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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문화적

차이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간호를 제공할 수 있

는 문화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 문화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는 문화역량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영향요인을 고려

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횡문화간호체험모델과 불안·불

확실성 관리이론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간호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문

화역량과 영향 요인이 포함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변수간의 경로를

검증하였다.

간호사의 문화역량과 관련된 변수는 근간 이론과 문헌고찰을 근거로

선정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외생변수는 다문화경험, 자문화중심주의적 태

도, 조직의 문화역량지지였으며, 내생변수는 문화간 불안, 문화간 불확실

성, 대처전략, 문화역량이었다. 다문화경험,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 조직

의 문화역량지지가 문화간 불안과 불확실성, 그리고 대처전략을 통해 간

호사의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근무자로, 외

국인 환자 10명 이상을 간호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273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SPSS와 AMOS 통계분석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45.886, χ2/df=1.835, GFI=.966, AGFI=.926,

CFI=.853, SRMR=.049, RMSEA=.055로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 경로에 대한 15개 가설 중 12개 경로에 대한

가설이 지지되었다.

간호사의 문화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문화경험,

조직의 문화역량지지, 문화간 불안, 문화간 불확실성, 대처전략이었고, 이

들 변수가 간호사의 문화역량을 52.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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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문화역량은 다문화 간호에 관한 교육을 통한 관련 지식 전

달과 직·간접적인 다문화경험의 확대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외

국인 환자를 돌보면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 사례와 해결 방법을 공유하고 조직 차원에서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지원하여 외국인 환자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간호사, 외국인 환자, 문화역량, 구조모형

학 번 : 2011-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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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외국 국적의 장, 단기 체류자는 2013년 말 기준 157만 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3% 수준이며(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외국

인 정책 관련 환경변화 미래예측’보고서(2006)에서는 2050년까지 국내체

류 외국인이 9.2%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상우, 2010에서 재

인용). 정부에서 2009년에 외국인 환자 진료를 위한 법적기준을 마련함

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 수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기준 외국인 환자 수는 188개 국가의 15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외국인 환자에게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준비도 필요하다. 상

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 진료센터를 개설하여 담당자

를 고용하거나 전문 통역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환자 식단을 개발하

는 등의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성동효, 진기남과 김

장묵, 2012). 일찍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선진국에서는 의료진의 문화역

량(cultural competence)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Anderson, Scrimshaw, Fullilove, Fielding, & Normand, 2003), 최근 국

내에서도 의료인의 문화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역량은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신념, 가치, 행동, 관습

등을 이해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능숙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Campina-Bacote, 2006; Papadopoulos, 2006), 외국인 환자

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이

다. 그러므로 의료 인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돌보는 주체인 간호사는 외국인 환자의 문화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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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역량을 갖

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 수준은

외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선희, 2013; 오원옥,

2011; 채덕희, 박윤희, 강경화와 이태화, 2012). 간호사들은 외국인에 대

해 중립적, 수용적,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이나윤, 이은남과 박은

영, 2013), 외국인 환자를 간호하면서 심리적, 혹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

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형숙, 하수정, 박정하, 유지형과 이상

화, 2014).

간호사의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개인적, 심리적 특

성부터 조직적 특성까지 매우 다양한데, 김선희(2013)는 문화간호에 대

한 교육요구, 관심정도, 그리고 외국인 환자 돌봄 경험이 문화간호 효능

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Capell, Dean, &

Veenstra, 2008)와 문화간 불안(Quine, Hadjistravropoulos, & Alberts,

2012)도 문화역량에 영향을 준다고 조사되었다. 채덕희 등(2012)은 외국

어 수강경험과 유창성, 외국인과의 업무경험, 교육, 지침서 구비 등의 자

원 보유가 간호사의 문화역량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자율

성 결여와 관계갈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문화역량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간호사의 문화역량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포괄하는

이론적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문화역량에 대한 여러

이론적 모델 중 문화역량 모형(Purnell & Paulanka, 1998)은 문화가 다

른 대상자를 사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을 포함한다. 문화역량과정모형

(Campinha-Bacote, 2010)에서는 문화역량이 문화적 욕구로 인해 문화적

인식, 지식, 기술과 경험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문화역량 발전

모델(Papadopoulos, Tilki, & Taylor, 1998)에서는 문화적 인식, 지식, 민

감성, 역량이 순환적 구조를 띤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존 모델들은 문화

역량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유용하지만 영향요인과 과정, 결과를 포함하

지 않기 때문에 문화역량과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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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재에 적용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한편, 횡문화간호체험모델은 개인이 다른 문화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적응을 통해 개인과 전문적 성장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도식화

하였다(Ryan, Twibell, Brigham, & Bennett, 2000; Ryan & Twibell,

2002). 모델에서 다른 문화경험과 전문적 성장을 각각 외국인 환자 간호

경험과 문화역량으로 보고 모형에 제시된 다른 요소인 개인의 태도, 선

행경험, 사회적지지, 감정적 반응, 대처 등의 요소를 문화역량의 영향요

인으로 본다면 문화역량과 영향요인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적 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횡문화간호체험모델에서는 문화

경험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감정적 반응으로만 제시하여 지식과 경험부

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지적 반응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

여 불안·불확실성 관리이론(Gudykunst, 1995)에서는 다른 문화권 사람과

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이 모두 관리되어

야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횡문화간호체험모델과 불안·불확실성 관리이론을

기반으로 간호사의 문화역량과 영향요인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문화역량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문화역량과 영향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형

을 구축한다.

둘째, 가설적 모형과 자료간의 적합도를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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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다문화경험

다문화경험(multicultural experience)은 다른 문화권에서 소요된 시

간, 문화배경이 다른 대상자에 대한 태도 및 그들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의미한다(Endicott, Bock, & Narvaez, 2003). 본 연구에서는 Narvaez와

Hill (2010)이 개발한 다문화경험 척도(multicultural experiences

questionnaire, MEQ)에서 다문화 경험에 대해 측정한 점수이다.

2)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ethnocentric attitude)는 문화적 우월감으로

다른 문화를 수용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집단 혹은 문화를 기준으로 다

른 이들이 속한 집단이나 문화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Neuliep,

2002). 본 연구에서는 Neulipe (2002)이 개발한 일반적 자문화중심주의

척도(generalized ethnocentrism scale, GENE)로 측정한 점수이다.

3) 조직의 문화역량지지

조직의 문화역량지지(organizational cultural competency support)는

자신이 속한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다른 문화를 존중

하고 문화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혹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

다(Balcazar, Suarez-Balcazar, & Taylor-Ritzler, 2009). 본 연구에서는

Balcazar 등(2009)이 개발한 문화역량 평가 도구(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 instrument-UIC, CCAI-UIC)의 조직의 지지 영역의 문항으

로 측정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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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간 불안

문화간 불안(intercultural anxiety)은 문화배경이 다른 대상자와의 상

호작용에서 편안하지 않고 긴장되며 걱정되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우려의 감정이다(Gudykunst, 1995). 본 연구

에서는 Stephan과 Stephan (1985)이 개발한 그룹간 불안 척도

(intergroup anxiety scale: IAS)를 Duronto, Nishida와 Nakayama (2005)

가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5) 문화간 불확실성

문화간 불확실성(intercultural uncertainly)은 문화배경이 다른 대상자

와 만남에서의 결과나 과거의 행동을 설명하는 예측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Gudykunst와 Nishida (1986)가 개발

한 low and high-context measure of attributional confidence 도구를

Duronto 등(2005)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6) 대처전략

대처전략(coping strategy)은 개인이 인지하는 현재 상태와 개인이 갈

망하는 상태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 순환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상황변화, 협상, 가

치저하, 회피, 증상완화의 전략을 포함한다(Edwards, 1992). 본 연구에서

는 Edwards와 Baglioni (1993)가 개발한 사이버네틱 대처척도

(cybernetic coping scale, CCS)를 Brough, O’Driscoll와 Kalliath (2005)

가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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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역량

문화역량이란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문화적 신

념과 행위 및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하

는 과정으로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민감성과 이를 수행하는

기술을 포함한다(Papadopoulos, 2006). 본 연구에서는 Chae와 Lee

(2014)가 개발한 한국 간호사의 문화역량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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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간호사의 문화역량

문화와 역량의 사전적 의미로 문화란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

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의미하며, 역량이란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을 뜻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13). 즉, 문화역량은 주류문화와 차별성을

갖고 있는 다른 문화집단의 생활양식 및 욕구를 이해하고 이에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역량은 문화간(cross-culturally)에 효과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의미하며(Diller, 2010),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문화역량은 문화간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하는

일관적인 전문행동과 태도 및 조직의 정책을 의미한다(Cross, 1989). 타

학문에서 문화역량과 동일한 맥락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소수민족에 대한

실무에서 민족역량,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까지 다양하며, 보건의료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는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인식, 간문화적 능력 등이 있

다(Andrews & Boyle, 2007). 국내 문헌에서는 문화역량을 문화적 유능

감(최원희, 최혜지와 최연선, 2008), 문화적 수용능력(고진강과 고선강,

2009)이라고 하였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간호학,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의 학

문을 중심으로 문화역량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Suh, 2004). 간호

학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1974년에 다문화간호협회가 발족되었고, 1980년

대에 들어 미국 간호협회는 간호대상자의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Andrews & Boyle, 2007). 미국 간호협회는

다문화사회인 미국에서 문화와 관련 지식을 쌓는 것이 환자 돌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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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기 때문에 간호교육에 문화적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을 권고하였고

1990년도에 들어 문화간호에 대한 교육지침과 가이드를 출판하였다

(Sargent, Sedlak, & Martsolf, 2005).

조직차원에서의 문화역량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되어 미국 보건성에는

의료기관에서 문화와 언어적으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표준(the national standards for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appropriate services in health care, CLAS standards)을 발표하였다(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minority health,

2001, 2014). 캐나다 정부에서도 이주민의 건강증진을 정책적 우선사업으

로 지정하였으며(Commission on the Future of Health Care in Canada,

& Romanow, 2002), 영국, 호주에서도 이주민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문화적으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필수적 요소로 정의하며, 관련

정책과 인력개발 및 교육에 힘쓰고 있다(백지은, 2011).

