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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세계화 현상에 따라 해외 체류 우리 국민 숫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약 743만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에서 체류 중인 재외국민 숫자는 35만 명으로 보고되었다(외교부, 2018).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면서 중국 주재 기업 근로자,

현지 기업 취업자, 자영업자 등 중국에 정착한 우리 국민 근로자 숫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국가는 생활 여건이 어려운 해외에서도 해외 거주 우리 국민 근

로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국가 간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이나 자연

재해로 사건 등으로부터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는 평시 이들의 건강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는 적극

적인 재외국민보호 차원에서도 자국민의 더욱 안전한 해외 활동을 돕고,

향후 귀국 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중재를 수립하기 위해

이들의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거주 재외국민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

련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자가 기재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2020년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일개 자치

구에서 근무 중인 재외국민 근로자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응(Acculturation), 건강실천행위(Alameda

7), 신체 증상(Physical Symptom Inventory, PSI), 정신적 웰빙(Korean

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K-MHC-SF)을 설문지로 측정

하였다. 자료는 SPSS(version 22.0)으로 기술통계, t-test, ANOVA,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r=-.212, p=.002), 동거상태(t=-4.76, p<.001)이었다. 건강실천행위는

성별(t=2.130, p=.034), 결혼 여부(t=-3.90, p<.001), 동거상태(t=-9.578, p<.001),

주관적 건강상태(r=.055, p<.001), 가계소득 700만 원 기준(t=-2.054, p<.041)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 증상은 연령(r=.154,



p=.020), 결혼 여부(t=4.55, p<.001), 동거상태(t=8.796, p<.001), 주관적

건강상태(r=-.532,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신적

웰빙은 연령(r=-.152, p=.027), 동거상태(t=-6.020, p<.001), 주관적 건

강 수준(r=.178, p=.010), 종교(t=2.804, p=.006)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대상자의 문화적응, 건강실천행위, 신체 증상, 정신적 웰빙은 모두 상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체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과 동거상태(β=-.195, p=.007),

건강실천행위(β=-.430, p<.001)였다.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동거상태(β=.141, p=.024), 문화적응(β=.633, p<.001)이었다.

연구 분석 결과, 건강실천행위, 문화적응은 재외국민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가족과의 동거상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재외국민 근로자의 더욱 건강한 생활을 위해 건강 관련 행위를 장려하고,

문화적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족 정착

지원 및 사회적 지지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일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 하였으므로 전체 해외 근무 중인 한국인 전체로 일

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 근로자의 건강실천행위, 신

체 증상, 정신적 웰빙이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건

강 관련 요인을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

민이 전 세계적으로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점, 국가 간 환경과 문화가 모

두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지역의 재외국

민 근로자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재외국민 근로자,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건강실천행위, 문화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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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 현상에 따라 해외 체류 우리 국민 숫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약 743만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에서 체류 중인 재외국민 숫자는 35만 명으로 보고되었다(외

교부, 2018).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교역은 2018년 기준 약 42배

이상 증가하여 중국은 한국의 제 1위 교역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 교류가

급증하였다(한국무역협회, 2017).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면서 중국 주재 기업 근로자, 현지 기업 취업자, 자영업자

등 중국에 정착한 우리 국민 근로자 숫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특히 산둥성 칭다오시 일개

자치구에 주재하는 우리 재외국민 근로자의 건강 관련 요인을 다루었다.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투자 중 상당 부분이 칭다오 한 지역에 집중될

정도로 한국은 칭다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019년 한국은 칭

다오시의 2위 교역국이자 2위 투자국이며, 칭다오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총 2,433개로(KOTRA, 2019), 한국과 칭다오의 긴밀한 유대관계

와 한중 관계에서 칭다오시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칭다오에 진출해

있는 우리 재외국민 근로자에 관한 연구는 충분한 의의와 상징성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1988). 여기서 재외

국민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라 정의되며,

“체류자”는 일반 여행자와 다르며, 영주권 미취득자를 포함하며 영주권자

와 구별한다(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2014), 이를 고려한다면 국가는 생활

여건이 어려운 해외에서도 해외 거주 우리 국민 근로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국

가 간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 등으로부

터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시 이들의 건강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는 적극적인 재외국민보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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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도 자국민의 보다 안전한 해외 활동을 돕고, 향후 귀국 시 대상자

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중재를 수립하기 위해 이들의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문화적응이란 해외 이주 후 새로운 문화에 지속해서 접촉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문화가 이주한 국가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

어가는 변화 과정이다. 문화적응 과정에서 개인은 신념, 가치, 관습 및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Berry, 1997; Berry 2005). 해외 이주는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인데, 해외 근무자의 경우 외국에서 생활하며 겪는 낯선 문화뿐만

아니라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겪게 된다. 해외

근무자가 문화적응에 실패할 경우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과

파견한 회사 등 많은 대상에 대해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외 근무자의 원활한 문화적응은 필수 사항이라 할 수 있다(Black,

Mendenhall, 1990).

해외에 이주하면서 겪게 되는 새로운 생활방식과 물리적인 환경

요인, 이주 국가의 낯선 사회문화 등은 개인의 건강 행위에 직접적인 변

화를 일으킨다(김향란, 송미순, 2016; 이윤현, 2010; Jaung, Park & Rye,

2000). 문화적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된 생활습관은 흡연량 증가,

신체활동 감소, 알코올 섭취 증가, 불규칙한 식생활 등 부정적인 건강 행위

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Elder, Broyles, Brennan, de Nuncio & Nadar, 2005). 미국이민 아시아

인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흡연, 음주, 식습관 등의 건강생활 습관에

변화가 있었고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으로 인해 심혈관계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Gomez, Kelsey, Glaser,

Lee &Sidney, 2004).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해외 거주자들이 본국 거주 한국인들보다 대장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였다(Lee, Lu, & Rhoads, 2007).

많은 선행연구는 이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겪는 급격한 변화는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문화적 차이와

차별, 기존 사회적 지지체계의 변화로 인한 소외, 외로움 등의 문제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러한 어려움이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하면 우울, 불안 등 정신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다(양옥경, 박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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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현, 2010; 하춘광, 2015; Jang, Kim, Chiriboga, 2005). 또한, 최근 논

문에서는 이민자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 단지 정신질환의 유무가 아닌 정

신적 웰빙 및 최적의 정신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강조한다. 정신적

웰빙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들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Ando, 2014; du Plooy, Anthony & Kashima, 2019; Keyes, 2005).

현시대는 국가 간 교류와 기업의 다국적화가 확산됨에 따라 위에서

언급된 문화적응과 이주 근로자의 건강 문제가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김재창, 권종욱, 2009; 박용석, 장기홍, 2008). 국가 간

노동자의 이주가 보편화 되면서 문화적 충돌 및 사회적 갈등을 직접적으로

겪게 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이주국 내에서 기업과 개인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인으로서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가

증대되고 있다.

서구 국가의 경우 기업의 세계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국외 근무자들의 문화적응과 건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

루어졌으며, 해외 근무자의 적응은 국제 노동, 경제의 세계화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의 적응 실패와 조기 복귀는 개인과 그 가정

그리고 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Black et al., 1990; 김재창 등,

2009).

많은 경제학 연구에서는 해외 파견 근무자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파견 전후 이문화 적응훈련과 문화지원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Mendenhall & Oddou, 1986; Brewster, Suutari, Waxin & Panaccio,

2005). 무엇보다도, 이주민들의 건강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들이

처한 건강 환경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주와 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출신 지역, 이주 목적, 이주한 곳의 환경, 문화, 경제 등 종합적인

관점으로 다뤄져야 하며 역사학, 정치경제학, 질병 역학, 인류학 등을 포함

하는 다학제적 접근 및 장기적 연구가 필요로 하다고 강조하였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2019).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응과 건강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국내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또는 해외 이민 한인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며 영구적 거주의 목적이 아닌 일정 기간 해외 체류하는 한국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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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과 건강에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시장경제의 세계화가 가속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위한 이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해외 근무 후 국내로 복귀하

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건강에 관심을 두

고 연구가 지속해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재외

국민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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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거주 재외국민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조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건강실천행위를 기술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기술한다.

넷째, 대상자의 문화적응, 건강실천행위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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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재외국민 근로자

재외국민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라

정의되고, “체류자”는 일반 여행자와 다르며, 영주권 미취득자를 포함하며

영주권자와 구별한다(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2014).

재외국민 근무자는 해외에 근무 또는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하는 한국 국민을 뜻한다.

2) 문화적응

문화적응이란 개인의 고유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 집단으로

이동하며 생기는 현상으로, Berry(1997)는 문화적응을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며 생기게 되는 현상들이라

개념화하였다. 본 척도에서 문화적응은 언어, 미디어 선호도, 음식 섭취,

사회관계, 소속감, 문화 친밀도를 포함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건강실천행위

건강실천행위란 개인의 건강을 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취해

지는 생활습관으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활동이다

(Belloc & Breslow, 1972). 본 연구에서는 미국 알라메다 지역(Alameda

Country)에서 발표한 종합적인 건강행태 실천 지표로 흡연, 음주, 운동,

수면, 체중조절, 아침 식사 및 간식 여부에 대한 7가지 생활습관을 평가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건강실천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신체적 건강

신체적 건강상태란 개인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태이며 주어진 환경에 적응 및 대처하고 생활하는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말한다(Garber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고정미와 고진강

(2010)이 번역한 Physical Symptoms Inventory(PSI)를 사용하여 지난 한

달 동안 겪은 증상을 자가 보고한 것으로 측정된 점수이며, 점수가 낮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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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신체적 건강이 좋음을 의미한다.

5) 정신적 건강

정신적 건강이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깨달아 일상의 스

트레스에 적응하며 생산적인 노동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웰빙의 상태’라 하였다(WHO, 2006). 또한, 건강이란 완전한 신체적, 심

리적, 사회적 웰빙 상태로 보며 심리적 건강은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번영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결정

되는 것으로 본다(Keyes, 2005). 본 연구에서는 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신적 웰빙 척도(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MHC-SF; Keyes et al., 2008)를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2012)가

한국판 정신적 웰빙 척도(K-MHC-SF)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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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해외 이주자의 건강행동과 건강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인종 차별,

종교, 정치적 신념, 사회경제적 상태와 관계없이 성취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정의한다. 인간의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안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건강을 총체적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국제 이주 인구는 세계적으로 약 272만 명에 도달했으며 이 중

3분의 2의 숫자는 노동을 위해 이주한 자들이며, 74%가 20세~64세로 노동

나이에 속한다고 보고되었다(IOM, 2019).

이주자들은 사회경제적 소수 집단으로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언어, 문화, 행정적 장벽으로 인해 건강 검진이나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김혜련, 2010; Yang, 2010). 이주자의 건강은 개인의

안녕뿐 아니라 이주한 사회와 출신 국가 등 전체 인구의 공중 보건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주한 사회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보건 의료

서비스 비용 또한 절감하는 사회경제적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림, 2011).

