에 미치

는 영향과 관계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재미 한국간호사의 미국 간호경력은 문화적응에 직접 영향

을 미치고 문화적응을 통해 간호역량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간호업무의 특성 상 간호실무와 의사소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 대상자뿐만 아니라 의사, 의료팀원들, 동료, 보조원과 매우 다양한 형태

의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또한 의료체계 안에 미국의 문화적인 

요소들이 함께 존재함으로 간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매일 일정시간 동안 적

극적으로 미국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Phinney (2006)는 문

화적응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언어이고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직

장을 다니며 직장에서 이민국 국가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에게서 언어습득

이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력을 쌓는 기간은 언어습득을 

통한 문화적응기간이라고 생각된다. 한국간호사가 미국병원에서 언어장애

를 극복하는 과정은 10년 이상의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이명선, 

1996). 이 기간은 언어적응 뿐 만 아니라 한국과는 다른 간호실무와 간호사 

역할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적응해야하며 환자와 직원들과의 인간관계의 차

이와 미국식 문제해결 방식에도 적응해야 하는 기간으로(Yi & Jezewski, 

2001) 새로운 간호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은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 한국간호사의 미국 문화에의 대처전략은 통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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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통합이 직업적인 성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 중 간호사를 대상으로 문화적응과 간호역

량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드물어서 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다만 아시아계 미국인 회사원과 일반 회사원의 문화적응 수준이 높으면 업

무성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Leong, 

2001; Harrison & Shaffer, 2006; Tacheuchi et al., 2009; Born et al., 

2005). 

통합전략을 쓰는 사람은 영어와 모국어 2개의 언어로 사고하며, 농담이 

가능하고, 미국인과 모국인 친구가 있으며, 양쪽 모두에게서 가치있다고 받

아들여진다고 느끼고, 누구하고나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Barry. 2001) 언어구사능력이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에 취업한 외국간호

사에게 10주간의 발음 교정을 위한 단기 영어교육의 효과는(Shen et al., 

2012)는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통해 통합전략 문화적응을 촉진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인 성인 이민자의 특성인 발음 곤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조기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간호사만을 위한 RN-BSN과정의 이행프로그램에서 영어적

응 프로그램, 문화적 차이 교육, 미국간호사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지

역사회 한국인 교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해준 결과 상급자로부

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Boylston et al., 2010). 이와 같은 문화교육 프로그

램이 확산된다면 한국간호사의 실무적응이 촉진되고 간호역량도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에 이주하는 간호사 개인은 한국인

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미국문화에 대해 수용하는 통합적인 문화적

응 대처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간호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미 한국간호사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

수록, 미국 간호경력 기간이 길수록, 문화적응이 잘 될수록 간호역량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간호경력은 문화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응을 통해서 간호역량에 간접적으로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모형을 통해 재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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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간호사의 간호경력이라는 개인적 특성과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라는 조

직의 요인과 미국문화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화적응의 간호역량에 대한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 구조방정식모형을 기반으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을 더욱 증진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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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는 간호이론, 간호연구, 간호실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

질 수 있다.

첫째, 간호이론 측면에서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경력, 문화적응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

는 모형을 처음으로 개발하였으므로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을 설명하

는 지식확장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둘째,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간호경력, 문화적응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

의가 있다. 또한 개발된 모델은 앞으로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과 관련

된 많은 연구수행에 기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간호중재 전략으로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을 높이

는 것이 필요함을 새롭게 제시한 점이다. 이드 ㄹ중재 전략에 기초하여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게 되면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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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을 설명하는 구조방정식모

형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간호사로서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한 170명이다. 자료수집은 인터넷 

설문 사이트를 통해 2012년 2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은 문화적응은 Barry(2001)의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Cronbach's α=.925), 조직의 지지는  Eisenberger 

등(1986)이 개발하고 Guzzo 등(1994)이 발췌하여 사용한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Cronbach's α=.872)를, 상급자와 동료의 지지는 

Caplan 등(1980)의 도구 중 최가영(2000)이 발췌하여 사용한 상급자와 동

료의 지지 측정도구(Cronbach's α=.904,α=.914)를 사용하였다. 간호역량

은 Schwirian(1978)의 Six-Dimension Scale of Nurse Performance 

(Cronbach's α=.97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9.2와 

LISREL 8.54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행렬을 이용한 공변량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였다.