간호학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처음 주장한 학자는 간호학자이자 문화

인류학자인 Leininger (1984)로 간호수행 시 문화적으로 적합한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eininger (1991)는 문화돌봄이론에서 문

화적으로 적합한 간호란 ‘대상자의 질병과 장애 유무 혹은 임종을 앞두

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들의 문화적 신념에 맞게 의미 있는 간호를 제

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후 문화역량에 대한 개념은 문화역량 모형(Purnell & Paulanka,

1998), 문화역량과정모형(Campinha-Bacote, 2010), 문화역량 발전모델

(Papadopoulos et al., 1998) 등에서 구체화되어 왔다. Purnell과

Paulanka (1998)의 문화역량 모형은 간호사정 시 고려해야 할 12가지 영

역을 제시하였다. 도식화된 모델에서 큰 원 안쪽에는 여러 개 원이 위치

하여 국제사회, 사회, 가족, 개인을 의미하며 가장 안쪽 원은 12개의 부

채꼴모양으로 간호 실무에서 고려되어야 12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영역

은 전반적 문화와 문화유산, 커뮤니케이션, 가족의 역할, 문화적응과 언

어장벽, 문화에 따른 생태, 고위험 행동, 영양, 임신과 육아, 임종의식,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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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건강관리 행위, 건강관리 실무자를 포함한다. 원의 하단에는 문화에

대한 무의식적 무능, 의식적 무능, 의식적 유능, 무의식적 유능 순의 문

화역량 개발단계를 제시하였다.

Campinha-Barcote (1991)는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문화적 대면이 모여 문화역량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이후, 문화적 욕구의

개념을 추가하고(Campinha-Bacote, 1998),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문화

역량이 문화적 대면에서 비롯되어 문화적 인식, 지식, 기술,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확장된다는 문화역량과정모델(Campinha-Bacote, 2010)

을 발표하였다.

Papadopoulos 등(1998)은 문화역량발전모델에서 문화역량을 대상자의

문화적 신념과 행위 및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능력을 고려하며, 효과적

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으로

보고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민감성, 문화역량을 순환하는 형

태로 도식화하였다. 이 모델에서 문화적 인식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

과 신념을 인지하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전문적 배경을 탐색하는 과정

이다. 문화적 지식은 의료전문가가 대상자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속한 문화의 건강관련 신념과 치

료행위, 문화적 가치 및 인류학적 특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문화적 민감

성은 간호 대상자를 치료적 파트너로 고려하고, 신뢰, 수용, 존중, 공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며, 문화역량은 이러한 문화적 인식, 지식, 민감성이

융합되어 문화적으로 적절한 건강사정, 진단, 임상기술을 수행하는 것이

다(Papadopoulos et al., 1998; Papadopoulos, 2006).

문화역량은 문화가 다른 대상자를 간호할 때 필수적인 간호역량이다.

간호사의 문화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역량과 관련 요인을 파악

하고 문화역량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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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다문화경험

Narvaez와 Hill (2010)은 다문화경험을 다른 문화와 관련된 이전경험

과 이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다문화경험이라고 정의하고, 인간은 다

문화경험을 통해 사고방식의 변화, 견해의 확대, 인지적 유연성의 증가를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지적 유연성은 윤리적 민감성과 더불어 전문

가의 윤리적 행동수행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전문가 집단의 다문화경험은 크게 직무 외 개인생활을 통해 얻은 개

인적 경험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전문적 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혜지, 2011). 개인적 경험에는 외국여행 경험, 외국거주 경험, 외

국어 수강 경험, 외국어 능력, 외국인 친구 유무 등이 있으며(박명화와

박은아, 2013; Arasaratnam, 2006), 전문적 경험에는 외국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으로 의료서비스 종

사자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의 접촉경험, 외국 의료인과의 접촉경험, 전

공교육기간 중 다문화관련 교육경험, 다문화관련 직무교육 및 세미나참

여 횟수와 시간, 다문화서비스기관에서의 근무기간 등이 있다(채덕희 등,

2012; Sodowsky, Kuo-Jackson, Richardson, & Corey, 1998).

문화경험은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과 전문적인 경험의 구분 없이 조사

되고 있으며, 측정변수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경험에는 외국어강좌 수강경험

과 외국어능력(양선이, 임효남과 이주희, 2013; 채덕희 등, 2012), 외국인

친구 유무(김선희, 2013; 양선이 등, 2013), 외국여행경험(양선이 등,

2013), 해외체류경험(이은지, 김윤경과 이현경, 2012), 다문화관련교육경

험(김선희, 2013; 채덕희 등, 2012; Sanner, Baldwin, Cannella, Charles,

& Parker, 2010; Schim, Doorenbos, & Borse, 2006), 외국인 환자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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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김선희, 2013; 양선이 등, 2013; 이은지 등, 2012; Quine,

Hadjistavropoulos, & Alberts, 2012), 해외 임상체험 프로그램(Inglis,

Rolls, & Kristy, 2000) 등이 있다. 김선희(2013)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문

화간호 효능감과 영어능력, 외국인 환자 간호경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보건교육협회에 소속된 보건 분야 교육자

대상의 연구에서는 인종, 보건교육 학위, 다문화 환자비율, 문화역량 프

로그램 참가 횟수가 문화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고되었다(Luquis

& Perez, 2005).

민성혜와 이민영(2009)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을 위한 봉

사활동경험, 외국인과 친밀 정도, 외국인 접촉 경험이 문화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봉사활동경험과 외국인 접촉경험, 경험적

학습이 공감 변인을 통해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

경험이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대상자의 문화역량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불안·불확실성 관리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새로

운 문화에 적응할 때 불안과 불확실함을 느끼며, 불안과 불확실함의 관

리 즉, 이를 감소하려는 노력에 의해 개인과 그룹간의 교류가 효율적으

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Gudykunst, 1995). 이질적인 문화를 접하며 느

끼게 되는 불안과 불확실함은 다른 문화 내에서 느끼는 자아에 대한 이

해, 새로운 문화 내에서의 대상과 소통하려는 개방적 자세, 다른 문화 대

상자를 접할 때의 반응, 대상자의 사회적 범주와 상황, 새로운 문화와의

연결고리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불안과 불확실성은 새로운 문

화와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필요와 욕구가 커짐에 따라 그리고 상호작

용 내에서 자신의 문화적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더욱 커지지만, 다문화경험을 통해 인한 새로운 문화 내 행위나 사고에

대한 분별력이 증가함에 따라 적응과 동화과정을 거쳐 감소하게 된다

(Gudykunst, 1995; Gudykunst, 1998).

풍부한 다문화경험의 획득은 생각과 행동의 유연성과 공감능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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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새로운 경험과 사람에 대한 개방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문화역량을 증진시킨다(Ridley, Mendoza, Kanitz, Angermeier, & Zenk,

1994).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얻는 지식과 정보가 문화에 대해 갖고 있

던 엄격하고 획일적인 견해를 탈피하게 하고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 문화

적 민감성을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의 틀 성장은 다문화 대

상자를 응대하는 임상전문가에게 대상자 정보 확인, 조직화, 이해 및 적

용을 도와 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이러한 지식을

얻는데 실패하면, 획일적인 사고의 틀을 갖게 하고 의도하지 않은 인종

차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Ridley, Chih, & Olivera., 2000).

2)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는 내가 속한 집단 혹은 문화가 모든 것의 중

심이 되며 다른 문화를 자신이 속한 문화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

미하며(Neuliep, 2002; Neuliep & McCroskey, 1997), 문화간 우열을 가

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문화상대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는 의료진이 다른 문화를 비하하게 하여 문화적으로 적

절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킨다(안옥희 등, 2014;

Campinha-Bacote, 2002).

Bennett (2004)은 문화적 민감성이 6단계 즉,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

정, 방어, 경시, 수용, 적응, 통합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문화간 민감성

발달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Louie (1996)와 Wells (2000) 등의 간

호학자들도 문화역량의 단계를 개념화 하였는데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

는 문화역량 혹은 문화적 감수성이 자문화중심주의적 단계와 민족상대주

의적 단계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Bennett (2004) 등은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 방어, 경시적 태도를 자문화중심주의적 단계로 구분하고 수용, 적

응 통합 과정을 민족상대주의적 단계로 구분하였다.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의 핵심은 자신의 세계관이 모든 실제의 중심이라는 추정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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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민족상대주의적 태도는 문화 간에 우월성은 없으며 단지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타인의 행동을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

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문화역량과 자문화중심주

의적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와 문화역량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Capell et al., 2008). Sargent 등(2005)도 다른

문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외국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적극적이며, 부정적인 문화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보다 다른 문화

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고 하였다. 한편 다문화 훈련과 인종

에 대한 선입견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훈련을 이수한 대상자가 인

종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odowsky et al., 1998).

간호교류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의 연구에서도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태

도나 가치 및 개방성이 문화경험에 대한 적응과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Ryan et al., 2000; Ryan & Twibell, 2002).

불안·불확실성 관리이론에서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경직된 태도가

문화간 상호작용에서 불안을 증가시키고 상대방의 행동양식에 대한 예측

력을 저하시키는 반면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반대의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Gudykunst, 1995). Stephan 등(1999)은 문화에

대한 편협적이지 않은 개방적이고 이해적인 태도와 행동이 다른 문화 대

상자와 상호작용 시 발생하는 불안과 불확실성의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효과적인 상호작용과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Stephan, Stephan, & Gudykunst, 1999).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문화역량을 획득하는 가장

초기단계이며 간호사는 문화적 태도로 인한 쟁점에 관해 잘 알고 민감해

야 한다(Kumas-Tan, Beagan, Loppie, MacLeod, & Frank, 2007).

Campinha-Barcote (1999)는 문화적 인식을 의료인이 환자 문화의 가치,

신념, 생활양식, 실천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해 알아가는 인지적 과정이며,

의료인의 문화적 역량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본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14

인간에게는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 인식을 개발하

는 과정에서 자신이 다른 문화와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편향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조직의 문화역량지지

Andrews와 Boyle (2007)은 문화역량의 범주를 개인의 문화역량과 조

직의 문화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조직의 문화역량지지는 자신이 속한 조

직이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화역량의 발전 기회를 제공하며,

실무, 행정, 정책결정에 있어서 문화적 고려가 수반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통역사 이용, 다문화 대상자를 위

한 외국어 자료 구비, 외국인 환자 간호 관련 교육제공, 다양한 문화 배

경의 직원고용 등을 의미한다(Balcazar et al., 2009; Taylor & Alfred,

2010). 조직의 문화역량지지는 조직 구성원이자 서비스 제공자의 문화역

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궁극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이 이를 강령과 목표 및 정책에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준비와 문화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 과정이 필요

하다(최원희 등, 2008; Balcazar et al., .2009).

미국 보건성은 이민자들의 의료형평성과 의료이용만족도를 위해 조직

의 문화역량지지에 관련된 표준인 CLAS standards를 제시하였고 최근

문화와 건강의 개념을 확장하여 개정된 표준을 발표하였다(Koh, Gracia,

& Alvarez, 2014). 표준은 크게 정책, 리더십과 인력, 의사소통과 언어지

원, 연계, 지속적 증진, 책임의 내용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정책, 리

더십과 인력에는 문화와 언어적으로 적절한 목표, 정책, 관리적 책임이

조직운영에 반영되는 것,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적절한 정

책마련하고 지원하며 관련 정책과 실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

이 포함된다. 의사소통과 언어지원에는 통역지원과 외국인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서와 미디어 자원을 보유하는 것이 포함되며, 연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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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 증진, 책임에는 외국인 환자의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공정

한 건강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에 관해 정기적 평가를 시행하는 것,

실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갈

등과 불만 발생방지 및 문화적, 언어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갈등 및

불만해결과정을 구축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minority health, 2014).