WHO,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등 국제기구에서는 이주/이민자들의 건강을 국제사회의 중요 쟁점

으로 받아들이고 이주자 건강에 관한 선언문 발표, 국제회의 등을 개최

하며 이주/이민자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 불평등을 해

결하고, 치료와 예방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보호하며, 이주

과정이 건강증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이주자 건강증진을 위해 이주자들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제로, 다양한 의료 영역뿐 아니라 비의료

영역에서도 건강 환경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건강습관은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다. 이주 과정에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1965년 미국

Alameda 지역에서 수행된 건강 행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수면, 식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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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운동, 간식, 흡연, 음주 등 7가지 생활습관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

치고 이런 건강습관은 사망률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Breslow &

Breslow, 1993).

이주와 건강의 개념은 역동적이고 복잡한 관계로 설명된다. 이주

과정은 개인을 더 많은 건강 위험에 노출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이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오히려 더욱 건강이 증진될 수도

있다. 이들의 건강상태가 개선되거나 악화하는지는 부분적으로는 이주

전, 이주 과정, 이주 후 단계 내내 건강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에 달려있다(IOM, 2019).

이주민들은 주재국 의료제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진입장벽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거나, 의사소통 문제로

보건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는 이주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Koh, Koh, 2009; Wu, Penning & Schimmele, 2005).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해외 거주자들이 본국 거주 한

국인들보다 대장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였고(Lee et al., 2007),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이주 노동 기간과 본국에

서의 건강상태와 비교하여 악화된 사례가 38.6%로 보고되었다(Jung et al.,

2008). 또한,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

근로자보다 산재 발생률이 6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고용노동부,

2017).

이주 노동자들은 피로, 스트레스, 수면 문제 등의 증상을 흔히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해외에 오래 체류할수록, 그리고 집단에 소속

되어 있을수록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Anderzén & Arnetz, 1997; Fonseca, Dias, Baptista, & Torgal, 2017;

Gamble, Hawker, 2019),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와

성과 창출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 시간과 이에 따른

여가 시간 부족, 육체적 피곤함 등의 이유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심재명, 2009a; 2011b),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상황,

열악한 숙소환경, 의사소통문제, 불안정한 법적 지위, 차별상황, 적응 스트레

스 등이 건강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Hovey &

Magana, 2002). 이런 증상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전문가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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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대처하고 노력하는 과정에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이민자의 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이 접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겪게 되는 인

간관계, 경제적, 가정, 생활에 수반된 사건들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우울, 불안, 정신분열 등 정신질환을

겪게 된다고 보고되었다. Keyes(2002)는 정신 건강을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가 아닌, 인간이라면 당연히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기본적인

목표로 보았다. 정신적 웰빙(mental well-being)이란 개인의 행복과 번영에

초점으로 둔 종합적인 개념으로 정서적 웰빙(emotional well-being), 심리적

웰빙(psychologiclal well-being), 사회적 웰빙(social well-being)을 포함한다.

문화적응은 개인의 문화간 상호작용 반응과 함께 지속해서 진행되는 심

리적 변화이며 삶의 만족, 심리 사회적 웰빙의 선행요소 개념으로 사

용된다. 이민자들에게 성공적인 심리적 적응은 인간관계에 만족감을 느

끼게 하고, 새로운 사회에서의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시켜준다. 성공적인

문화적응에는 긍정적 심리상태, 문화적 정체성, 높은 자존감, 삶의 만족

등이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사회에 더 잘 적응하는 개인은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느낄 뿐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환경 또한 잘 견디어낸다

(Zheng, Sang & Wang, 2004; Wolsko, Mohatt & Or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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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응

1) 문화적응

문화적응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문화 배경에 지속적으로 접

촉할 때 두 문화 집단이 상호 영향을 받아 함께 발생하는 변화이며,

Redfield, Linton & Herskovits(1936)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화되었다. 문화

적응은 개인의 가치, 신념, 행동뿐 아니라, 집단 수준에서 구조적, 경제적

측면에도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한다(Redfield et al., 1936). 이러한 변화는

주로 주류 문화에 정착을 원하는 소수 집단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문화간 접촉을 통해 언어, 관습, 식이, 사회적 관계 등 개인의

신념, 가치, 정체성,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Berry, 1997; Berry, 2005).

문화적응 이론은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언어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적용되었고, 각 학문 분야가 고유의 함의를 가지는 만큼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이론의 범주가 확장되었다(Olmedo, 1979). 문화적응은 단일

차원적 문화적응 이론(uni-dimensional acculturation theory)으로 먼저

소개되었다(Godrdon, 1964). 이는, 이주자의 문화적 적응 정도가 비 적응과

완전 적응의 연속 선상을 따라 동화되는 것을 말하며, 주류 문화를 수용

할수록 고유문화의 정체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즉, 높은 수준의 문화

적응이란 주류 문화를 받아들여 동화된 상태를 의미하며, 낮은 수준의

문화적응이란 자신의 고유문화에 주된 가치를 두며 주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Godrdon, 1964).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이주 근로자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개인과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로 작용하는 문화적응의 중요성이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이미 해외 파견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적응할

만한 인재인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선발 후에는 파견국 적응을 돕기 위한

사전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심춘화, 하인수, 2012; Brewster, Suutari

et al.,2005; Mendenhall et al., 1986).

Black(1990) 외의 연구는 해외 근무 과정에서의 적응은 직무 적

응, 상호작용 적응, 일반 생활 적응을 모두 포함한 3차원의 다차원적 구

성개념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이주 국가의 날씨, 교통, 의료, 종교시설

등과 같은 문화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의미하는 일반적 적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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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이주 사회의 사람들과 원활한 대인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적

응하는 것에 초점을 둔 상호작용 적응이다. 마지막으로는 직무 적응으로

자신이 맡은 직무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2) 문화적응 선행요인

문화적응에 관한 선행변수로는 개인적 요인으로 나이, 성별, 교육

수준, 경제적 수준, 이주 동기, 언어, 종교, 성격 등이 있는데(Berry,

1997), 문화적응은 이와 같은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보이는 복잡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나이가 적을수록 문화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Berry, 2005; Cheung, Chudek & Heine 2011),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해외 생활을 시작하고 장시간 주류 문화에 노출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문화적응을 잘하는 편으로 보고되었다(Cheung et

al., 2011). 다만, 해외 거주 기간의 장기화와 성공적인 문화적응의 관계가

일관된 경향만을 보이는 것은 아닌데,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러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이주국 내 거주 기간과

문화적응의 연관성은 여러 측면을 고려하며 검토해야 할 것이다(Berry,

1997).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상태는 성공적인 문화적응에 영향에 미친

다고 할 수 있는데(Baek Choi & Thomas, 2009; Berry, 2005), 높은 사

회적 경제적 상태는 문화적응에 직면하는 문제 상황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이지연, 2014). 미국에 이주한 한국, 필리핀, 인도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이주민의 긍정적인 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류 문화에 노출되는

경험이 많았고 이는 문화적응에 긍정적 태도로 발전될 수 있었다(Baek

Choi & Thomas, 2009).

문화적응 과정에서 가족, 친구, 커뮤니티는 개인에게 일차적인

지지 자원으로 작용한다. 부적응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심리적 신

체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늘리는데 중요한 요인

이라 할 수 있다(김현경,2009). 서구 문화보다 한국인들은 서로 집단을 지

어 생활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한국 교민 집단, 종교 생활이나 가족으로부

터의 지지가 문화적응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해외 근무자들이 가



13

족과 함께 생할 하는 것은 현지 생활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

고, 마주한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하며, 조기 복귀를 방지하는 것으로 확

인 되었다(Black et al., 1990; Van Oudenhoven, Mol, Van, 2003).

언어 능력은 해당 문화에 대한 적응 정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Mouw & Xie, 1999). 이민 생활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 적응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언어의 장벽은 개인을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망, 자원, 정보로부터 고립되게 만든다. 반면, 주류

문화의 언어 구사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고 새로운 문화권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진다(Yeh, 2003).

문화적응은 이주 동기와 직업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해외

근무자들의 이주 동기는 자발적 이유, 회사의 파견, 가족의 이민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해외 근무 시 직업에 대한 강한 동기 의식이 있을 경우

해당 문화에 적극적인 적응 태도를 보였다(이경아, 2009). 직업군에 따라

문화적응을 분류할 경우, 표준화된 직무의 특성이 있는 제조업의 경우와

달리 업무 중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많이 하는 서비스 업종에서 문화

적응 수준이 높았다(강주희, 2002).

이주자의 건강은 문화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이민 한국

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문화적응과 건강은 낮은 교육수준

및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a,

Cho & Hummer 2013).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 이민자의 경우 문화

적응이 높을수록 낮은 흡연율을 보이고, 가벼운 신체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문화적응 수준이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양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Sobal & Frongillo, 2000).

또한, 높은 문화적응 수준이 적극적인 질병 예방 행위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의 경우 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검진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관측되었고

(Jenny, 1998), 미국의 거주하는 한국인 여성의 경우에도 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스크리닝과 유방 검진 등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다고

보고되었다(Juon, Choi, Kim, 2000).

Lee 외(2000)는 개인의 모국, 주재국, 사회적 위치 등 각각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응수준이 다른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개념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고 건강에 대한 영향들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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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외 근로자가 문화적응

과정에서 생활양식의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은 개인의 문화간 상호작용 반응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

되는 심리적 변화이며 삶의 만족, 심리·사회적 웰빙의 선행요소 개념으

로 사용된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족, 건강, 재정, 대인관

계 등 다양한 문제는 개인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끼친다. 더욱이 해외 근

무자의 경우 기존에 겪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며 개인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적응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과도한 스

트레스는 우울, 불안, 정신분열 등으로 악화되어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Berry 1997; Black et al., 1990). 해외 근무자의 성

공적인 문화적응을 돕기 위해 여러 기업은 실천적 대안으로서 파견 전

후 파견 대상자들에 대한 이문화 적응훈련과 문화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심춘화, 하인수, 2012; Mendenhall & Oddou, 1986; Brewster,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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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국 거주 재외국민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

강 관련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자가 기입 설문지를 이용한 횡단면적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일개 자치구에 거

주 중인 재외국민 근로자로 파견 주재원, 자영업, 현지 채용직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계산하였다. 재외국민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 시 Cohen(1994)의 중간효

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의 조건 하에서 표본 수를 구하였

을 때 172명이 필요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탈락률 20%를 고려하

여 212명에게 설문지를 배부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총 210부를 분석

하였다.