수정모형은 도착시 연령,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경력을 3개의 외

생변수로 문화적응, 간호역량을 내생변수로 설정하고 5개의 이론 변수와 

10개의 측정변수, 7개의 경로를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정된 가설적 모형의 적합지수는 기초적합지수가 0.898, 보정적합지

수는 0.806으로 표준적합지수는 0.855, 이중근은 0.024로 카이 자승

은 86.281로 적합도가 향상되었고 Q plot과 표준잔차도 향상되었으며 

간명적합지수는 0.473로 저하되었다.

2) 수정모형의 7개의 경로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5개의 경로가 지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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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지지된 경로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경력에서 문화적응

과 간호역량으로 가는 경로와 문화적응에서 간호역량으로 가는 경로

였다.

3)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직장에서의 사회

적지지, 간호경력, 문화적응, 도착시 연령이며 간호역량을 67.1% 설명

하였다. 

4) 문화적응에 영향을 준 변수는 간호경력,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도

착시 연령으로 문화적응을 47.4% 설명하였고 이들 중 직장에서의 사

회적 지지와 간호경력은 문화적응을 매개로 간호역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재미 한국간호사의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경력, 문

화적응은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적응은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경력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간호역량

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인 것이 확인되었다. 재미 한국간호사의 간호역

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 즉 조직의 지지와 상급자, 

동료의 지지가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함으로써 간호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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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언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한국간호사의 미국 간호에의 문화적응을 촉진하기위해서 미국 의료전

달체계, 간호실무법, 간호실무의 차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교육이 간

호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2) 한국간호사를 채용하는 미국의 의료기관에서는 한국간호사의 간호역

량 증진을 위해 문화적응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직장에서의 사회적지지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미국에 이주한 다른 국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본 모형을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4) 재미 한국간호사의 문화적응과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요인인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능력, 영어

구사능력과 같은 요인들을 탐색하여 관계성을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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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d Equation Modeling on Nursing Competence of 

Korean Registered Nurse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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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urses who are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are supposed 

to have competences regulated by Nursing Practice Act and perform 

nursing practice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nursing practice. They 

experienced acculturation process in the US society while adapting 

US nursing practice, overcoming language barrier, dealing with 

discrimination at work, becoming familiar to US customs and 

cultures.

This study primarily aimed to construct and test a nursing 

competence model of Korean Registered Nurses in the US which 

influenced by social support at work, nursing experience, 

acculturation and age of arrival. And the second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of these 

variables.

The measurement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EAAM(Barry, 2001) for acculturation, POS measure developed 



- 101 -

by Eisenberger et al. (1986) and selected by Guzzo et al. (1984), 

supervisor and coworker support scale of Caplan et al. (1980) used 

by Choi (2000), 6-Dimension Scale of Nurse Performance(Schwirian, 

1978) for nursing competence were us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76 Korean RNs working in the US 

who were suitable for inclusion criteria.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through the internet survey site, SurveyMonkey from 

Feb. 8th to March 8th in 2012. The data of 170 Korean RN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9.2 and 

LISREL 8.54 programs to test Structured Equation Model.

The hypothetical model was constructed with three exogenous 

variables: age of arrival, period of cultural exposure, nursing 

experience and three endogenous variables: acculturation, social 

support at work and nursing competen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odel fit indices for the hypothetical model were a little 

lower than the recommended level(GFI=0.835, AGFI=0.727, 

NFI=0.853, PGFI=0.503, RMSEA=0.059) and five of the eight 

pathway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l modification was 

proceeded to find out more fittable model.

2) Modified model was constructed with deleting one latent variable 

and one pathway and adding one new pathway, age of arrival to 

nursing competence. The model fit indices for the modified 

model were improved(GFI=0.898, AGFI=0.806, NFI=0.855, 

PG9999FI=0.473, RMSEA=0.024) and Q plot and χ² were 

improved. Five out of seven pathways were supported.

3) Social support at work, nursing experience, acculturation and 

age of arrival had direct effects on the nursing compet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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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RNs in the US and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67.1% of  nursing competence.

4) Age of arrival, nursing experience and social support at work 

had direct effects on acculturation and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47.4% of acculturation. 

5) Social support at work and nursing experience had indirect 

effects to nursing competence through acculturation. 

This study revealed that more social support at work, longer US 

nursing experience and integrated acculturation predict high nursing 

competences of Korean RNs in US. To improve the nursing 

competences of Korean RNs, the systematic social support at work 

should be provided. And the strategic plans to enhance acculturation 

of the Korean RNs has to be established. 

Key words: Nursing Competence, Social Support at Work, Nursing 

Experience, Acculturation, Korean RN in the 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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