조직의 문화역량지지가 개인의 문화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로 채덕희 등(2012)은 외국인 환자 간호 교육프로그램, 외국인 환자 간호

지침서와 외국어로 제작된 건강정보자료 있는 경우 간호사의 문화역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국제진료소 유무와 통역서비스 유무와 관련한 문화역량

수준의 차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사회복지사

대상의 연구에서 조직의 문화역량지지와 관련 있는 요인은 지역사회 내

다문화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파악 여부, 다문화 관련 교육경험, 대도시

에 위치한 소속기관과 소속기관 내 사회복지사가 많은 기관으로 나타났

다(김여진, 이지연과 조선희, 2011). 상급자의 문화역량지지를 살펴본 연

구에서는 상사의 업무 공유, 업무에 대한 상사의 이해, 상사의 의견수렴

및 활용이 문화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상사가 업무를 지원

을 한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문화에 대한 태도, 지식 및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소연, 2012). 다른 문화권 사람을 접하

면서 느끼는 감정반응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Ryan과 Twibell (2002)은

동료와 상급자의 지지가 도움이 되고 Gudykunst (1998)는 규범과 조직

의 지지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4) 문화간 불안

불안은 무슨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한 불편함, 긴장감, 걱정 혹은 우려

의 감정에서 비롯된다. Gudykunst (1995)는 불안·불확실성 관리이론에서

모든 인간은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불안 혹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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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정을 경험하며 타인이 다른 문화권 사람인 경우 이러한 감정이 더

커지게 된다고 하였다(Gudykunst & Nishida, 2001). Stephan과 Stephan

(1985)은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경험하는 불안이 자신의 행위가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우려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른 문화권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할 때 느끼는 문

화간 불안은 문화의 차이와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더욱 커진다(Ulrey &

Amason, 2001).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경험하는 불안한 감정을 다스리기 위

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기도 하고 이러한 회피가 불가능 할 때

에는 불안의 감정을 발생시키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가능한 한 빨리 끝

내려 서두른다(Gudykunst & Nishida, 2001). 반대로, 어느 정도의 불안

은 개인간 혹은 그룹간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집중하게 하여 커뮤니케이

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불안·불확실성 관리이론에서는 불안

의 최대 한계점과 최소 한계점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다. 불안의 최

대 한계점은 상대방과 편안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느끼는

최대한의 불안 정도를 의미하고, 불안의 최소 한계점은 타인과의 상호작

용에 관해 관심을 가질 정도의 최소한의 불안 정도를 의미한다. 불안이

최대 한계점을 초과하면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껴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

고 싶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단순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단시간

내에 커뮤니케이션을 끝내려 한다. 불안이 최소 한계점 이하이면 커뮤니

케이션을 지속하고 싶은 동기와 호기심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타인

과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는 불안의 정도가 최소 한계점과 최

대 한계점 사이에 있을 때 가능하다(Gudykunst, 1995).

Ulrey와 Amason (2001)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이혼,

죽음과 같은 삶의 특성 사건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문화간 커뮤

니케이션과 같이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이에 대

한 스트레스 또한 커진다고 하였다. Gudykunst (1995)는 불안관리가 효

과적인 커뮤니케이션수행에 특히,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에 직접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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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후속 연구를 통해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서 인지한 불안정도가 커뮤니케이션 질과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

증하였다(Gudykunst & Nishida, 2001; Gudykunst & Shapiro, 1996;

Hubbert, Gudykunst, & Guerrero, 1999).

문화간 불안과 문화역량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캐다나 간호대학생의

소수민족 간호에 대한 문화적 지식, 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문화간

불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낮은 문화간 불안 정도가 문화적 지식과 기술

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의료종사자 대

상의 연구에서도 문화간 불안은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적 민감성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Ulrey & Amason, 2001).

Campinha-Bacote (1995)는 문화간 효율적 간호수행을 위해서는 다른 문

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숙련된 문화간호사정을 위

해서는 단계적인 기술습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화 간 이해

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간호사가 느끼는 불안감과 당혹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5) 문화간 불확실성

Gudykunst (1998)은 다른 문화 경험에 대한 반응을 불안과 불확실성

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때 불안함은 감정적 느낌이며, 불확실성은 인지적

인 생각을 의미한다(Gudykunst, 1998). 불확실성은 예측과 설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또한 인지와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구분된다. 예측

과 설명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태도, 감정, 가

치, 행위를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할수록 증가한다. 인

지와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자신이 혹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할 때 증가한다

(Berger & Calabrese, 1975).

모든 대인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문화나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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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타인의 감정과 행위에 대한 예측의 어

려움으로 인해 불확실한 감정을 느끼는데(Gudykunst, 1995; Gudykunst

& Shapiro, 1996) 이는 의료인이 대상자를 대할 때도 그러하다(Kai et

al., 2007).

불안과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에도 최대 한계점과 최소 한계점이 있어

불확실성이 최소 한계점과 최대 한계점 사이일 때,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는 태도, 감정,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신감을 느낀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최대점보다 높거나 최소 한계점보다 낮으면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이 매우 예측가능하다고 보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신감

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타인의 행위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진다

(Gudykunst, 2001).

Gudykunst와 Nishida (2001)는 미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자국민과

외국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불안과 불확실성 정도를 비교하고 불

안·불확실성과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 간에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불안과 불확실성이 상대적으

로 높았고 그 영향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자와의 상

호작용 내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불확실함이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6) 대처전략

다른 문화 배경의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며(Olaniran, 1993), 이는 외국인 대상자를 돌보는 간호

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제공자에게도 해당된다(Schott & Henley, 1996).

외국인 환자의 간호를 위해서는 상이한 문화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의 커

뮤니케이션 방법과 행위를 이해해야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스트레스를 유

발한다(Olanira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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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타나는 대처전략은 개개인마다 다

르다. Lazarus와 Falkman (1984)은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누

구나 대처전략을 사용하게 되며 대처전략은 내외적 요구를 수용하고 관

리하며 갈등을 감소시키려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대처전략을 통해 스트레스가 높은 생활사건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도

있고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한 개인의 취약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하정

희와 조한익, 2006). 비효율적인 대처전략은 정신적 건강 및 다양한 질병

의 원인으로 작용하여(Wong, Leung, & So, 2001) 도피적, 악순환적 대

처전략은 만성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을 증가시키므로(Munakata,

1996) 대처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간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문화와 인종에 따라 다를 수 있

다. 예를 들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을 때, 미국인은 개인기반의 정보를 수

집하고, 일본인은 그룹기반의 정보를 수집하려 하려는 경향이 있다

(Gudykunst & Nishida, 1986).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회피전략

을 사용할 경우, 문화 간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남부유럽이나

포르투갈인의 경우 불확실함을 비정상적이거나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

에 불확실성에 대한 강한 회피성향을 갖고, 중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은

불확실성이 삶에 어느 정도 녹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약한

회피성향을 갖는 경향이 있다(Noorderhaven, 1999).

Ryan과 Twibell (2002)는 국제교류 경험을 한 간호대학생들이 타문

화에서 다른 문화와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느끼는 생소함, 불

안함, 곤경, 감정기복과 같은 감정반응에 효과적으로 적응해 나가기 위해

서 갈등 회피적, 의존적, 자립적, 문제해결 중심적 대처전략과 유머를 사

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대처전략의 효과적인 사용은 궁극적

으로 문화에 대한 가치와 견해의 변화, 차이 인식, 문화간호실무의 변화

와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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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이론적 기틀

1.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을 위해 Ryan과 Twibell (2002)의 횡문화간호체험모델(model for

transcultural nursing immersion experience)과 Gudykunst(1995)의 불

안·불확실성 관리이론(anxiety/uncertainty management theory)을 이론

적 틀로 활용하였다.

Ryan 등(2000)은 문화역량에 대한 기존 이론과 모델이 횡문화 간호

사정과 간호사의 문화역량의 이해를 위한 구조적 틀을 제시하지만 다문

화 간호실무와 경험 과정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 간호실무와

교육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며 횡문화간호체험모

델을 제시하였다. 횡문화간호체험모델은 간호교육과정 중 해외간호체험

을 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대상

자가 경험한 다문화체험이 개인과 간호실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축되었다. Ryan과 Twibell (2002)은 후속연구를 통

해 모델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하였다

(Figure 1).

Figure 1. Model for Transcultural Nursing Immersio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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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문화간호체험모델에서 다문화 간호경험은 상황적 사전결정요인이

상황변경요인과 상황전환요인의 영향과 과정을 통해 개인적, 전문적 성

장을 이루는 과정이다(Ryan et al., 2000; Ryan & Twibell, 2002). 구체

적으로 사전결정요인은 다른 문화체험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다른 문

화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 등의 개인적 성향, 다문화에 대한 교육 준비

및 그 동안 쌓은 개인과 전문 경험을 의미한다.

상황변경요인은 다른 문화 현장에서의 경험과 이에 대한 개인의 감정

적 반응을 의미한다. 감정적 반응은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느낀 감정

기복, 새로운 문화에 대한 놀라움, 이방인으로서의 정신적 고통,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생경함을 의미한다.

상황전환요인은 다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지, 대처전략 활용,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적응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

지에는 동료와 관리자의 지지가 포함된다. 대처전략으로는 갈등회피, 상

대방에게 의존, 적극적인 태도 취함, 유머사용,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법

사용 등을 통해 다른 문화에 적응하려는 여러 적응 방법이 포함된다. 커

뮤니케이션 방식의 적응은 상대방과 언어장벽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이

해와 극복을 통해 다른 문화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다.

결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개인과 전문적 차원에서의 성

장이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장은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력

의 획득,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에 관한 깨달음과 다른 문화에 대

한 허용력 확대이다. 전문적 차원에서의 성장은 외국인 환자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 증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증진, 이로 인한 간호실무의

변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이다(Ryan et al., 2000; Ryan &

Twibell, 2002).

Gudykunst (1995)는 불안·불확실성 관리이론에서 개인과 그룹 간의

상호작용에서 어느 정도의 불안과 불확실성은 나타나지만 문화적으로 상

이한 대상 간의 상호작용에서의 불안과 불확실성 정도는 커지게 된다고

하였다. 불안과 불확실성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불안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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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불확실성은 인지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구분된다. 문화간 불안

과 불확실성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상호간에 적

절한 수준의 편안함이 유지되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통해 서로 간의

이해가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된다

(Gudykunst, 1995).