16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 13문항, 문화적응 12 문항,

건강실천행위 7문항, 신체적 건강 18문항, 정신적 건강 14문항으로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1) 대상자의 특성

일반적 특성의 세부 항목은 성별, 연령, 결혼 여부, 동거형태, 주관적

의사소통 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종교, 중국 복무기간, 보험 유무, 월 가계

수입, 직업분류, 근무시간, 귀국계획을 포함하여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라이커트 척도로 ‘매우 나쁨’ 1점부터 ‘매우 좋음’

5점까지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근무시간은 2020년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40시간 이하, 41시간 ~52시간,

52시간 이상으로 설문하였다. 직업분류는 우리 국민의 중국 진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파견-주재원, 자영업자, 현지 채용으로 설문하였다.

2) 문화적응 (Acculturation)

문화적응은 Jang(2007)이 개발한 Acculturation 척도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문화적응 수준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척도이다. 본

척도는 개발 당시 도구 개발자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된 척도를 사용했다.

총 12문항으로 내용은 언어, 미디어 선호도, 음식 섭취, 사회관계, 소속감,

문화 친밀도 등을 포함한다. 각 문항의 점수는 0점(전혀 아니다)에서 3점

(매우 그렇다)으로 입력되고, 총점이 높을수록 주류 문화에 대한 문화적

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h’s α =.60 ~.86이었다.

3) 건강실천행위 (Health Practice Behavior)

건강실천행위란 미국 알라메다 지역(Alameda Country)에서

진행한 건강 관련 행위를 연구한 결과로 흡연, 음주, 운동, 수면, 체중

조절, 아침 식사 및 간식 여부 등 7가지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건

강행태의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이다. 7개 항목에 대해 좋은 건강실천행

위를 1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하며, 좋은 건강실천행위는 수면

7~8시간, 아침 식사는 자주 또는 매일 하는 경우, 간식은 안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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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자주 또는 매일 하는 경우, 음주는 주 1회 이하이고 한 번에 6잔

이하로 마시는 경우, 흡연은 비흡연, 체질량지수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기준에 따라 18.5에서 25 미만인 경우이다.

음주는 주 2회 이상, 한 번에 7잔 이상 마시는 경우를 고위험음주로 정의

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참고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15). 점수 범위는 0

점에서 7점까지이며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실천행위가 좋음을 의

미한다.

4) 신체적 건강 (Physical health)

신체적 건강은 신체 증상을 자가 보고한 것으로 측정한다. 신체

증상검사(Physical Symptoms Inventory, PSI)는 Spector와 Jex(1998)의

도구를 고정미와 고진강(2010)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증상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위의 통증, 요통, 수면 곤란, 피부병,

호흡곤란, 가슴 통증, 두통, 열, 위산과다, 눈의 피로, 설사, 위경련, 변비,

심장 두근거림, 감염, 식욕부진, 어지러움, 피로를 포함한 총 18개의 증상을

포함하였다. 대상자는 증상이 있었는지, 병원에 방문했는지 등을 답하였고,

증상이 없었을 경우 0점, 증상이 있었거나 증상이 있어서 병원 방문 여부는

1점으로 측정하였다. 총점을 0점부터 18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5) 정신적 건강 (Mental Health)

정신적 건강은 Keyes(2002)가 제시한 정신적 웰빙 척도(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MHC-SF; Keyes et al., 2008)로 측정하였다.

정신적 웰빙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임영진 외(2012)가 한국판 정신적 웰빙

척도(K-MHC-SF)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신적 웰빙 척도는 사회적

웰빙(social well-being) 5문항,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6

문항, 정서적 웰빙(emotional well-being) 3문항을 측정하는 14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0점(전혀 없음)에서 5점(매일) 사이의 6

개 값 중에서 한 점수를 선택하는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7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판 정신적 웰빙 척도(K-MHC-SF) 개발 당시 Cronbach’s

α=.9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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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일개 자치구에 거주하

는 재외국민 근로자이다. 2018년 기준 중국에 체류 중인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주재원과 교민 등 약 3만 5천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KOTRA,

2018). 대상자 선정은 편의추출방식으로 진행했다. 본 연구자가 해당 도

시의 한국식당, 교회 등 한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서 조사하였으며 해

당 기관에 협조와 동의를 구하여 허락을 받았다. 칭다오시 한인회에 등록

된 한인 종교시설의 수는 총 8곳이며, 한국식당은 약 220여 개로 추정된

다(한식재단, 2015). 한인 밀집 거주 지역 소재 한국식당들 가운데 식당

좌석 수 50석 이상, 식당 주인에게 문의 후 일 평균 방문자 100명 이상

의 고객이 있는 곳 중 해당 조사에 동의를 구하여 허락을 받은 2곳을 선

정하였다. 한인 종교시설 중 신도 수 주 평균 200명 이상인 교회에 동의

를 구하였으며 허락된 1곳에서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1

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조사하였다. 설문은 자가 기재되었으며 설문

작성은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S 대학교의 IRB 승인을 얻은 후 자료수집

하였다. 본 연구자가 한국인 근로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 보호에

관해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했다. 설문지는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설문 참여방식은 해당

장소에서 직접 인쇄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

목적, 대상자와 자료 처리의 익명성과 비밀보장, 연구 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자발적인 참여를 서면 동의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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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응, 건강실천행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상태는 빈도수,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

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건강실천행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하였고, 일반적 특성 중 연속변수는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독립변수와의 차이 분석에서 가계

소득은 중위값의 근위값인 7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독립변수와의 차이 분석에서 근무

시간의 기준은 한국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을 기준으로 분석

하였다.

3) 문화적응, 건강실천행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다.

4)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동시입력방식 다

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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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10명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179명(85.2%), 여성 31명(14.8%)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평균 52.87세였으며 60대 이상이 73명(34.8%)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여부는 결혼(81.9%), 미혼(17.6%)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동거상태

는 가족과 함께 산다(58.6%), 혼자 산다(4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 복무연수는 평균 8.86년으로, 10년 이하 10년 이하 124명(59.0%),

11년~30년 이하가 86명(41%)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체 5

점 만점 중 평균 2.51±1.67 점이었으며, ‘매우좋음’ 51명(24.3%), ‘좋음’ 59

명(28.1%), ‘보통’ 47명(22.4%), ‘나쁨’ 47명(22.4%), ‘매우나쁨’ 6명(2.9%)의

결과를 보였다. 종교는 있음 119명(56.7%), 종교 없음 91명(43.3%)으로 나

타났다. 가계 소득은 평균 7.45±2.139으로, 700~800만원 미만(20.5%),

600~700만원 미만(1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주 41~52시

간 이하(48.1%), 주 53시간 이상(4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귀국 계획

은 있음(63.8%), 없음(36.2%)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파견-주재원(36.2%), 현

지 채용(33.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험 여부는 있음(68.15%), 없음

(31.9%)으로 나타났다. 직업구분에 따른 보험 보유는 자영업자 중 20명

(31.2%)이 보험이 있음, 44명(68.8%)이 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

견-주재원 중 63명(82.9%)이 보험이 있음, 13명(17.1%)이 보험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현지채용직 중 60명(85.7%)이 보험이 있음, 10명(14.3%)

이 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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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10)

Characteristics n (%) Mean±SD

Gender
Male 179 85.2

Female 31 14.8

Age

≤30 17 8.1

52.87±9.543
40-49 59 28.1

50-59 61 29.0

≥60 73 34.8

Marital status
Single 38 18.1

Married 172 81.9

Residential status
Living alone 87 41.4

Living with family 123 58.6

Working career in China(year)
≤10 124 59.0

8.86±2.39
11~30 86 41

Percevied Health status

Very Poor 6 2.9

2.51±1.167

Poor 47 22.4

Fair 47 22.4

Good 59 28.1

Excellent 51 24.3

Religion
Have 119 56.7

None 91 43.3

Family income

(in 10 thousand KRW)

<100 1 .5

7.45±2.139

100~200 2 1.0

201~300 12 5.7

301~400 4 1.9

401~500 26 12.4

501~600 11 5.2

601~700 38 18.1

701~800 43 20.5

801~900 36 17.1

901~1000 30 14.3

≥1000 7 3.3

Working hour(week)

≤40 14 6.7

41~ 52 101 48.1

≥ 53 95 45.2

Return plan
Have 134 63.8

None 76 36.2

Insurance
Have None

143(68.1) 67(31.9)

Hired condition

Self-employed 64(30.5) 20(31.2) 44(68.8)

Dispatch service 76(36.2) 63(82.9) 13(17.1)

Local employment 70(33.3) 60(85.7) 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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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문화적응, 건강실천행위, 신체 증상, 정신적웰빙

1) 문화적응

대상자의 문화적응 정도는 Table 2와 같았다. 대상자의 문화적응

정도는 가능한 점수 범위는 0~36점이다. 각 문항의 가능한 점수 범위

0~3점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의 점수분포는 0~34점으로 문화적응 총점은 평균 15.54±6.65점으

로 나타났다.

언어(Language) 관련 문항을 살펴보면 ‘중국어 수준’ 문항의 점

수 범위는 0~3점(0점: 전혀 못한다 ~ 3점: 매우 잘한다)으로, 평균은

1.40±0.92점으로 나타났다. ‘전혀 못한다’는 15.7%, ‘별로 잘하지 못한다’

는 43.3%, ‘잘하는 편이다’는 26.2%, ‘매우 잘한다’는 14.8%로 보고하였

다. ‘중국어 사용 빈도’ 문항의 점수 범위는 0~3점(0점: 전혀 쓰지 않는다

~ 3점: 항상쓴다)으로, 평균은 1.40±0.94점으로 나타났다. ‘전혀 쓰지 않는

다’는 19.0%, ‘가끔 쓴다’는 36.2%, ‘자주 쓴다’는 31.0%, ‘항상 쓴다’는

13.8%로 보고하였다. 언어 관련 문항의 평균 점수는 2.79±1.73 점으로 나

타났다.

미디어 선호(Media consumption)와 관련된 문항을 살펴보면 ‘중

국어로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시청’ 문항의 점수 범위는 0~3

점(0점: 전혀 없다 ~ 3점: 대부분)으로, 평균은 0.97±00.86점으로 나타났

다. ‘전혀 없다’ 33%, ‘약간’ 41.4%, ‘절반 이상’ 29.0%, ‘대부분’ 5.2%로

보고하였다. ‘중국어로 된 신문, 잡지 읽기’ 문항의 점수 범위는 0~3점 (0

점: 전혀 없다 ~ 3점: 대부분)으로, 평균은 0.92±0.83점으로 나타났다. ‘전

혀 없다’ 27.1%, ‘약간’ 55.7%, ‘절반 이상’ 13.8%, ‘대부분’ 3.3%로 보고하

였다. 미디어 선호 문항의 평균은 1.89±1.57점으로 나타났다.