두 이론의 공통점은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적

응과 관리에 의해 성장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횡문화

간호체험모델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하였지만 불안·

불확실성 관리이론에서는 감정적 반응뿐 아니라 인지적 반응으로 정의하

였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 모두를

고려하여 문화역량과 관련요인을 연구의 틀로 재구성하였다.

2.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역량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횡문화간호체험모델과 불안·불확실성

관리이론을 바탕으로 간호사의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개념적 모형을 구성하였다(Figure 2).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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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문화간호체험모델의 사전결정요인에서 다른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를 의미하는 개인적 성향을 본 연구에서는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로

살펴보았다. 개인과 전문적 경험 및 교육 준비는 다문화경험으로 개념화

하였다. 본 연구가 횡단적 연구임을 고려하여 상황전환요인에 포함되었

던 사회적 지지를 사전적 요인으로 포함시키고 조직의 문화역량지지로

개념화하였다.

상황변경요인에서 개인의 감정적 반응은 외국인 환자를 간호하면서

경험한 대상자의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으로 구분하여, 각각 문화간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개념화하였다.

상황전환요인에서 적응은 대처전략으로 보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적응은 결과에서 전문적 성장 중 문화적 기술에 포함하였다.

횡문화간호체험모델의 개인과 전문적 성장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

식 증진은 문화적 인식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력과 깨

달음은 문화적 지식으로, 외국인 환자 요구에 대한 민감성 증가는 문화

적 민감성으로, 간호실무의 변화는 문화적 기술로 보았다. 문화적 인식,

지식, 민감성 및 기술을 문화역량으로 측정하였다.

3. 가설적 모형

개념적 기틀을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적 모형은 외생변수 3개와 내생

변수 4개로 이루어졌다. 외생변수는 다문화경험,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

조직의 문화역량지지이며, 내생변수는 문화간 불안, 문화간 불확실성, 대

처전략과 문화역량이다. 가설적 모형은 다문화경험, 자문화중심적 태도,

조직의 문화역량지지, 불안, 불확실성과 대처전략이 문화역량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경로와 간접적 경로를 포함하였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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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Multicultural experience y3: Coping strategy

y4: Cultural awarenessx2: Ethnocentric attitude

x3: Organizational cultural competency

support
y5: Cultural knowledge

y6: Cultural sensitivity

y1: Intercultural anxiety y7: Cultural skill

y2: Intercultural uncertainty

Figure 3.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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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 가설적 모형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문화간 불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다문화경험은 문화간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는 문화간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문화간 불확실성은 문화간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화간 불확실성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다문화경험은 문화간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는 문화간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6. 조직의 문화역량지지는 문화간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처전략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다문화경험은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문화간 불안은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문화간 불확실성은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화역량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0. 다문화경험은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는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조직의 문화역량지지는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문화간 불안은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문화간 불확실성은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대처전략은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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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문화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이론적 기

틀을 토대로 영향요인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간호사를 대상

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

는 횡단적 구조모형의 구축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인천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지역의 20개 상급종합병

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다음 선정기준에 따라 임의 표본 추출하였다.

Ÿ 외국인 환자 최소 10명을 간호한 경험이 있는 자

Ÿ 간호 경력이 1년 이상 되는 자

Ÿ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한 자

구조방정식 모형에 요구되는 대상자 수는 측정변수 당 5-20명이 권

장되고(김계수, 2010; Kline, 2005), 표본의 크기가 적어도 200개 이상이

어야 부합지수가 모델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이순묵,

1990; Kline, 2005). 본 연구에서는 총 20개 상급종합병원의 3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311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분석에 부적

합한 36명을 제외한 273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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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기 전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윤리심의위원

회의 심사와 승인과정을 거쳤으며(SNUIRB No. #1402/002-005)(부록 1),

자료수집 병원의 간호부에 허락을 받았다. 대상자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

한 동의 취득 후, 설문지에 답변 하도록 요청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에

는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였으며 설문 작성

중에도 연구 참여 중단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기술

하였다. 설문 작성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통계분석

을 위해 대상자 정보에 관한 자료를 모두 코드화 하였고, 자료는 잠금장

치가 있는 연구자의 개인 사무실에 보관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동의서와 설문자료는 3년간 보관 후 분쇄하여 폐기할 예

정이며 코드화된 자료는 최소한 5년간 보관한 후 삭제할 계획이다.

4.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내생변수는 문화간 불안, 불확실성, 대처전략, 문화역량이

며, 외생변수는 다문화경험,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 조직의 문화역량지

지이다. 측정변수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하여 사용할 연구도구의 목록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문화역량을 제외한 모든 측정도구는 영문도구로 영어권에서 10년 이

상 거주한 연구자가 번역하였고 이중 언어가 능통한 타전공자가 역번역

하여 번역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도구사용에 앞서 전문가(간호전공교

수 3명과 간호대학원생 8명)에게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CVI) 검증을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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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경험

다문화경험은 Narvaez와 Hill (2010)이 개발한 multicultural

experiences questionnaire (MEQ)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원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다문화경험 9문항과 다문화욕구 6문항을 포함한다. 본 연구

에서는 다문화경험 9문항을 사용하였다. 도구 사용에 앞서 도구저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았다(부록 3). 도구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원저자로부터 일

부 4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이 5점 척도로 재구성된 수정본을 받아 연구

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구의 점수범위

는 5-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문항내용 중,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 수’와 ‘문화배경이나 인종이 다

른 사람과 일한 경험’의 2문항이 한국인 언어구사 특성과 병원근무 특성

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문항을 ‘스스로 평가하는 외국어 구사

능력’과 ‘간호한 외국인 환자 수’로 수정하였다. 또한 ‘문화간 커뮤니케이

션에 관한 교육경험’을 ‘외국인 환자 간호 관련 교육 경험’으로 변경하였

다. CVI는 모두 0.9 이상이었다. 도구 개발 당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80이었고(Narvaez & Hill, 2010) 본 연구에서는 .72이었

다.

2)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는 Neuliep (2002)가 개발한 일반적 자문화중

심주의 척도(generalized ethnocentrism scale, GENE)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원도구는 가문항(distracter)을 포함하여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구저자에게 허락을 얻어 가문항을 제외한 총 15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방법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5점이다. 점수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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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자가 제시한 계산공식으로 산출하였다. 도구의 점수범위는 5-7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가 강함을 의미하며, 특히 55

점 이상은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번역과정에서 표현이 어색한 일부 단어는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

다. 문항에서 ‘valid’와 ‘smart’의 의미가 모호하여 도구저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설명을 요구하였고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문항내용을 영문으로 재

구성하여 연구자가 문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확인하였다.

CVI는 모두 0.8 이상이었으며, 평가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문화’와

‘타문화’를 ‘다른 문화’ 혹은 ‘다른 문화권’으로 수정하였다. 도구 개발 당

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4이었다.

3) 조직의 문화역량지지

조직의 문화역량지지는 Balcazar 등(2009)이 개발한 문화역량 평가

도구(CCAI-UI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CAI-UIC는 총 24문항으로

문화적 이해 및 지식, 문화실천기술, 조직의 지지의 3개 영역으로 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지지 영역의 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4점까지이다. 점수범위는 8-32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의 문화

역량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사용에 앞서 도구저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았다(부록 3).

CVI는 모두 0.9 이상이었으며, 평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응답자가

혼돈되지 않도록 부정문으로 쓰인 1개 문항을 긍정문으로 수정하였으며,

대상자에 맞게 ‘직장’을 ‘병원’으로 수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3개의 부정

문항의 점수를 역환산 처리하였다. 도구의 개발 당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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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간 불안

불안은 Stephan과 Stephan (1985)의 그룹간 불안척도(intergroup

anxiety scale, IAS)를 Gudykunst와 Nishida (2001)가 보완하고 Duronto

등(2005)이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10개 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나는 외국인 환자와 상호작용할 때

______을 느낀다.” 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구는 7점 Likert 척도

로 응답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이며,

점수범위는 10-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간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CVI 검증 시 ‘여유로웠다(relaxed)’와 ‘편안했다(comfortable)’와 같이

의미가 유사한 단어는 영문과 같이 제시하고 번역의 정확도에 관해 의견

을 구하였다. 평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인 환자와 상호작용할 때’

를 ‘외국인 환자를 대할 때’로 모두 수정하였다. CVI는 모두 0.9 이상이

었다. Duronto 등(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5) 문화간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Gudykunst와 Nishida (1986)의 low and high-context

measure of attributional confidence 도구를 Duronto 등(2005)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응답 방법은 ‘매우 그

렇다’ 1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7점까지이며 점수범위는 10-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CVI는 모두 0.9이상이었다. Duronto 등(2005)의 연구에서 원도구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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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처전략

대처전략은 Edwards와 Baglioni (1993)가 개발한 사이버네틱 대처척

도(cybernetic coping scale, CCS)를 Brough 등(2005)이 수정한 것을 사

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상황변화, 협상, 가치저하, 회피, 증상완화를 통

한 대처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6점 Likert 척도로 ‘전

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1점, ‘매우 많이 사용한다’가 6점으로 점수범위는

14-8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전략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VI는

모두 0.8 이상이었다. 원도구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79-.88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7) 문화역량

문화역량은 Chae와 Lee (2014)가 개발한 한국 간호사의 문화역량 측

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 사용에 앞서 도구저자에게 사용승

인을 받았다(부록 3). 도구는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적

인식 6문항, 문화적 지식 7문항, 문화적 민감성 12문항, 문화적 기술 8문

항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측정하였

다. 개발 당시 전체 신뢰도로 전체 도구의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인식 .91, 지식 .91, 민감성 .92, 기술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도구의 신뢰도는 .95였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인식 .93,

지식 .90, 민감성 .92, 기술 .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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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cales
No. of

items

Cronbach’s

Alpha

Multicultural experience MEQ 9 .72

Ethnocentric attitude GENE 15 .74

Organizational cultural

competency support
CCAI-UIC 8 .73

Intercultural anxiety IAS 10 .88

Intercultural uncertainty

Attributional

confidence

scale

10 .94

Coping strategy 14-item CCS 14 .89

Cultural competency

Cultural awareness

Cultural knowledge

Cultural sensitivity

Cultural skills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Korean

nurses

33

6

7

12

8

.95

.93

.90

.92

.87

Table 1. Reliability of Measurement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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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었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인천을 제외한 서울, 경기지역의 22개 상급병원 간호부에

전화연락을 하여 간호부서장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허락을 구하였다. 서

울지역의 2개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진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총 20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각 병원의 간호부에 허락을 얻어 간호부 교육수간호사나 간

호부장에게 전화를 하여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선정기준

에 부합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도

록 부탁하였다. 전화로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적어 설문지, 동의

서, 사례품, 반송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연구 참여 병원의 간호부로 전달

하였다.

우편발송 3일 후, 전화를 하여 우편물의 취득여부를 확인하고 연구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였다. 설문

배부를 담당한 간호사에게 설문지 배부 시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도

록 부탁하였고 설문 완료 시 설문지를 확인하여 누락된 항목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반송봉투에 넣어 연구자에게 회신하도록 하

였다. 참여병원 중 2개 병원에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설문지와 사례품을 전달하였으며, 2주 후 다시 방문하여 설

문지를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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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version 21.0; Chicago, USA)과 IBM

SPSS AMOS (version 21.0; Chicago,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변수에 대한 특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서술적 통계로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값으로 분석하였다.

3)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4) 결측치는 SPSS프로그램의 EM (expectation-maximization)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5) 표본의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의 표준화값(critical ratio, C.R.)으로 평

가하였다. 평가결과 정규성이 충족하지 못하여 일반최소자승(generalized

least squares) 모형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6) 모형에 대한 검증은 가설적 모형에 대한 요인부하량과 적합도로 검

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자유도(df), 카이제곱(χ2), 표준카이제곱(χ

2/df), 적합도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보정된 적합도지수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상대적합지수(comparative

normed of fit index, CFI), 표준화 잔차평균자승이중근(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으로 평가하였다.

7) 모형의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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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273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1.16세로 20대 131명

(48.0%), 30대 115명(42.1%), 40세 이상 27명(9.9%)이었다. 성별은 남성

2명(0.7%), 여성 271명(99.3%)이었고, 결혼상태는 미혼자 172명(63.0%),

기혼자 101명(37.0%)이었다. 간호교육수준은 3년제 대학 졸업자 59명

(21.6%), 4년제 대학 졸업자 186명(68.1%), 대학원 졸업자 28명(10.3%)이

었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146명(53.5%)이었다.

평균임상경력은 8.3년이었으며, 1년에서 5년 96명(35.2%), 6년에서 10

년 101명(37.0%), 11년에서 15년 41명(15.0%), 16년에서 20년 18명

(6.6%), 20년 이상 17명(6.2%)이었다. 직위로 일반간호사 214명(78.4%),

책임간호사 49명(17.9%), 수간호사 10명(3.7%)이었다.

근무병동은 내과 111명(40.7%), 외과 76명(27.8%), 특실, 외국인 전용

병동 혹은 외국인 진료센터 26명(9.5%), 중환자실 10명(3.7%), 기타 50명

(18.3%)이었다. 기타 근무병동으로 내·외과 혼합병동(9명), 건강증진센터

(6명), 외래(5명), 소아과(3명) 등이 있었다. 근무형태는 상근 근무자 31

명(11.4%), 3교대 근무자 225명(82.4%), 2교대 근무자 17명(6.2%)이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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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Age

(yrs)

20-29

30-39

40≤

131

115

27

48.0

42.1

9.9

31.16±6.10

Gender Male

Female

2

271

0.7

99.3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72

101

63.0

37.0

Level of education Diploma

Bachelor

Master’s

59

186

28

21.6

68.1

10.3

Religion Yes

No

146

127

53.5

46.5

Clinical experience

(yrs)

1-5

6-10

11-15

16-20

20<

96

101

41

18

17

35.2

37.0

15.0

6.6

6.2

8.30±6.04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Unit manager

214

49

10

78.4

17.9

3.7

Department Medical

Surgical

VIP/International clinic

ICU

Other

111

76

26

10

50

40.7

27.8

9.5

3.7

18.3

Type of duty Weekdays

3 shifts

2 shifts

31

225

17

11.4

82.4

6.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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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환자 간호 관련 특성

간호한 외국인 환자 수로 10명이상 72명(26.4%), 20명이상 77명

(28.2%), 50명이상 80명(29.3%), 100명이상 44명(16.1%)이었으며, 관련

간호경력은 평균 2.95년이었다. 외국인 환자 간호경력은 5년 이하가 224

명(82.1%), 5년 이상 10년 이하가 41명(15.0%), 10년 이상이 8명(2.9%)이

었다. 관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0명(22.0%)이었다. 참여한

교육의 종류는 병원내부교육 41명(15.0%), 외부 워크숍과 대학 내 다문

화간호 교과과정이 각각 8명(2.9%), 학회가 6명(2.2%), 기타 8명(2.9%)이

었다. 기타교육에는 온라인교육, 임상간호영어,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과정

등이 포함되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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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No. of foreign patients 10-19

20-49

50-99

100-

72

77

80

44

26.4

28.2

29.3

16.1

Foreign patients

nursing experience

(years)

<5

5.1-10

10.1-

224

41

8

82.1

15.0

2.9

2.95±3.20

Foreign patients

nursing related

education experience

No

Yes

213

60

78.0

22.0

Type of foreign

patients nursing

related education

(multiple responses)

In-service

Workshop

Nursing school

Conference

etc†

41

8

8

6

8

15.0*

2.9

2.9

2.2

2.9

Table 3. Foreign Patients’ Caring and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73)

*% based on 273 nurses
†online education (n=2), clinical nursing English (n=1), medical tour

coordinator education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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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

다문화경험의 평균점수는 18.99점,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의 평균점수

는 38.60점, 조직의 문화역량지지의 평균점수는 20.36점이었다. 문화간 불

안은 평균 40.67점, 문화간 불확실성은 평균 41.84점이었다. 대처전략 평

균점수는 51.69점이었다. 문화인식은 평균 30.43점, 문화지식은 29.16점,

문화민감성은 57.32점, 문화기술은 35.04점이었다.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의 표준화값(C.R.)을 산출한 결과 다문화경험, 자문화중심주의

적 태도, 조직의 문화역량지지의 C.R.값의 절대값이 1.96 이상으로 정규

성의 기준(강현철, 2013)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반최소자승법으로 모형을

분석하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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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ol

range
Mean±SD

Measured

range

Skewness Kurtosis

Raw C.R. Raw C.R.

Multicultural

experience
9-45 18.99±4.26 9-45 1.415 9.546 2.524 8.513

Ethnocentric

attitude
15-75 38.60±5.08 20-52 -0.120 -0.810 0.686 2.312

Organizational

cultural

competency

support

8-32 20.36±2.93 8-28 -0.916 -6.181 1.777 5.992

Intercultural

anxiety
10-70 40.67±8.91 11-67 -0.104 -0.700 0.586 1.978

Intercultural

uncertainty
10-70 41.84±8.79 20-70 0.286 1.927 -0.134 -0.453

Coping

strategy
14-84 51.69±8.39 28-73 0.105 0.710 -0.203 -0.685

Cultural

awareness
6-42 30.43±5.54 12-42 -0.036 -0.245 -0.292 -0.985

Cultural

knowledge
7-49 29.16±7.29 13-49 0.101 0.680 -0.146 -0.493

Cultural

sensitivity
12-84 57.32±9.51 24-84 0.026 0.176 -0.083 -0.281

Cultural skill 8-56 35.04±7.19 12-56 -0.243 -1.640 0.382 1.288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d Variables (N=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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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모형 검증 전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

다.

다문화경험은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r=-.14), 조직의 문화역량지지

(r=.13), 문화간 불안(r=-.21), 문화간 불확실성(r=-.29), 대처전략(r=.21),

문화역량의 모든 영역(r=.27~.35)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는 문화간 불안(r=.13)과 대처전략(r=.12)과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조직의 문화역량지지는 문화간 불확실성(r=-.25), 대처전략(r=.12), 문

화역량의 모든 영역(r=.17~.26)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문화간 불안은 문화간 불확실성(r=.35)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

었고, 문화역량의 모든 영역(r=-.16~-.35)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문화간 불확실성은 대처전략(r=-.28)과 문화역량의 모든 영역

(r=-.35~-.57)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처전략은 문화영역의 모든 영역(r=.31~.32)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었다.

문화역량에서 세부영역 간, 즉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민

감성, 문화적 기술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38~.64).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12에서 .64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

는 기준상관계수인 .70 미만(김계수, 201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

다고 판단되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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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x2 x3 y1 y2 y3 y4 y5 y6 y7

x1 1.00

x2 -.14
(0.05)

1.00

x3 .13

(0.05)

.09

(0.13)

1.00

y1 -.21
(0.01)

.13

(0.05)

-.10

(0.09)

1.00

y2 -.29

(0.01)

-.06

(0.35)

-.25

(0.01)

.35

(0.01)

1.00

y3 .21

(0.01)

.12

(0.05)

.12

(0.05)

-.07

(0.25)

-.28

(0.01)

1.00

y4 .31

(0.01)

-.05

(0.37)

.18

(0.01)

-.16

(0.01)

-.35

(0.01)

.32

(0.01)

1.00

y5 .27

(0.01)

.09

(0.16)

.20

(0.01)

-.23

(0.01)

-.46

(0.01)

.31

(0.01)

.48

(0.01)

1.00

y6 .35

(0.01)

-.03

(0.66)

.17

(0.01)

-.26

(0.01)

-.52

(0.01)

.31

(0.01)

.64

(0.01)

.54

(0.01)

1.00

y7 .34

(0.01)

-.02

(0.80)

.26

(0.01)

-.35

(0.01)

-.57

(0.01)

.31

(0.01)

.38

(0.01)

.51

(0.01)

.64

(0.01)

1.00

x1: Multicultural experience y3: Coping strategy

y4: Cultural awarenessx2: Ethnocentric attitude

x3: Organizational cultural competency

support
y5: Cultural knowledge

y6: Cultural sensitivity
y1: Intercultural anxiety

y7: Cultural skill
y2: Intercultural uncertainty

Table 5. Correlations Among the Measured Variables (N=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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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Variable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C.R. p

Cultural

competence

Awareness .740 - -

Knowledge .664 9.688 <.001

Sensitivity .840 12.004 <.001

Skill .795 9.704 <.001

4. 구조모형 분석

1) 가설적 모형의 타당도 검정

구조모형의 분석은 수집된 자료가 연구의 가설모형을 잘 설명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모형에서 사용된 측정변수의 요인분석을 먼저 시행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문화역량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

개 영역의 요인부하량이 .66-.84로 나타났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01)(Table 6).