음식 섭취(Food consumption)와 관련된 문항을 살펴보면 ‘집에

서 중국음식 섭취’ 문항의 점수 범위는 0~3점(0점: 전혀 없다 ~ 3점: 대

부분)으로, 평균은 0.9.3±0.73점으로 나타났다. ‘전혀 없다’ 27.1%, ‘약간’

55.7%, ‘절반 이상’ 13.8%, ‘대부분’ 3.3%‘로 보고하였다. ‘밖에서 중국음

식 섭취’ 문항의 점수 범위는 0~3점(0점: 전혀 없다 ~ 3점: 대부분)으로

평균은 1.36±0.72점으로 나타났다. ‘전혀 없다’ 7.6%, ‘약간‘ 55.7%, ‘절반

이상’ 30.0%, ‘대부분’ 6.7%로 보고하였다. 음식섭취 문항의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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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22점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Social relation)와 관련된 문항을 살펴보면 ‘중국인 친

구’ 문항의 점수 범위는 0~3점(0점: 전혀 없다 ~ 3점: 대부분)으로, 평균

은 1.27±0.77점으로 나타났다. ‘전혀 없다’ 13.8%, ‘약간’ 51.9%, ‘절반 이

상’ 28.1%, ‘대부분’ 6.2%로 보고하였다. ’중국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이

나 잔치 참여’ 문항의 점수 범위는 0~3점(0점: 전혀 없다 ~ 3점: 대부분),

평균은 1.36±0.72점으로 나타났다. ‘전혀 없다’ 5.7%, ‘약간’ 57.1%, ‘절반

이상’ 32.9%, ‘대부분’ 4.3%로 보고하였다. 사회관계 문항의 평균은

2.62±1.27점으로 나타났다.

소속감(Social belonging)과 관련된 문항을 살펴보면 ’중국 사람

들과 동질감을 느낌문항의 점수 범위는 0~3점(0점: 전혀 그렇지 않다 ~

3점: 매우 그렇다)으로, 평균은 1.43±0.69점으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6.2%, ‘별로 그렇지 않다’ 49.5%, ‘그런 편이다’ 39.0%, ‘매우 그렇

다’ 5.2%로 보고하였다. ‘중국 사람들과 잘 통함’ 문항 점수 범위는 0~3

점(0점: 전혀 그렇지 않다 ~ 3점: 매우 그렇다)으로, 평균은 1.53±0.75점

으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8.1%, ‘별로 그렇지 않다’ 38.6%, ‘그

런 편이다’ 45.7%, ‘매우 그렇다’ 7.6%로 보고하였다. 소속감 문항의 평균

은 2.96±1.31점으로 나타났다.

문화친밀도(Familiarity to culture)와 관련된 문항을 살펴보면

‘중국 문화와 전통에 얼마나 친속한지’ 문항의 점수 범위는 0~3점(0점:

전혀 그렇지 않다 ~ 3점: 매우 그렇다)으로, 평균은 1.49±0.80점으로 나타

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9%, ‘별로 그렇지 않다’ 35.7%, ‘그런 편이다’

44.3%, ‘매우 그렇다’ 8.1%로 보고하였다. ‘중국 명절이나 기념일을 자주

지내는지’ 문항 점수 범위는 0~3점(0점: 전혀 지내지 않는다 ~ 3점: 항

상)으로, 평균은 1.50±0.77점으로 나타났다. 전혀 지내지 않는다 10.5%,

‘별로 그렇지 않다’ 36.7%, ‘그런 편이다’ 45.7%, ‘항상’ 7.1%로 보고하였

다. 문화친밀도 문항의 평균은 2.98±1.40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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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culturation

(N=210)

Characteristics n % Mean±Sd Range

Language 2.79±1.73 0-6

Language

proficiency

not at all 33 15.7

1.40±0.92

0-3

not much 91 43.3

some 55 26.2

very well 31 14.8

Frequency of

language use

never 40 19.0

1.40±0.94

0-3

occasionally 76 36.2

often 65 31.0

always 29 13.8

Media

consumption

1.89±1.57 0-6

Media

consumption

(TV, Video)

never 70 33.3

0.97±0.86

0-3

occasionally 87 41.4

more than half 42 20.0

always 11 5.2

Media
consumption
(newspaper,
magazine)

never 75 27.1

0.92±0.83

0-3

occasionally 82 55.7

more than half 47 13.8

always 6 3.3

Food

consumption

2.29±122 0-6

Food consumption

at home

never 57 27.1

0.93±0.73

0-3

occasionally 117 55.7

more than half 29 13.8

always 7 3.3

Food consumption

outside the home

never 16 7.6

1.36±0.72

0-3

occasionally 117 55.7

more than half 63 30.0

always 14 6.7

Social

relations

2.62±1.27 0-6

Chinese friends

never 29 13.8

1.27±0.77

0-3

occasionally 109 51.9

more than half 59 28.1

always 13 6.2

Social gathering

with Chinese

never 12 5.7

1.36±0.72

0-3

occasionally 120 57.1

often 69 32.9

always 9 4.3

Sense of

belonging

2.96±1.31 0-6

Sense of

belonging

not at all 13 6.2

1.43±0.69

0-3

not much 104 49.5

some 82 39.0

very much 11 5.2

Getting along

not at all 17 8.1

1.53±0.75

0-3

not much 81 38.6

some 96 45.7

very well 16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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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Familiarity to

culture

2.98±1.40 0-6

Familiarity to

culture and

custom

not at all 25 11.9

1.49±0.80

0-3

not much 75 35.7

some 93 44.3

very closely 17 8.1

Celebration of

holidays

never 22 10.5

1.50±0.77

0-3

occasionally 77 36.7

often 96 45.7

always 15 7.1

Acculturation score 15.54±6.65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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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건강실천행위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실천행위 점수는 Table 3와 같다. 수면,

아침식사, 간식, 운동, 음주, 흡연, 체중으로 총 7가지 건강행위에 대해

좋은 건강실천행위를 1점,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점으로 부여하여 점수

가능범위는 0~7점이었다. 본 연구의 건강실천행위 범위는 1점에서 7점으로,

평균은 4.524±1.64점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하루 7~8시간 수면이 137

명(65.2%)로 가장 많았다. 아침식사는 자주 또는 매일 하는 경우가 157

명(74.8%)로 가장 많았다. 간식은 먹지 않음이 124명(59%)로 가장 많았

다. 운동은 자주 또는 매일 하는 경우가 115명(54.8%)로 가장 많았다. 음

주는 마시지 않는 경우가 99명(47.1%)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를 주 1회 혹

은 주 2회 이상 하는 대상자 중 매회 음주량을 조사한 결과 1~2잔(43.2%)

가 가장 많았다. 흡연은 하지 않음이 125명(59.5%)로 가장 많았다. BMI

는 전체의 66.2%가 정상범위인 18.5~25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Health Practice Behavior

(N=2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leeping(hour) 1: 7~8 137 65.2

0: <6 or >9 73 34.8

Eating breakfast
1: Often or Everyday 157 74.8

0: Sometime or Never 53 25.2

Snaking
1: Never 124 59.0

0: Sometime Or Everyday 86 40.9

Exercise
1: Often or Everyday 115 54.8

0: Sometime or Never 95 45.2

Drinking
1:<2 times/week and <7 cups 157 74.7

0: ≥2 times/week and ≥7 cups 53 25.2

Smoke
1: None smoker 125 59.5

0: Smoker 85 40.5

BMI
1: 18.5≤BMI<25 129 66.2

0: ≥25 71 33.8

Health practice behavior score 1-7 4.52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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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신체증상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은 Table 4와 같다. 신체적 증상이 있을 시

1점, 증상이 없을 시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가능한 점수 범위는 0-18

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소 0점에서 최고 13점의 범위로 나타났다. 평균은

전체 4.51±2.77으로, 대상자는 최소 4개의 증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반수의 해외 거주 근로자는 신체증상 중 피로 120명(57.1%), 눈의 피

로 110명(52.4%)으로 경험하였다.

‘증상이 있었지만 병원에 안 갔다’에 표시한 이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병원을 신뢰하지 않음’ 52건(34.0%), ‘병원에 갈 만큼 아프지

않음’ 51건(33.3%), ‘시간이 없어서’ 43건(28.1%), ‘병원이 멀어서’ 7건(4.6)

으로 확인되었다(Table 4-1). ‘자신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21건(23.08%),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음이 21건(23.08%), 공기오

염 16건(17.58) 이 가장 많았다(Tabl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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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quency of Physical symptoms (N=210)

Symptoms Frequency(%)

An upset stomach or nausea 84(40)

A backache 47(22.4)

Trouble sleeping 86(41)

A skin rash 42(20)

Shortness of breath 27(12.9)

Chest pain 21(10)

Headache 48(22.9)

Fever 43(20.5)

Acid indigestion or heartburn 65(31)

Eye strain 110(52.4)

Diarrhea 50(23.8)

Stomach cramps 59(28)

Constipation 38(18.1)

Heart pounding when not exercising 10(4.7)

An infection 15(7.1)

Loss of appetite 40(19)

Dizziness 43(20.5)

Tiredness or fatigue 120(57.1)

Physical heath score(0-13) M±SD

4.51±2.77

Note. Yes=1, No=0

Table 4-1. Reasons for not visiting hospital despite having symptoms

Items Frequency(%)

Lack of time 43(28.1)

Not sick enough to go hospital 51(33.3)

Lack of reliability 52(34)

Too far 7(4.6)

Table 4-2. Reasons for worsen the symptoms(open answer)

Items Frequency(%)

Stress 21(23.08)

Food disagreement 21(23.08)

Air pollution 16(17.58)

Lack of exercise 11(12.09)

Fatigue 6(6.59)

Communication 5(5.49)

Sleeping 4(4.40)

Alcohol 2(2.20)

Overweight 2(2.20)

Etc 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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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정신적 웰빙

정신적 웰빙 척도 Table 5와 같다. 한국판 정신적 웰빙 척도

(Korea 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로 측정한 정신적 건강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0~ 70점이다. 각 문항의 가능한 점수 범위 0~5점(0점:

전혀 없음 ∼ 5점: 매일)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 16점, 최대 64점, 평균은 38.62±9.72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행복감을 느꼈다’ 2.87±1.11점, ‘삶에

흥미를 느꼈다’ 2.77±.95점, ‘만족감을 느꼈다’ 2.81±1.00점, ‘나는 사회에

공헌할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2.65±.93점, ‘공동체(사회집단이나

이웃 같은)에 소속되어있다고 느꼈다’ 2.76±.90점, ‘우리 사회가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2.52±.96점, ‘사람

들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느꼈다’ 2.63±.94점 이었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 이해할만하다고 느꼈다’ 16.87±4.5점, ‘나는 내 성격의 대부분을

좋아하고 있다고 느꼈다 2.63±.88 점,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

들을 잘 해내고 있다고 느꼈다’ 2.84±.85 점,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고 신뢰

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꼈다’ 2.84±.854 점,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자극을 주는 경험들을 했다고 느꼈다’ 2.76±.87점, ‘나만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생각하거나 표현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느꼈다’

2.69±.85점, ‘내 삶이 방향감이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 3.06±1.03점

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웰빙의 하위영역인 정신적 웰빙(emotional well-being), 사

회적 웰빙(social well-being),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의 평

균 점수를 살펴보면 정서적 웰빙 8.45±2.69점(최소:2-최대:15), 사회적 웰

빙 16.87±4.51점(최소:5-최대:25), 심리적 웰빙 16.87±4.51점(최소:7-최대:30) 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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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ntal health(Mental well-being)

(N=210)

Categories MD±Sd Range

Emotional well-being 8.45±2.69 2-15

Happy 2.87±1.11 0-5

Interested in life 2.77±.95 1-5

Satisfied 2.81±1.00 1-5

Social well-being 13.3±3.77 5-25

That you had something important to contribute to society 2.65±.93 0-5

That you belonged to a community(like a group of

friends, at school or in the neighbourhood)
2.76±.90 1-5

That our society is becoming a better place for people 2.52±.96 0-5

That people are basically good 2.73±.90 0-5

That the way our society works makes sense to you 2.63±.94 0-5

Psychological well-being 16.87±4.51 7-30

That you liked most parts of your personality 2.63±.88 1-5

Good at managing the responsibilities of your daily life 2.84±.85 1-5

That you had warm and trust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2.84±.854 1-5

That you have experiences that challenge you to grow

and become a better person
2.76±.87 1-5

Confident to think or express your own ideas and opinions 2.69±.85 1-5

That your life has a sense of direction or meaning to it 3.06±1.03 1-5

Mental health score 38.62±9.72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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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적응, 건강실천행위, 신체

증상, 정신적웰빙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건강실천행위, 신체증상,

정신적웰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

(ANOVA),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을 실시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및 문화적응의 하위요인인

언어, 미디어선호도, 음식섭취, 사회관계, 소속감, 문화친밀도의 차이는

Table 6과 같다.

문화적응 총점은 일반적 특성 중 연령(r=-.212, p=.002),

동거상태(t=-4.76,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점수가 높았으며, 가족과 함께 사는 집단

(M=16.18, SD=8.10)이 혼자 사는 집단(M=15.40, SD=6.56)보다 문화적응 점수가

높았다.

문화적응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언어는 연령(r=-.278, p<.001),

동거상태(t=-4.685, p<.001), 종교(t=2.222, p=.027)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디어선호는 연령(r=-.141, p=.042), 동거상태(t=-2.426, p<.016)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음식섭취는 연령(r=-.186, p=.007), 동거상태

(t=-2.950, p=.004)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관계는

연령(r=-.160, p=.020), 동거상태(t=-2.950, p=.004), 귀국계획(t=-4.061,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속감은 동거상태(t=-4.530, p<.001),

종교(t=2.856, p=0.005), 근무시간(t=2.167, p=.03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문화친밀도는 동거상태(t=-4.396, p<.001), 주관적 건강상태

(t=0.154, p=.02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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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 Differences in Acculturation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2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cculturation
Language Media Ccnsumption Food consumption Social relation Sense of belonging Familiarity to Culture

M ± SD F/t/r(p) M ± SD F/t/r(p) M ± SD F/t/r(p) M ± SD F/t/r(p) M ± SD F/t/r(p) M ± SD F/t/r(p) M ± SD F/t/r(p)

Age(yr) (210) 15.54±6.65
-.212(.002

)
2.79±1.73 -.278(<.001) 1.89±1.57 -.141(.042) 2.29±1.22 -.186(.007) 2.62±1.27 -.160(.020) 2.96±1.31 -.121(.081) 2.98±1.40 -0.084(.228)

Gender
Male(179) 15.40±6.68 -0.760(.44

8)

2.78±1.78
-0.151(.880)

1.89±1.58
-0.031(.976)

2.24±1.20
-1.267(.203)

2.64±1.27
0.510(.610)

2.91±1.31
-1.360(.175)

2.92±1.43
-1.468(.144)

Female(31) 16.38±6.54 2.83±1.41 1.90±1.49 2.54±1.31 2.51±1.26 3.25±1.29 3.32±1.22

Marital status
Single(38) 16.18±8.10

0.651(.516)
2.68±1.83

-0.436(.663)
2.07±1.58

0.796(.427)
2.50±1.53

0.968(.338)
2.92±1.26

1.600(.111)
3.02±1.65

0.277(.783)
2.97±1.68

-0.030(.972)
Married(172) 15.40±6.31 2.81±1.71 1.85±1.56 2.24±1.13 2.55±1.26 2.94±1.23 2.98±1.34

Residence status

Living alone(87) 13.06±6.56
-4.76(<.00

1)

2.16±1.71

-4.685(<.001)

1.58±1.41

-2.426(.016)

2.01±1.25

-2.832(.005)

2.32±1.18

-2.950(.004)

2.49±1.35

-4.530(<.001)

2.49±1.45

-4.396(<.001)Living with

family(123)
17.30±6.16 3.24±1.60 2.11±1.64 2.48±1.16 2.83±1.28 3.29±1.18 3.32±1.27

Career in China(yr) (210) 15.54±6.65 0.41(.550) 2.79±1.73 0.120(.083) 1.89±1.57 -0.133(.053) 2.29±1.22 -0.043(.532) 2.62±1.27 -0.012(.865) 2.96±1.31 0.138(.046) 2.98±1.40 0.115(.095)
Perceived health

status
(210) 15.54±6.65 0.118(.089) 2.79±1.73 0.09(0.184) 1.89±1.57 0.09(.179) 2.29±1.22 0.08(.201) 2.62±1.27 0.06(.32) 2.96±1.31 0.05(.475) 2.98±1.40 0.154(.025)

Religion
Have(119) 16.27±5.92

1.773(.078)
3.02±1.63

2.222(.027)
1.89±1.57

-0.047(.962)
2.29±1.13

0.049(.961)
2.75±1.18

1.737(.084)
3.18±1.20

2.856(.005)
3.12±1.27

1.674(.096)
None(91) 14.59±7.42 2.49±1.80 1.90±1.57 2.28±1.32 2.45±1.36 2.67±1.39 2.79±1.54

Family income
<700(94) 15.72±6.12

0.344(.731)
3.03±1.62

1.793(.071)
1.85±1.53

-0.366(.972)
2.28±1.20

-0.035(.972)
2.67±1.17

0.476(.635)
2.98±1.26

0.272(.786)
2.89±1.26

-0..824(.411)
≥ 700(116) 15.40±7.08 2.60±1.79 1.93±1.60 2.29±1.23 2.58±1.34 2.93±1.35 3.05±1.51

Insurance
Have(143) 15.67±6.61

0.415(.679)
2.83±0.14

0.451(.653)
1.97±0.13

1.130(.260)
2.33±0.09

0.783(.434)
2.61±0.10

-0.140(.89)
2.94±0.11

-0.287(.775)
2.97±0.11

-0.134(.894)
None(67) 15.26±6.77 2.71±0.20 1.71±0.18 2.19±0.15 2.64±0.16 3.00±0.15 3.00±0.11

Hired condition

Self-employed(64) 14.70±7.45

0.887(.414)

2.57±188

0.735(.481)

1.81±1.54

0.254(.776)

2.20±1.24

0.683(.506)

2.50±1.30

0.437(.647)

2.76±1.477

1.047(.353)

2.84±1.48

0.787(.456)

Dispatch

service(76)
15.63±5.83 2.87±1.56 1.86±1.522 2.23±1.22 2.68±1.27 3.02±1.22 2.94±1.35

Local

employment(70)
16.22±6.72 2.91±1.76 2.00±1.63 2.42±1.20 2.67±1.23 3.07±1.25 3.14±1.39

Work hours(wk)
< 52 hr(115) 16.19±6.37

1.547(.123)
3±1.64

1.898(.059)
2±1.53

1.153(.250)
2±1.53

1.091(.277)
2.63±1.27

0.137(.891)
3.13±1.17

2.167(.035)
3.03±1.33

0.609(.543)
≥ 52 hr(95) 14.76±6.93 2.54±1.80 1.75±1.61 1.75±1.61 2.61±1.26 2.74±1.44 2.91±1.49

Return plan
Have(134) 15.06±6.56 -1.392(.16

5)

2.69±1.70
-1.126(.262)

1.96±1.54
.826(.410)

2.26±1.21
-.971(.333)

2.55±1.25
-4.061(<.001)

2.69±1.34
-1.272(.205)

2.69±1.34
-1.869(.064)

None(76) 16.39±6.76 297±1.78 1.77±1.61 232±1.21 2.73±1.28 `3.43±1.12 3.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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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실천행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실천행위의 차이는 Table 7

과 같다.

건강실천행위는 성별, 결혼여부, 동거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은 여성인 집단이(M=5.09, SD=1.57) 남성인

집단(M=4.41, SD=1.64)보다 건강실천행위 정도가 높았고(t=2.130 p=.034),

결혼한 집단(M=4.72, SD=1.61)이 미혼 집단(M=3.6, SD=1.48)보다 건강실

천행위 정도가 높았고(t=-3.90, p<.001), 가족과 함께 사는 집단(M=5.28,

SD=1.49)이 혼자 사는 집단(M=3.43, SD=1.18)보다 건강실천행위 정도가

높았고(t=9.578, p<.001),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건강실천행위 정도가

높았고(r=.552, p<.001), 가계소득수준이 700만 원 이상인 집단(M=4.59,

SD=1.65)이 700만원 미만인 집단(M=3.78, SD=1.39)보다 건강실천행

위 정도가 높았다(t=-2.054, p<.041).

Table 7 . Differences in Health Practice Behavior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2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Health Practice behavior

M±SD t(p) or F(p) or r(p)

Age(yr) (210) 52.87±9.54 .25(.718)

Gender
Male(179) 4.41±1.64 2.130(.034)

Female(31) 5.09±1.57

Marital status
Single(38) 3.6±1.48 -3.90(<.001)

Married(172) 4.72±1.61

Residence status
Living alone(87) 3.43±1.18

-9.578(<.001)
Living with family(123) 5.28±1.49

Working career in China(yr) (210) 8.86±5.28 0.59(.398)

Perceived health status (210) 3.01±1.09 .0552(<.001)

Religion
Have(119) 4.47±1.64

-0.402(.688)
None(91) 4.57±1.66

Family income

(in 10 thousand KRW)

<700(94) 3.78±1.39
-2.054(.041)

≥ 700(116) 4.59±1.65

Insurance
Have(143) 4.48±1.62

-0.378(.706)
None(67) 4.58±1.71

Hired condition

Self-employed(64) 4.59±1.74

0.825(.440)Dispatch service(76) 4.64±1.48

Local employment(70) 4.31±1.73

Work hours(week)
< 52 hr(115) 4.5±1.48

-.139(.890)
≥ 52 hr(95) 4.5±1.83

Return plan
Have(134) 4.61±1.64

1.084(.279)
None(76) 4.3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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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증상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증상의 차이는 Table 8과 같

다.