Table 6. Factor Loading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모형의 적합도는 자유도와 적합도 지수로 평가하였다. 모형이 식별가

능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가 추정되는 모수의 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하

는데, 이는 자유도가 0보다 큼으로 검증될 수 있다(김계수, 2010). 가설적

모형의 검증결과 자유도는 26으로 제시된 가설적 모형이 모형의 식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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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χ2(p) df χ2/df GFI AGFI CFI SRMR RMSEA

Reference >.05 < .3 ≥.9 ≥.9 ≥.9 <.10 ≤.08

Hypothetical
67.582

(<.001)
26 2.599 .950 .895 .707 .056 .077

Modified
45.886

(.007)
25 1.835 .966 .926 .853 .049 .055

적합지수 중, χ2, χ2/df, GFI, AGFI, CFI, SRMR과 RMSEA를 확인한

결과, 가설적 모형의 적합지수는 χ2=67.582(p=<.001), χ2/df=2.599,

GFI=.950, AGFI=.895, CFI=.707, SRMR=.056, RMSEA=.077로 적합지수

가 권장적합지수에 대부분 도달하였다.

2) 가설적 모형의 수정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확인한 결과, 문화역량의 문화

적 인식과 문화적 기술 간의 M.I.가 17.600로 수정기준인 5-10(김계수,

201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생잠재변수의 측정오차 간에 경로를

추가하여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모형 수정 후 M.I.는 모두 6.6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수정모형의 적합

지수는 χ2=45.886 (p=.007), χ2/df=1.835, GFI=.966, AGFI=.926, CFI=.853,

SRMR=.049, RMSEA=.055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지수가 향상되었다

(Table 7).

Table 7. Model Fit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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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모형의 분석

수정모형의 분석결과 총 15개의 경로 중 12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3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다문화경험에서 문화간 불안 경로(β=-.15,

t=-2.52), 자문화중심적 태도에서 문화간 불안 경로(β=.13, t=2.24), 문화

간 불확실성에서 문화간 불안 경로(β=.28, t=4.66), 다문화경험에서 문화

간 불확실성 경로(β=-.27, t=4.47), 조직의 문화역량지지에서 문화간 불확

실성 경로(β=-.20, t=-3.29), 다문화경험에서 대처전략 경로(β=.16,

t=2.52), 문화간 불확실성에서 대처전략 경로(β=-.27, t=-4.15)였다. 문화

역량으로 향하는 6개의 경로 중, 다문화경험(β=.20, t=3.72), 조직의 문화

역량지지(β=.10, t=2.00), 문화간 불안(β=-.11, t=-2.20), 문화간 불확실성

(β=-.47, t=-7.60), 대처전략(β=.21, t=3.95)에서 문화역량으로 향하는 5개

의 경로도 유의하였다.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에서 문화간 불확실성

경로, 문화간 불안에서 대처전략 경로, 그리고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에

서 문화역량 경로였다.

다문화경험,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 문화간 불확실성으로 문화간 불

안이 설명되는 정도는 13.8%였고, 다문화경험과 조직의 문화역량지지에

의해 문화간 불확실성이 설명되는 정도는 11.4%이었으며, 다문화경험과

문화간 불확실성에 의해 대처전략이 설명되는 정도는 10.8%이었다. 문화

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문화경험, 조직의 문화역량

지지, 문화간 불안, 문화간 불확실성, 대처전략이었고, 문화역량이 변수들

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52.8%였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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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

Standardized

estimates(β)
C.R.(p) SMC

Intercultural

anxiety
Multicultural experience -.15 -2.52 (.012)

13.8Ethnocentric attitude .13 2.24 (.025)

Intercultural uncertainty .28 4.66(<.001)

Intercultural

uncertainty
Multicultural experience -.27 -4.47(<.001)

11.4
Ethnocentric attitude -.05 -0.77 (.443)

Organizational cultural

competency support
-.20 -3.29 (.001)

Coping

strategy
Multicultural experience .16 2.52 (.012)

10.8Intercultural anxiety .04 0.69 (.491)

Intercultural uncertainty -.27 -4.15(<.001)

Cultural

competence
Multicultural experience .20 3.72(<.001)

52.8

Ethnocentric attitude -.03 -0.50 (.620)

Organizational cultural

competency support
.10 2.00 (.046)

Intercultural anxiety -.11 -2.20 (.030)

Intercultural uncertainty -.47 -7.60(<.001)

Coping strategy .21 3.95(<.001)

Table 8. Standardized Coefficient Estimates of the Modifi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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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Multicultural experience y3: Coping strategy

y4: Cultural awarenessx2: Ethnocentric attitude

y5: Cultural knowledgex3: Organizational cultural competence

support y6: Cultural sensitivity

y1: Intercultural anxiety y7: Cultural skill

y2: Intercultural uncertainty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는 Figure 4와 같다.

*p < .05

Figure 4. Coefficient for the Modified Model

x1

Ethnocentric
attitude

Multicultural
experience

Organizational 
cultural 

competency 
support

Intercultural 
anxiety

Intercultural 
uncertainty

Coping 
strategy

cultural 
competence

x2

x3

y1

y2

y3

y6

y5

y4

y7

-.15*

.20*
.16*

-.11*

.21*

-.47*

.10*

-.27*

-.20*

.13*

-.27*

-.05

.28*

.74*

.66*

.84*

.80*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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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정 모형의 효과 분석

수정모형에서 내생변수에 대한 직·간접효과와 총효과를 검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문화간 불안에 대한 다문화경험의 직·간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였

다. 문화간 불안에 대한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와 문화간 불확실성의 직

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문화간 불확실성에 대한 다문화경험과 조직의 문화역량지지의 직접효

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대처전략에 대한 다문화경험의 직·간접효과와 총효과와 문화간 불확

실성의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문화역량에 대한 다문화경험, 조직의 문화역량지지, 문화간 불확실성

의 직·간접효과와 총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문화역량에 대한 문화간

불안은 직접효과만 유의하였고, 대처전략은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

였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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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

Standardized

direct

effects(p)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p)

Standardized

total

effects(p)

Intercultural

anxiety

Multicultural experience -.15(.032) -.08(.006) -.23(.012)

Ethnocentric attitude .13(.026) -.01(.543) .12(.047)

Intercultural uncertainty 28(.016) .28(.016)

Intercultural

uncertainty

Multicultural experience -.27(.007) -.27(.007)

Ethnocentric attitude -.05(.577) -.04(.577)

Organizational cultural

competency support
-.20(.023) -.20(.023)

Coping

strategy

Multicultural experience .16(.014) .06(.014) .22(.019)

Intercultural anxiety .04(.549) .04(.549)

Intercultural uncertainty -.26(.013) .01(.500) -.25(.013)

Cultural

competence

Multicultural experience .20(.005) .20(.010) .40(.006)

Ethnocentric attitude -.03(.593) .01(.809) -.02(.841)

Organizational cultural

competency support
.10(.030) .11(.028) .21(.011)

Intercultural anxiety -.11(.029) .01(.469) -.10(.095)

Intercultural uncertainty -.47(.039) -.09(.012) -.56(.046)

Coping strategy .21(.006) .21(.006)

Table 9.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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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가설의 검증

1) 문화간 불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다문화경험은 문화간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

과(β=-.15, p=.032), 간접효과(β=-.08, p=.006), 총효과(β=-.23,

p=.01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는 문화간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의 직접효과(β=.13, p=.026)는 유의하고 간접효과(β=-.01,

p=.543)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과(β=.12, p=.047)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3. ‘문화간 불확실성은 문화간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

접효과와 총효과(β=.28, p=.01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

었다.

2) 문화간 불확실성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다문화경험은 문화간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

접효과와 총효과(β=-.27, p=.00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

되었다.

가설 5.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는 문화간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는 직접효과와 총효과(β=-.05, p=.577)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6. ‘조직의 문화역량지지는 문화간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는 직접효과와 총효과(β=-.20, p=.023)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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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처전략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다문화경험은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β

=.16, p=.014), 간접효과(β=.06, p=.014), 총효과(β=.22, p=.019)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8. ‘문화간 불안은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

(β=.04, p=.549)와 총효과(β=.04, p=.54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여 기각되었다.

가설 9. ‘문화간 불확실성은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간접

효과(β=-.01, p=.500)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β=-.26,

p=.013)와 총효과(β=-.25, p=.01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

지되었다.

4) 문화역량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0. ‘다문화경험은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

(β=.20, p=.005), 간접효과(β=.20, p=.010), 총효과(β=.40,

p=.00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1.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가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직접효과(β=-.03, p=.593), 간접효과(β=-.01, p=.809), 총효

과(β=-.02, p=.84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

었다.

가설 12. ‘조직의 문화역량지지는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β=.10, p=.030), 간접효과(β=.11, p=.028)와 총효과(β

=.21, p=.01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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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3. ‘문화간 불안은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간접효과

(β=-.01, p=.469)와 총효과(β=-.10, p=.095)는 유의하지 않았으

나, 직접효과와(β=-.11, p=.02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

되었다.

가설 14. ‘문화간 불확실성은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

효과(β=-.47, p=.039), 간접효과(β=-.09, p=.012), 총효과(β

=-.53, p=.04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5. ‘대처전략은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와

총효과(β=.21, p=.00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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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ly hypothesized paths and retained

originally hypothesized paths but not supported

6. 최종 모형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한 연구의 최종 모형은 Figure 5와 같다.

*p < .05

Figure 5. Final Model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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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 의

본 연구는 외국인 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모형을 구축한 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의 문화역량 모형의 타당성과 검증된 경로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횡문화간호체험모델과 불안·불확실성 관리이론을 근간

으로 간호사의 문화역량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외생변수로

다문화경험,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 조직의 문화역량지지, 매개변수로

문화간 불안, 문화간 불확실성, 대처전략을 포함하였다. 모형의 직·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총 15개 경로 중 12개의 경로가 유의하였

다.

구조모형 검증결과 간호사의 문화역량을 설명하는 요인은 다문화경

험, 조직의 문화역량지지, 문화간 불안, 문화간 불확실성, 대처전략이었

고, 이들 변수가 간호사의 문화역량을 52.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문화역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문화간 불확실성, 다문화

경험, 대처전략, 문화간 불안, 조직의 문화역량지지 순으로 컸으며, 간접

적 효과는 다문화경험, 문화간 불확실성, 조직의 문화역량지지 순이었다.

이는 멕시코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료진

의 문화적 지식, 동일한 민족 배경, 다른 문화권에서 전공교육을 받은 경

험, 스페인어 사용 능력이 의료진의 문화적 인식을 46% 설명한 것과 문

화적 인식이 문화적으로 적합한 실무수행을 35% 설명한 것(Reimann,

Talavera, Salmon, Nuñez, & Velasquez, 2004)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사

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사회적 소수자 편견이 직·간접

적으로 문화역량을 11.5% 설명한 것(강방글과 이영선, 2013)과, 다문화

사업 종사자에서 몰인종적 태도와 문화적 공감능력, 그리고 몰인종적 태

도와 다문화 훈련경험이 각각 문화역량을 21.5%와 17.4% 설명한 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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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2013)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가 간호사의 문화역량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역량의 문항별 평균점수는 4.6점이었는데 이는 Chae와 Lee

(2014), 이자인(2014)의 연구에서 수도권 5개 종합병원과 부산 1개 병원

에서 측정한 점수인 4.8점과 4.9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두 연구와 비교하

여 문화적 인식, 지식, 민감성 점수는 모두 낮았으나 문화적 기술 점수는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외국인 환자를 20명

이상 간호한 경험자가 73.6%이었고 관련교육 경험이 있는 자가 22.0%인

반면 Chae와 Lee (2014)의 연구에서는 월1-2명 이하가 66.3%이었고 교

육경험이 있는 자가 6.6%로 외국인 환자 간호경험과 교육경험이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문화적 지식영역의 점수가 가

장 낮게 나타난 것은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문화적 지식 혹은 문화적

지식과 기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다(양선이 등, 2013;

이은지 등, 2012; Hunter & Krantz, 2010).