신체증상은 연령, 결혼여부, 동거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r=.154, p=.020) 신체증상이 적었으며, 결

혼한 집단(M=4.12, SD=2.54)이 미혼인 집단(M=6.28, SD=3.12)보다 신체증상

이 적었으며(t=4.55, p<.001), 가족과 함께 사는 집단(M=3.30, SD=2.26)이

혼자 사는 집단(M=6.22, SD=2.52)보다 신체증상이 적고(t=8.796,

p<.001),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r=-.532, p<.001) 신체증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 Differences in Physical symptom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2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Physical symptom

M±S.D t(p) or F(p) or r(p)

Age(yr) (210) 52.87±9.54 .154(.020)

Gender
Male(179) 4.59±2.79 1.047(.296)

Female(31) 4.03±2.65

Marital status
Single(38) 6.28±3.12 4.55(<.001)

Married(172) 4.12±2.54

Residence status
Living alone(87) 6.22±2.52

8.796(<.001)
Living with family(123) 3.30±2.26

Working career in China(yr) (210) 8.86±5.28 -.071(.304)

Perceived health status (210) 3.01±1.09 -.532(<.001)

Religion
Have(119) 4.36±2.86

-0.862(.390)
None(91) 4.70±2.66

Family income

(in 10 thousand KRW)

<700(94) 4.41±2.73
-.466(.642)

≥ 700(116) 4.59±2.81

Insurance
Have(143) 4.64±2.73

0.984(.326)
None(67) 4.23±2.87

Hired condition

Self-employed(64) 4.56±2.92

0.494(.611)Dispatch service(76) 4.27±2.59

Local employment(70) 4.72±2.84

Work hours(week)
< 52 hr(115) 52.87±9.54

-.139(.890)
≥ 52 hr(95) 4.59±2.79

Return plan
Have(134) 4.03±2.65

1.084(.279)
None(76) 6.2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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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적 웰빙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적 웰빙의 차이는 Table 9와

같다.

정신적 웰빙은 연령, 동거상태, 종교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r=-.152, p=.027), 가족과 함께 사는 집단(M=41.67,

SD=9.94)이 혼자사는 집단(M=34.31, SD=7.92)보다(t=-6.020, p<.001), 주

관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r=.178, p=.010), 종교가 있는 집단(M=40.24,

SD=9.82)이 없는 집단(M=36.50, SD=9.22)보다(t=2.804, p=.006) 정신적

웰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웰빙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웰빙은 결혼한 집

단이(M=8.62, SD=2.77) 미혼인 집단(M=7.68, SD=2.13)보다(t=-2.312,

p=.024), 가족과 함께 사는 집단(M=9.33, SD=2.68)이 혼자 사는 집단

(M=7.20, SD=2.17)보다(t=-6.106, p<.001), 종교가 있는 집단(M=8.79,

SD=2.84)이 종교가 없는 집단(M=8.00, SD=2.41)보다(t=2.147, p=.033) 정

서적 웰빙 정도가 높았다. 근무형태 중 자영업(M=7.89, SD=2.46), 주재

원(M=8.35, SD=2.84), 현지 채용(M=9.07, SD=2.63)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t=3.365, p=.036) Scheffe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웰빙은 가족과 함께 사는 집단(M=14.14, SD=4.00)이 혼

자 사는 집단(M=12.10, SD=3.08)보다(t=-3.994, p<.001), 종교가 있는 집

단(M=13.84, SD=3.69)이 종교가 없는 집단(M=12.59, SD=3.79)보다

(t=2.396, p=.017), 근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인 집단(M=13.83, SD=3.61)이

53시간 이상인 집단(M=12.65, SD=3.89)보다(t=2.278, p=.02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웰빙은 연령이 낮을수록(r=-.192, p=.005), 가족과 함께 사는

집단(M=18.19, SD=4.54)이 혼자 사는 집단 혼자(M=15.00, SD=3.76)보다,

종교가 있는 집단이(M=17.60, SD=4.61) 종교가 없는 집단(M=15.91,

SD=4.21)보다(t=2.734, p=.0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교는 정신적 웰빙 총점 및 각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일개 교회에서 수집된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총 135명 중

종교가 있는 경우가 44명, 없는 경우가 91명이었으며, 종교 유무에 따른 정신

적 웰빙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723, p=.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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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 Differences in Mental Wellbeing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2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ntal
wellbeing

Emotional
wellbeing

Soci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M ± SD F/t/r(p) M ± SD F/t/r(p) M ± SD F/t/r(p) M ± SD F/t/r(p)

Age(yr) (210) 52.87±9.54 -.152(.027) 8.45±2.69 -.113(.102) 13.30±3.77 -.082(.237) 16.87±4.51 -.192(.005)

Gender
Male(179) 38.42±9.70

-0.712(.477)
8.37±2.65

-1.010(.314)
16.79±4.44

-.395(.693)
13.25±3.86

-.602(.548)

Female(31) 39.77±9.93 8.90±2.89 17.32±4.96 13.54±3.30

Marital status
Single(38) 36.81±8.59

-1.268(.206)
7.68±2.13

-2.312(.024)
13.07±3.46

-0.398(.691)
16.05±3.89

-1.237(.172)
Married(172) 39.02±9.94 8.62±2.77 13.34±3.85 17.05±4.63

Residence
status

Living

alone(87)
34.31±7.92

-6.020(<.001)

7.20±2.17

-6.106(<.001)

12.10±3.08

-3.994(<.001)

15.00±3.76

-5.378(<.001)
Living with

family(123)
41.67±9.75 9.33±2.68 14.14±4.00 18.19±4.54

Working
career in
China(yr)

(210) 38.62±9.72 -.036(.608) 8.45±2.69 -0.036(.605)13.30±3.77 -0.71(.305) 16.87±4.51 .004(.950)

Perceived
health status

(210) 3.01±1.09 0.178(.010) 8.45±2.69 .211(.002) 13.30±3.77 .101(.143) 16.87±4.51 .173(.012)

Religion
Have(119) 40.24±9.82

2.804(.006)
8.79±2.84

2.147(.033)
13.84±3.69

2.396(.017)
17.60±4.61

2.734(.007)
None(91) 36.50±9.22 8.00±2.41 12.59±3.79 15.91±4.21

Family
income

(in 10 thousand
KRW)

<700(94) 38.93±9.70

0.418(.676)

8.54±2.67

0.436(.663)

17.14±3.87

-0.190(.849)

13.24±4.52

0.801(.424)
≥700(116) 38.37±9.78 8.37±2.71 16.64±3.71 13.34±4.51

Insurance
Have(143) 38.44±9.54

-0.383(.702)
8.433±2.64

-0.148(.883)
13.16±3.76

-0.739(.460)
16.84±4.48

-0.118(.906)
None(67)

39.00±10.1
6

8492±2.80 13.58±3.83 16.92±4.60

Hired
condition

Self-employed(64) 36.71±9.83

2.488(.086)

7.89±2.46

3.365(.036)

12.9±4.51

1.614(.202)

15.9±4.48

2.110(.120)
Dispatch

service(76)
38.55±9.33 8.35±2.84 13.0±3.77 17.1±4.38

Local

employment(70)
52.87±9.54 9.07±2.63 13.9±3.57 17.4±4.60

Work hours
< 52 hr(115) 39.93±9.70

0.115(.969)
8.78±2.73

1.968(.050)
13.83±3.61

2.278(.024)
17.31±4.60

1.565(.119)
≥ 52 hr(95) 37.04±9.53 8.05±2.59 12.65±3.89 16.33±4.37

Return plan
Have(134) 36.81±8.59

-1.317(.192)
8.43±2.56

-0.139(.889)
13.0±3.94

-1.492(.137)
16.52±4.59

-1.492(.137)
None(76) 39.02±9.94 8.48±0.92 13.81±3.43 17.4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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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적응, 건강실천행위, 신체증상, 정신적 웰빙 상관관계 분석

재외국민 근로자의 문화적응, 건강실천행위, 신체증상, 정신적 웰

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문화적응 총점은 건강실천행위, 정신적 웰빙과 모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문화적응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언어는 건강실천행위

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증상과 음의 상관관계(r=-.173*),

정신적 웰빙과 양의 상관관계(r=.57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선호도는 건강실천행위와 양의 상관관계(r=.176*), 신체증상과 음의 상관

관계(r=-.141*), 정신적 웰빙과 양의 상관관계(r=.48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섭취는 건강실천행위와 양의 상관관계(r=.139*), 신체증상

과 음의 상관관계(r=-.183**), 정신적 웰빙과 양의 상관관계(r=.44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는 건강실천행위와 양의 상관관계

(r=.192**), 신체증상과 음의 상관관계(r=-.174*), 정신적 웰빙과 양의 상

관관계(r=.53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감은 건강실천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증상과 음의 상관관계(r=-.249**), 정

신적 웰빙과 양의 상관관계(r=.61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친밀

도는 건강실천행위와 양의 상관관계(r=.175*), 신체증상과 음의 상관관계

(r=-.268**), 정신적 웰빙과 양의 상관관계(r=.558**)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건강실천행위와, 신체증상, 정신적 웰빙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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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 Correlations among Acculturation, Health Practice Behavior,

Physical symptoms, Mental wellbeing

(N=210)

*p<.05; **p<.01

*: Emotional well-being(EW); †: Psychological well-being(PW); ‡: Social well-being(SW); §:

Language(L); ||: Media consumption(MC); ¶: Food consumption(FC); # : Social relation(SC); **:

Social belonging(SB); ††: Familiarity to culture(FC)

Variables Acculturation
Health

Practice

Behavior

Physical

ymptom

Inventory

Mental

Well-being
L § MC || FC ¶ SR # SB ** CF††

r(p)

Acculturation 1 .830** .772** .730** .799** .765** .777** .191** -.251** .689**

L § 1 .585** .474** .570** .566** .590** .099 -.173* .578**

MC || 1 .585** .544** .406** .436** .176* -.141* .487**

FC ¶ 1 .512** .445** .471** .139* -.183** .448**

SR # 1 .613** .550** .192** -.174* .538**

SB ** 1 .597** .124 -.249** .613**

CF†† 1 .175* -.268** .558**

Health Practice

Behavior
1 -.579** .261**

Physical

Symptom

Inventory

1 -.316**

Mental Well-be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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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체증상,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

자의 특성 중 신체증상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결혼여부, 동거상태,

가계소득, 문화적응, 건강실천행위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동시입력방식

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모형을 검정한 결과 F=24.859(p<.001)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했으며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동거상태(β=-.195, p=.007), 건강실천행위

(β=-.43, p<.001)가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가족과 함께 살수록 신체증상이 적고, 건강실천행위를 많이 할수록 신체증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영향요인들은 신체증상에 42.4%를 설명하였다.

Table 11. Factors Influencing Physical Health

Variables B S.E β t p F

(constant) 9.731 1.290 7.542 .000

24.859

(p<.001)

Age .031 .017 .105 1.799 .073

Family income .030 .075 .023 .405 .686

Marital status -.813 .425 -.113 -1.913 .057

Residential status -1.096 .399 -.195 -2.744 .007

Health Practice

Behavior
-.724 .110 -.430 -6.564 .000

Acculturation -.037 .024 -.089 -1.52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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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 중 정신적 웰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 중 자료수집

장소에 의해 편중되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 종교를 제외

한 연령, 가계소득, 동거상태, 건강실천행위, 문화적응을 독립변수로 선정

하여 동시입력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모형을 검정한 결과 F=41.606(p<.001)으로 회귀모형이 적합

했으며,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동거상태(β=.141, p=.024), 문화적응

(β=.633, p<.001)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가족과 함께 살 때 정신적 웰빙이 높고, 문화적응이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영향요인들은 정신적 건강의 51.4%를 설명

하였다.

Table 12.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Variables B S.E β t p F

(constant) 18.168 3.634 4.999 <.000

41.606

(p<.001)

Age .001 .055 .001 .025 .980

Family income -.007 .242 -.002 -.030 .976

Residential status 2.775 1.224 .141 2.267 .024

Health Practice Behavior .365 .356 1.026 1.269 -.336

Acculturation .925 .077 .633 11.997 <.001



41

Ⅴ. 논의

본 연구는 재외국민 근로자의 문화적응, 건강실천행위 신체증상,

정신적 웰빙을 파악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련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재외국민 근로자의 성공적인 문화적응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 일개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근로자를 편의 추출하여 총 210명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 성별 비율은 남성 85.2%, 여성 14.8%이며, 평균 연령은 52.87세 이었

다. 결혼 여부는 결혼 81.9%, 미혼 17.6%이며 동거상태는 가족과 함께 사는

대상자가 58.6%, 혼자 사는 대상자가 41.4% 이었다.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

에 따르면 한국의 배우자나 미혼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분거가족 비율은

20.1%로 본 연구 대상자의 분거 비율이 2배가량 높았다(통계청, 2018). 중국

복무 연수는 평균 8.86년 이었다. 대상자의 월 가계소득을 100만원 단위로

조사했을 때 평균 7.45로, 700만원~800만원으로 응답한 경우가 20.5%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9년 한국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7만원보다 높았

으며(통계청, 2020), 2019년 중국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60만원

(3530RMB)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19). 보험 보유는 전체 대상자의 68.1%가 보험을 가지고 있었

으며, 31.9%는 보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구분에 따른 보험 보

유는 자영업자 중 20명(31.2%)이 보험이 있음, 44명(68.8%)이 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견-주재원 중 63명(82.9%)이 보험이 있음, 13명

(17.1%)이 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채용직 중 60명(85.7%)이

보험이 있음, 10명(14.3%)이 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직종의

경우 가장 낮은 보험 보유율을 보였는데, 이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

주가 있는 파견-주재원, 현지채용직과는 달리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

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문화적응 평균 점수는 36점 만점에 평균 15.54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인의 문화적응을 측정한 관련 연구 중 2008년에

미국 플로리다 거주 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평균 15.8점, 2007년에

미국 플로리다 거주 한인을 조사한 연구에서 평균 13.7점, 2003년에 미국

뉴욕 거주 중 한인을 조사한 연구는 평균 10.8점이었으며(J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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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Jang et al., 2011, Roh, et al., 2011),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문화

적응 하위 영역 중 미디어 선호는 1.8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미디어 선호와 관련된 문항 중 중국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비디

오 시청을 전혀 안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는 33.3%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어 뉴스나 잡지를 전혀 읽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는 27.1%이었

다. 이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모국의 미디어 콘텐츠 접속이 용이해짐

에 따라 대상자의 현지 미디어 이용을 감소시켰을 것이라 사료된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모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현지 텔

레비전 프로그램의 이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국 미디어만 이

용하는 것은 현지의 문화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정윤경, 201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 동거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나이가 어릴수록 문

화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적을수록 주재국의 문

화에 적응을 잘한다는 현경자와 김연수(2011)와 Jang(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문화적응수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파견자에 대한 적응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

Black(1998)의 연구는 주재원의 효과적인 직무 수행과 문화적응에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배

우자 등 가족의 역할이 해외 근무자의 문화　간 적응에 중요요인으로 다

뤄지고 있으며(Fonseca et al., 2017, Morgan et al., 2004, Richardson,

2004, Van Oudenhoven et al., 2003), 해외 근무자들이 타지에서의 생활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여러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건강실천행위 평균 점수는 4.52점이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평균 2.5개의 건강위험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일한 도구로

Park E, Park H, Park K & Sohb(2000)의 연구에서 1998년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평균4~5점 이었으며, Park, Jang, Kim &

Lee(2014)의 2007~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응한 한국인을 분석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대상자의 69.8%가 2개 이상의 건강위험행위를 하는 것으

로 보아 한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과 본 연구의 대상자의 건강실천행위는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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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실천행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결혼, 동거상태, 주관적 건강수준, 수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냈다. 건강실천행위는 여성이 남성보다, 기혼상태가 미혼상태보다,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살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수입이 높을

수록 건강실천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전에 수행된

이민자의 건강행위 관련 선행연구와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최연희, 2003;

전은영 외., 2005; Juang et al., 200; 김향란, 2016). 박창범(2017)의 연구는

노동 및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이민자들은 통상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면서 노동 수익을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며, 자신의 건강보다는 경제

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하였다. 미혼일 때, 혼자 살 때

건강행위를 적게 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증진보다 경제적 목표와 업무 성취를

우선시하는 해외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신체증상 점수는 평균 4.51점으로, 대상자는 최소 4개의

증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

우리나라 택시 운전기사의 평균 5.59개(고정미 외, 2010), 중국인 개인

사업자의 평균 13.88개(lu, Siu, Au, & Leung., 2009)보다는 낮은 수준이

었으며, 미국에 이주한 흑인 광부의 평균 2개(Jackson, Van de Vijver &

Burkard, 2011)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일반적 특성과 신체증상의 차이를 확인해본 결과 연령이 어릴수록,

미혼보다 기혼일 때,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살 때,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신체증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회귀계수

의 유의성 검증 결과 동거상태(β=-.195, p=.007), 건강실천행위(β=-.43,

p<.001)이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동거상태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김남진(2007)의 직장인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 근무자는 평균 1.46개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미혼보다는 기혼일 때 신체적 증상을 적게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광수(2003)의 독거노인과 가족 동거 노인의 건강상태 비교

연구에서도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으며, 혼인상태에 따른 중년의 건강상태 연구(이윤석,

2012)는 기혼자들은 건강행위를 더 많이 하며, 미혼자에 비해 신체적, 정신

적 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남성 기혼자가 분거 중인 경

우 음주 관련 질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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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toft, Burström, & Rosén, 2004). 그 외에도 건강행위와, 가족 간의 관

계, 신체 상태와 기능상태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배우자와 동

거하고 있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조주은, 조금준

2014; Han, 2000)들이 있다. 근로자의 건강실천행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근로자의 생활습관은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25.6% 수준의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활습관이 좋을수록 신체적 증상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건강습관은 건강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건강습관이

낮은 사망률, 만성질환위험성 감소 등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이

이론과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Breslow et al.,1993; 최지헌, 황

인영, 2011).

본 연구에서 ‘증상이 있었지만 병원에 안 갔다’에 표시한 이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병원을 신뢰하지 않음’ 52건(34.0%), ‘병원에

갈 만큼 아프지 않음’ 51건(33.3%), ‘시간이 없어서’ 43건(28.1%), ‘병원이

멀어서’ 7건(4.6)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해외 이주자들은 본국 국민들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편인데, 이는 의사소통 문제, 문화적 부적응,

사회경제적 취약성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oh, Koh,

2009). 손창호, 이선주(2015)의 연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홍콩 거주 한인

또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 홍콩 의사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을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였다. 또한,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가

높고,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위치에 살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쉽게 보

험 급여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로 홍콩 현지에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한국까지의 비행시간은 약 1시간 30분 내외이며, ‘병원에 갈 만큼

아프지 않음’으로 답한 대상자가 33.3%인 것으로 보아 대상자들은 급성기

질환이 아닌 경우 통상 위치적으로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병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과반수 이상의 해외 거주 근로자의 신체증상 중 가

장 많이 응답한 증상은 피로 120명(57.1%), 눈의 피로 107명(55.4%) 수

면곤란 86명(41.0%) 순이었으며, ‘자신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

해서는 스트레스 21건(23.08%), 시간부족(33.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렇듯 대상자들이 피로, 스트레스, 수면문제 등의 증상을 흔히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해외에 오래 체류할수록, 그리고 집단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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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록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며

(Fonseca et al., 2017; Gamble et al., 2019),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

우 업무와 성과 창출에 큰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 시간으로

인한 여가 시간 부족, 육체적 피곤함 등의 이유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심재명, 2009 ; 심재명, 2011).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외에 있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근무자들 역시 당해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숙지함으로 개인의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정신적 웰빙 정도는 평균 38.62점으로 조사

되었다. 원 도구 연구(임영진 외, 2012)에서, 한국 성인 1000명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 조사한 결과 평균 31.25점이,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평균 점수는

32,93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가 보다 높은 정신적 웰빙 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다른 국적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한국

국적 이주근로자보다 높은 평균 점수대를 보였는데, 호주 이민 근로자의

정신적 웰빙 수준을 평가한 결과 평균 58.8점, 다른 연구에서는 48.9점

(du Plooy, Lyons & Kashima, 2019; Whitley, Wang, Fleury, Liu, &

Caron, 2017), 미국 이민 흑인 근로자의 평균은 55점으로 보고되었다

(Anderson et al., 2018). 본 연구를 통해 해외 한국인 근로자의 정신적

웰빙 정도가 서구 국가 이민 근로자에 비해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

존 선행연구에서는 아시아 이민자들의 주류 국가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이용도가 다른 국가의 이민자들 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아시아

이민자들은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가족

및 공동체 지지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Whitley et al., 2017).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대

상자의 특성 중 정신적 건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가계소득, 동거

상태, 건강실천행위, 문화적응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

였다. 대상자의 특성 중 종교는 자료수집 장소에 의해 편중되어 유의미

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어 제외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동거상태(β=.141, p=.024), 문화적응(β=.621, p<.001)이 정신적 웰빙에 영

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가족과 함께 살 때 정신적 웰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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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문화적응이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족, 건강, 재정, 대인관계 등

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가 이주자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해외 근무자의 경우 기존에 겪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

며 개인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적응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정신분열 등으로 악화되어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Berry 2005; Black et al., 1998).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해외 파견자의 성공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 여러

기업들은 실천적 대안으로서 파견 전후 파견 대상자들에 대한 이문화

적응훈련과 문화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심춘화, 하인수, 2012; Mendenhall

& Oddou, 1986; Brewster et al., 2005).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로 가족과의 동거상태는 문화적응,

건강실천행위, 신체적 증상, 정신적 웰빙 모든 독립변수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확산됨에 따라 현대사회

가족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이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김선정, 이현경 &

안현미 2010).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기혼이 81.9%인 경우에 비해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41.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낮은 점은, 경제적 활동을 목적으로 혼자 해외에서 생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외 근무자가 성공적인 문화

적응과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면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가족의 동반 여부는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보고된다. 배우자의 적응문제, 자녀의 학교문제 등 동반

가족에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런 점들이 해외 근로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광서, 2001; 심춘화, 한인수, 2012).