최종모형을 중심으로 간호사의 문화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별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선, 간호사의 문화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간 불

확실성이었다. 본 연구에서 문화간 불확실성의 문항별 평균 점수는 4.18

점이었다. 이 결과는 Duronto 등(2005)의 연구에서 일본인 대학생과 외

국인 유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이 4.85점이었고 반육홍

(2011)과 백세진(2011)의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인과의 상호작

용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은 각각 4.1(7점 환산)에서 4.2점이었던 것과 비

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문화간 불확실성에서 문화역량의 직접효과는 -.47이고 문화간 불안과

대처전략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는 -.09로 직·간접 경로가 모두 유의

하였다. Gudykunst (1995)는 그룹간 불확실성은 인지적 현상이며 불안은

감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화간 불확실성에서 문화역량

경로 지수는 -.47이었고 문화간 불안에서 문화역량으로의 경로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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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문화간 불확실성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두 변수가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혹은 문화간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슷하거나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백세진, 2011; Duronto et

al., 2005; Gudykunst & Nishida, 2001; Hammer, Wiseman, Rasmussen,

& Bruschke, 1998).

문화간 불안에서 문화역량 경로의 직접효과 크기가 작게 나타난 것에

대한 이유로 다음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참여자의 문화간 불안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문화간 불안의 문항별 점수

는 4.1점으로 의료진과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문화간 불안 점수가

각각 5.08점(Ulrey & Amason, 2001)과 4.76점(Quine et al., 2012)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인지적 요소 즉, 문화에 대한 인식과 지식 부족이 문화역

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Kai 등(2007)은 외국인 환

자를 돌보는 간호사와 의사가 문화적 신념, 치료이행, 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민감성 부족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못한 케어를 제공하지 못할 것

이라는 불확실성을 느끼며, 이로 인해 망설임, 무력함,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Kai et al., 2007).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노력

은 소속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Noorderhaven (1999)는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한 집단은 불확실함을 비정상적이고 위

험한 것으로 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정보를 얻어 애매모호함을 탈피

하려 하려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 환자 간호관련 교육경험

이 있는 대상자는 22.0%로 낮은 수준이다. 간호사를 위한 외국인 환자

교육자료와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문화역량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대처전략

이었다. 대처전략 중 외국인 환자 간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적극적이

고 능동적인 대처이다. Ryan과 Twibell (2002)은 외국에 교류체험을 간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자립적인 태도, 유머, 문제해결적 대처가 단

호한 행동과 의존적 태도와 같은 대처보다 문화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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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Kai 등(2007)은 지식습득, 대상자와 직접적인 문제해결 등의 노

력은 외국인 환자를 돌보면서 느끼는 불안함과 불확실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사의 문화역

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대처능력을 개발을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

사한다.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이용하여 직·간접적

으로 대처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재연구를 적용해 볼 수 있겠다.

문화간 불확실성과 대처전략 다음으로 다문화경험에 대한 직접효과가

큰 변수는 다문화경험이었다. 문화간 불안, 불확실성, 대처전략을 매개변

수로 한 다문화경험에서 문화역량의 간접효과도 -.20로 총효과 크기는

문화간 불확실성 다음으로 컸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경험의 문항별 점수

는 2.11점으로 Narvaez와 Hill (2010)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인 3.53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정학적으로 문화교

류가 수월한 유럽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문화경험은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도 문화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희, 2013; 채덕희 등, 2012; Sanner et al.,

2010; Schim et al., 2006). 본 연구에서 다문화역량에서 문화역량 경로

직접효과 값은 .20으로, Quine 등(2012)의 연구에서 외국인 간호경험이

문화역량에 미치는 영향(β=.26)보다 낮으며, 채덕희 등(2012)의 연구에서

문화경험이 문화역량을 12.4% 설명한 것과 김선희(2013)의 연구에서 다

문화경험이 문화역량에 미치는 영향력(β=.12)과 비교하여 큰 수준이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경험이 문화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게 나타

난 것은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환자 간호경험과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

도를 포함하여 선행연구에서의 외국어 수강경험, 외국어 유창성, 외국의

료인 접촉경험, 문화관련 수업경험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문화경험을

조사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과 병원의 해외교류프로그램의

적용은 간호사의 문화역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치

는 여러 다문화경험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다문화경험을 통해 문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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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역량의 네 번째 영향요인은 문화간 불안이었다. 문화간 불안은

문화역량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다문화경험에서 문화역량 경로의 매

개변수로서 문화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문화

간 불안 점수는 4.7점으로 원주민을 돌보는 캐나다 간호학생의 문화간

불안점수(4.8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동일한 연구에서 문화간 불안은 문

화적 지식에 대한 효능감보다 문화적 기술에 대한 효능감에 더 큰 부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Quine et al., 2012). 본 연구에서도 문화역량의 영역

중 문화적 기술과 문화간 불안의 상관계수의 크기(r=-.35)가 가장 컸다.

문화간 불안은 문화역량 특히 문화적 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문

화간 불확실성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화간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문화간 차이에 대한 내용을 교육에 포함하여 문화역량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문화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조직의 문화역

량지지였다. 상관관계 결과에서도 조직의 문화역량지지와 문화역량의 세

부영역들과 유의한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문항별 평균점수는

2.56점으로 미국에서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인 2.90점과

(Suarez-Balcazar et al., 2009)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다. 국내에서 사

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직의 문화역량지지 점수는 2.43점

(김여진 등, 2011)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문화역량 증진

을 위한 국내 의료기관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개인의 문화역량뿐 아니라 조직의 문화역량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CLAS

standards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간호교육에

서도 문화역량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nderson et

al., 2003). 조직의 문화역량증진을 위해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방법에는 이중 언어 사용이 가능한 여러 문화권 출신 인력 확충, 전문적

인 통역사 활용,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문화역량교육, 언어와 문화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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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절한 교육 자료의 개발과 활용, 관련 서비스에 대한 조직의 자가평

가 및 목표 수립이 있다(Anderson et al., 2003; Koh et al., 2014).

국내에 여러 의료기관에서는 국제진료센터를 개설하고 이중 언어가

가능한 인력을 확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는 외국인 환자 진료의 질적 개선을 위해 외국인 환자 케어를 위한 매뉴

얼(2011a)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구성된 진료표준양식집

(2011b)을 발간하여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CLAS standards

와 같은 국가나 학계차원에서의 표준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최근 일

부 간호대학에서 다문화간호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

관 종사자를 위한 문화역량교육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 의료기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의료인

개인의 문화역량과 함께 조직의 문화역량도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간호사를 위한 다문화간호 교육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앞서

구체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요구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표준화된 다문화간호 교육과정과 프로토콜 및 서식지 등의 개발이 필요

하다.

한편,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에서 문화역량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Campinha-Barcote (2003)는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는 의료진이

문화적으로 적절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Anderson 등(2003)은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치료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강방글 등(2013)과 김정연

(2013)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몰인종적 태도가 문화역량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고 Capell 등(2008)의 연구에서도 의료

인의 문화역량과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보고되었

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Neuliep (2002)은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 점수가 55점 이상인 경우

자문화중심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문화중심

주의적 태도 점수는 평균 38.62점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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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국 대학생의 점수 27.4-34.3점(Borden, 2007; Wrench, Corrigan,

McCroskey, & Punyanunt-Carter, 2006)과 일본인 대학생의 점수 43.2점

(Neuliep, Chaudoir, & McCroskey, 2001)과 비교하여 높지 않아 연구대

상자들의 문화에 대한 태도가 폐쇄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연구에서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적 소수

자에 대한 편견과 몰인종적 태도와 문화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강방글 등, 2013; 김정연, 2013)는 있었으나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와

문화역량에 관한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유사한 개념의 변인에

대한 고찰연구와 해당 변인과 문화역량과의 관계에 관한 추후연구가 필

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환자 진료의 70% 이상이 이루어지는(한국보건

산업진흥원, 2014) 서울과 경기지역에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하여 외국인 환자 간호경험이 있는 대상자만을 연구에 포함하였

다는데 의의가 있다.

간호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횡문화간호체험모델과 불안·불확실성

관리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국내 간호사의 문화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문화역

량에 대한 모델과는 달리 문화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과정적 모델을

구축하여 간호사의 문화역량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에 관계에 대

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 구축에 기여하였다. 추후 간호사의 문화역

량에 관해 탐색하는 연구에서도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 연구적 측면에서는 외국인 환자 간호를 위한 문화역량 증진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론적 밑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문화별 특성, 문화별 건강에 관한 신념과

행위, 이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간호행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을 위한 다문화간호 교육 과정 개발, 적용 및 평가, 그

리고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다문화경험 확대를 위한 교류체험 기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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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및 평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간호 실무적 측면에서는 간호사의 외국인 환자간호를 돕기 위해 문화

적 차이에 따른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교육과 실제 간호사가

경험하였던 문제 사례를 공유하여 간접적으로 대처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진료센터와 외국인진

료코디네이터, 통역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환자 간호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환자 간호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과 환자 교육을 도울 수 있는 문서화된 자료의 개발

도 외국인 환자 간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환자 간호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문화역량에 관한

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고자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대부분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로 한

국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지만 한국문화를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 관련연구가 많이 보고되지 않아 결과해

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경기지역의 22개 병원에서 모집되었

으므로 병원별 외국인 환자 간호 상황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에

는 병원별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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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환자 간호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문화역량을 설

명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였다. 횡문화간호체험모델과 불안·

불확실성 관리이론을 기반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서울, 경기지역

의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73명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

형은 확인적 요인분석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수정되었고, 수정된 모형은

간호사의 문화역량을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모형검증에

서 연구가설에서 제시되었던 15개 경로 중 12개의 직접경로에 대한 가설

이 지지되었다.

간호사의 문화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간 불확

실성, 대처전략, 다문화경험, 문화간 불안, 조직의 문화역량지지 순이었

다. 이들 변수가 외국인 환자 간호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문화역량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52.82%이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문화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별 특성과 비

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 및 외국과의 교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

해 간호사의 다문화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

다. 이를 통해 외국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문화간 불안과 불확실

성의 감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원차원에서 외국인 환

자 간호에 도움이 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자료 개발 등의 고려가 필요하

다. 이러한 노력과 외국인 환자의 증가에 대한 간호사의 개인적 인식과

관심의 확대를 통해 간호사는 외국인 환자 간호에 필요한 문화역량이 지

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과 관련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포함되

지 않았던 다양한 개념을 포함한 조사연구와 모형구축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다문화 간호 교육에 대한 간호사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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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을 위한 표준화된 다문화간호 교육 과정의 개발과

외국 대학과 문화교류를 통해 다문화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의 적극

적인 장려가 필요하다.

넷째, 조직차원에서 문화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의 개발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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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 동의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안정원 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환자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문화역량을 파악하고,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변인을 측정하여 이들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 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사의 외국인 환자간호를 위한

문화역량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동의서의 서명한

분에 한하여 설문이 수행될 것으로 약 200명의 간호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설문 도중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으며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설문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이며 한 번의 설문작성으로

완료됩니다. 본 연구에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답례로 오천원 상당의 음료교환권을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연구 참여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수집된 모든 정보는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연구논문이 발표된 후에는 분쇄폐기 처리될 것입니다.

연구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책임 연구자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 (전화 02-880-5153,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
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
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
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서명) 날짜: (년/월/일)

연구 책임자 성명: (서명) 날짜: (년/월/일)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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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자료수집 도구

1. 다문화경험

※다음은 다문화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적절한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지금까지 외국에 다녀온 경험

① 한 번도 없다 ② 2회 이내 ③ 5회 이내 ④ 6회 이상 ⑤ 10회 이상

2．스스로 평가하는 외국어 구사능력

① 전혀 못한다 ② 별로 잘하지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한다

3. 현재 연락을 주고받는 외국인 수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4명 ⑤ 5명 이상

4. 문화배경이나 인종이 다른 친구 수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4명 ⑤ 5명 이상

5. 몇 명의 외국인 환자를 간호하였는가?

① 10명 미만 ② 10명이상 ③ 20명 이상 ④ 50명 이상 ⑤ 100명 이상

6. 외국인 환자 간호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7. 장기외국체류 경험

① 없다 ② 2개월 미만 ③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④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⑤ 9개월 이상

8. 외국에 대한 뉴스나 정보에 대한 관심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별로 관심 없다 ③ 어느 정도 관심 있다

④ 상당히 관심 있다 ⑤ 매우 관심 있다

9. 외국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선호도

①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②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③ 좋아하는 편이다

④ 상당히 좋아한다 ⑤ 매우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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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화중심주의 척도

※다른 문화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적절한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부분의 다른 문화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비교하여 뒤쳐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나라의 문화는 다른 문화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문화권의 생활양식은 우리나라의

생활양식과 맞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문화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인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대부분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무엇이 좋은지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문화의 가치와 관습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외국인도 현명하여 좋은 문화의 예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찾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대부분의 외국인이 한국인처럼 산다면

더 행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생활양식은 거의 최고수준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른 문화권의 생활양식은 우리나라의

생활양식만큼 적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잘

협력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다른 문화권의 가치와 관습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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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병원에서는 문화역량에 관한 교육을 지

속적으로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2) 외국인 환자 간호 시, 상급자로부터 주의해야

할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3) 우리 병원은 외국인 환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림, 포스터, 인쇄물, 서식지 등을

만든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병원의 미션과 비전 및 정책은 문화역

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5) 우리 병원의 시스템은 대상자의 문화적 가치

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6) 우리 병원은 간호사의 문화역량을 증진시키

는데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동료들로부터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응

대하는 행동양식을 배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우리 병원은 내가 다른 문화 행사에 참여하

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조직의 문화역량지지

※병원에서의 문화역량지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적절한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문화역량은 간호사가 외국인 환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요구를 수용하여 간호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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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간 불안

※다음은 외국인 환자 간호 시 느끼는 불안함에 관한 문항입니다. 적절한 곳에 표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외국인 환자를 대할 때 침착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외국인 환자를 대할 때 좌절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외국인 환자를 대할 때 혼란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외국인 환자를 대할 때 걱정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외국인 환자를 대할 때 불안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외국인 환자를 대할 때 여유로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외국인 환자를 대할 때 짜증이 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외국인 환자를 대할 때 초조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외국인 환자를 대할 때 편안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외국인 환자를 대할 때 어색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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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간 불확실성

※다음은 외국인 환자 간호 시 느끼는 불확실한 감정에 관한 문항입니다. 적절한 곳

에 표시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외국인 환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외국인 환자의 태도를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외국인 환자의 감정을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외국인 환자의 가치관을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외국인 환자와 의사소통 할 때,

외국인의 의도를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외국인 환자와 공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외국인 환자와 의사소통할 때 외국인

환자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외국인 환자는 의사소통할 때 나를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외국인 환자는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나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외국인 환자들은 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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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처전략

※다음은 평소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에 관한 문항입니다. 적절한 곳에 표

시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황을
바꿔보려고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황을
바꾼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나의 기대치를 바꾸려 온 힘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나는 나의 기준을 조정해보려고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결국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해보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결국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타이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나는 결국 큰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타이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나는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나는 내가 가진 문제로부터 주의를
돌리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나는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
생각하려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나는 긴장감을 덜기위해 어떻게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나는 문제에 대한 마음의 짐을 덜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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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문화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문화에 따라 건강관리 행위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문화에 따라 질병 증상에 대한 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문화에 따라 질병의 원인,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외국인 환자의 출신국 의료환경이 간호에

대한 기대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문화적 배경이 외국인 환자에 대한 나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간호사의 성별에 따라 간호행위가 제한되는

문화나 종교적 신념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한국인과 다른 임종간호를 요구하는 문화나

종교적 신념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환자와 간호사가 서로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문화에 따라 신체 접촉의 의미가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문화에 따라 처치나 수술 후 느끼는 통증의

민감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문화에 따라 금식에 대한 참을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문화에 따라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외국인 환자의 문화에 맞는 간호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외국인 환자 간호가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는 외국인 환자 간호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기꺼이 그들을 간호하기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문화역량

※다음은 외국인 환자간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절한 곳에 v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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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7) 나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있지만 외국인 환자와
치료적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외국인 환자를 간호할 때 내가 대상자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는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 병원에 왔을 때
경험했던 불편함이나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나는 외국인 환자와 대화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참을성을 가지고 들어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나는 외국인 환자를 간호할 때 그 나라 말로
인사말이나 간단한 대화를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나는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나는 외국인 환자에게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나는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개최되는 다문화
행사에 참여 하기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나는 종교적 신념이나 문화적 관습 때문에 병원의
치료 방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 환자의 입장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나는 외국인 환자의 식이에 맞추어 섭취량과
배설량 (I & O)을 조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나는 외국인 환자를 간호할 때 그들의 문화에서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나는 외국인 환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설명할 때
가능한 환자의 모국어로 된 문서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나는 주로 접하는 외국인 환자의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나는 외국인 환자와 건강병력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치료적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나는 외국인 환자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말투, 몸짓 등)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나는 통역을 이용하여 외국인 환자와 편안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나는 통역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외국인 환자와
필요한 의사소통을 위해 번역기, 통증사정도구 등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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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적 특성

※다음은 귀하에 관한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거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만 세

2. 결혼 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별거

3. 성별 ① 여 ② 남

4. 최종 학력

① 간호전문대학 졸업 ② 간호학과(대학) 졸업 ③ 대학원 졸

5. 간호사근무 경력 총 임상경력 : 만 ______ 년 ______ 개월

6. 외국인 환자 간호 관련 경력 : 약 ______ 년 ______ 개월

7. 직위 ① 일반간호사 ② 책임간호사 ③ 수간호사 ④ 기타 ___________

8. 현 근무지

① 내과 ② 외과 ③ 외래 ④ 중환자실

⑤ 응급실 ⑥ 기타 ___________

9. 귀하의 근무형태는? ① 상근근무 ② 3교대근무 ③ 기타 ___________

10. 종교

① 천주교 ② 불교 ③ 기독교 ④ 없음 ⑤ 기타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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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도구 사용 승인서

Multicultural experience questionnaire (M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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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ed ethnocentrism scale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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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 instrument-UIC

(CCAI-U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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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group anxiety scale (IAS) & Attributional

confidenc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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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netic coping scale (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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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문화역량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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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cultural competence of nurses 

caring for foreign patients 

Ahn, Jung-Wo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Keum Soon, RN, Ph.D.

Recently, there has been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patients using

medical services in Korea.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medical

Recently,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patients

that use medical services in South Korea.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mpetence that considers cultural beliefs, behaviors and

needs is important for providing effective medical services to foreign

patients. While previous studies are mostly focused on components of

cultural competenc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nfluencing

factors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

hypothetical model that includes factors related to the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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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 of nurses caring for foreign patients. The transcultural

nursing immersion experience model and the anxiety/uncertainty

management (AUM) theory were used to verify the paths between

the variables.

Variables relevant to the cultural competence of nurses are

select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he exogenous variables are

multicultural experience, ethnocentric attitude and organizational

cultural competency support. The endogenous variables are

intercultural anxiety, intercultural uncertainty, coping strategy, and

cultural competence. The hypothetical model constructs consist of

multicultural experience, ethnocentric attitude and organizational

cultural competency support, intercultural anxiety, intercultural

uncertainty, and coping strategy effect on the cultural competence of

nurses.

The subjects are 273 nurses who work in general hospitals in

Seoul and Kyung-Gi Do, Korea. The nurses have the experience to

care for more than 10 foreign patients. The data is collected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is analyzed with SPSS and AMOS

statistics analysis program.

The overall fitness indices of the hypothetical model were a well

fit. The goodness of fit index for the final model was .966, adjusted

goodness of the fit index was .926, comparative fit index was .853,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was .049, and the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was .055. Among the 15 paths, 12 paths are

support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multicultural experience, organizational cultural competency

support, intercultural anxiety, intercultural uncertainty, and coping

strategy were factors that have a direct influence on the cultural

competence of nurses. However, ethnocentric attitude did not ha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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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effect on the cultural competence of nurses. This model

explained 52.8% of the variance in nurses’ cultural competence caring

for foreign patients.

Development of nurses’ cultural competence can be achieved by

offering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increasing direct/indirect

multicultural experience, and sharing problem-solving experience in

order to promote the coping ability of nurses. Organizational support

can be achieved by preparing relevant personnel and resources. Then,

the quality of foreign patients’ nursing care will be ultimately

improved.

keywords : Nurses, Foreign patients, Cultural competence, Structural

equation model

Student Number : 2011-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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