따라서 해외 근무의 개인적, 기업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외체재비,

후생복지, 교육 등 근무자와 동반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며, 원활한 정착을 위해 사전에 문화적응,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도 해당

국가가 가족과 함께 생활할 만한 곳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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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종합적으로 해외 파견 근무자의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한 법

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며,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

록 꼼꼼히 검토하고 적용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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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 거주 재외국민 근로자의 문화적응, 건강실천행위

신체증상, 정신적 웰빙을 파악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련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재외국민 근로자의 성공적인 문

화적응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시행

되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0년 2월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도구는 총 64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13 문항, 건강실천행위 7 문항, 신체 증상 18문항, 정신적 웰빙 14문항으

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총 210명이었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 근로자의 문화적응 점수는 범위-34점 중에 평균 15.54±6.65점

이었다. 건강실천행위는 범위 1~7점 중에 4.524±1.64점이었다. 신체증상

점수는 범위 0-13점 중 4.51±2.77점이었다. 정신적 웰빙은 범위 16~64점

중에서 38.62점이었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r=-.212, p=.002), 동거상태(t=-4.76, p<.001)이었다. 연령이 적을수록,

가족과 함께 살수록 문화적응수준이 높았다.

건강실천행위는 성별(t=2.130, p=.034), 결혼여부(t=-3.90, p<.001), 주

관적 건강상태(r=.552, p<.001), 가계소득 700만원 기준(t=-2.054, p<.04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일 때, 기혼상태일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계소득이 700만 원 이상일 때 건강실천행위를 많

이 했다.

신체증상은 연령(r=.154, p=.020), 결혼여부(t=4.55, p<.001), 동거상태

(t=8.796, p<.001), 주관적 건강상태(r=-.53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일 때, 혼자 살 때,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신체증상을 많이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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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웰빙은 연령(r=-.152, p=.027), 동거상태(t=-6.020, p<.001),

주관적 건강 수준(r=.178, p=.010), 종교(t=2.804, p=.006)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과 동거할 때, 주관적

건강 수준이 좋을 때, 종교가 있을 때 정신적 웰빙 수준이 높았다.

3. 대상자의 문화적응, 건강실천행위, 신체증상, 정신적 웰빙은 모두 상관관계가

있다.

4.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동거상태(β=-.195, p=.007), 건강실

천행위(β=-.43, p<.001)이다.

5.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동거상태(β=.141, p=.024), 문화적

응(β=.633, p<.001)이다.

연구 분석 결과, 건강실천행위, 문화적응은 재외국민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가족

과의 동거상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재외국

민 근로자의 더욱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건강 관련 행위를 장려하고,

문화적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족 정

착 지원 및 사회적 지지체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 일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 하였으므로 전체 해외 근무 중인 한국인 전체로 일

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점, 국가 간 환경과 문화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재외국민 근로자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는 종교단체에서 조사되었으므로 연구 결과가

종교적으로 편향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설문조사가 종교

단체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종교적 지지를

얻은 사람들로 구성된 표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교가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에는 대상자 구성의 편향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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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수집지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한국까지의 비행시

간은 약 1시간 30분 내외로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해외로 볼 수 있

다. 또한, 연구결과 대상자들 중 기혼이 81.9%인 경우에 비해 혼자 거주

하는 경우는 41.4%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문화적응 및 건강에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 대상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인접한

국가에 거주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한국에 얼마나 자주 왕래하는지, 가

족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연

구에서는 재외국민 근로자의 거주 지역 및 거리적 특성이 이들의 문화적

응 및 건강관련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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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연구설명문

연구설명문

연구 과제명 : 중국 일개지역 거주 재외국민 근로자의 문화적응, 건강

실천행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연구 책임자명 : 이예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생)

이 연구는 중국 일개지역 거주 재외국민 근로자의 문화적응, 건강실천

행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한국 국적

으로 해외에서 근무 중인 재외국민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

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이예원

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

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

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

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연구

책임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 일개지역 거주 재외국민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건강실천행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에 관련된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200명의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외

국민 근로자는 해외에 근무 또는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

에 90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을 뜻합니다. 또한, 연

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총 200명의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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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

입니다.

1) 귀하는 5∼10분 정도 소요되는 설문지를 1회 작성하게 됩니다. 설

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13문항, 문화적응 12문항, 건강실천행

위 8문항, 신체적 건강 20문항, 정신적 건강 14문항으로 총 67문항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 귀하는 설문지를 받은 곳에서 작성해 주신 뒤 연구원에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

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책임자

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중도 탈락 시 수집된 자료의 폐기를 원하

시면 즉시 폐기됩니다.

5.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이 연구는 침습적 처치, 검사, 중재, 실험 등의 중재가 아닌 설문 조사로

최소한의 위험 연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구 과정에서 발생 가능

하다고 예측되는 이익 및 부작용이나 위험은 없습니다. 만약, 연구에

관한 질문이 있을 시 연구책임자에게 현장에서 바로 질문하거나,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된 서류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연구책임자에게 연락

하여 언제든지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6.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재외국민 근로자의 문화적응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

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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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이예원 연구원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나이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연구

책임자(이예원), 공동연구자(지도교수) 고진강 이외의 사람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는 연구책임자 연구실 내 잠금장치가

달린 캐비넷에 연구 종료 후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

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개인식별정

보가 제외된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

라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

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

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

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

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9.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본 연구에 참가하는 데 있어서 연구참여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없습니다.

10.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책임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이예원 전화번호: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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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연구참여자보관용)

.

연구 과제명 : 중국 일개지역 거주 재외국민 근로자의 문화적응, 건강

실천행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연구 책임자명 : 이예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생)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연구책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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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연구책임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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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연구자보관용)

연구 과제명 : 중국 일개지역 거주 재외국민 근로자의 문화적응, 건강

실천행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연구 책임자명 : 이예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생)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연구책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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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연구책임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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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1)남 2)여

2. 나이 (_______년생)

3. 결혼여부

1) 미혼 2) 결혼 3) 이혼 4) 사별

4. 동거형태

1) 혼자 산다 2) 가족과 함께 산다 3) 동료/친구와 함께 산다

5. 중국에서 총 복무 연수 (______년)

6. 주관적 의사소통 수준

1) 매우좋음 2) 좋음 3) 보통 4) 나쁨 5) 매우나쁨

7. 주관적 건강상태

1) 매우좋음 2) 좋음 3) 보통 4) 나쁨 5) 매우나쁨

8. 종교

1) 있음 2) 없음

9. 월 가계소득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400∼500만원 미만 6) 500∼600만원 미만

7) 600∼700만원 미만 8) 700∼800만원 미만 9) 800∼900만원

10) 900∼1,000만원 미만 11) 1,000만원 이상

10. 현지 보험가입

1) 있음 2) 없음

11. 직업분류

1) 자영업 2) 파견-주재원 3) 현지채용 4) 기타 ( )

12. 근무시간

1) 주 40시간 이하 2) 주 41시간 이상∼52시간 이하 3) 주 53시간 이상

13. 귀국계획

1) 있음( 년 뒤) 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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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적응

다음을 읽고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국어를 얼마나 잘하십니까?
1) 전혀 못한다
2) 별로 잘하지 못한다
3) 잘하는 편이다
4) 매우 잘한다

2. 중국어를 얼마나 자주 쓰십니까?
1) 전혀 쓰지 않는다
2) 가끔 쓴다
3) 자주 쓴다
4) 항상 쓴다

3. 보시는 텔레비전 프로나 비디오 중 중국어로 된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1) 전혀 없다
2) 약간
3) 절반 이상
4) 대부분

4. 보시는 신문이나 잡지 중 중국어로 된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1) 전혀 없다
2) 약간
3) 절반 이상
4) 대부분

5. 집에서 드시는 음식 중 한국 음식이 아닌 중국 음식이 얼마나 됩니까?
1) 전혀 없다
2) 약간
3) 절반 이상
4) 대부분

6. 집 밖에서 드시는 음식 중 한국 음식이 아닌 중국 음식이 얼마나 됩니까?
1) 전혀 없다
2) 약간
3) 절반 이상
4) 대부분

7. 어울려 지내는 이들 중 중국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1) 전혀 없다
2) 약간
3) 절반 이상
4) 대부분

8. 중국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이나 잔치에 자주 참여하시는지요?
1)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2) 가끔
3) 자주
4) 매우 자주

9. 중국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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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10. 중국 사람들과 잘 통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11. 중국 문화와 전통에 얼마나 친숙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12. 중국 명절이나 기념일을 자주 지내십니까?
1) 전혀 지내지 않는다
2) 가끔
3) 자주
4)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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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강실천행위

다음을 읽고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면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1) 6시간 이하 2) 7∼8시간 3) 9시간 이상

2. 아침식사를 하십니까?

1) 안한다 2) 가끔 한다 3) 자주 또는 매일 한다

3. 간식은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1) 먹지 않는다 2) 가끔 먹는다 3) 자주 또는 매일 먹는다

4. 운동은 얼마나 하십니까?

1) 전혀 안한다 2) 가끔 한다 3) 자주 또는 매일 한다

5. 음주는 얼마나 하십니까?

1) 마시지 않는다 2) 주 1회 이하 3) 주 2회 이상

5.1.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하며 캔 맥주 1개는 맥주 1.6잔입니다.

(1) 1∼2잔 (2) 3∼4잔 (3) 5∼6잔 (4) 7잔 이상

6. 흡연을 하십니까? 하신다면 1일 몇 개비를 피우십니까?

1) 하지 않는다 2) 20개비 이하 3) 21개비 이상

7. 귀하의 키와 몸무게를 적어주세요.

키 ( ) cm 몸무게 ( )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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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체적 증상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증상을 경험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증상이 있었을 때 병원에 가셨습니까?

*증상이 있었지만 병원에 안간 이유 (중복가능)

□ 시간이 없어서 □ 병원에 갈 만큼 아프지 않아서
□ 현지 병원을 신뢰하지 못해서 □ 병원이 너무 멀어서
□ 기타 ( )

*개인의 증상을 악화 및 완화시키는 상황과 요인에 대해서 자유롭게
작성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한달 동안의 증상 경험 증상이
없었다

증상은
있었지만
병원에는
안갔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1. 위의 통증 또는 메스꺼움

2. 요통

3. 수면곤란

4. 피부병

5. 호흡곤란, 숨참

6. 가슴통증, 흉통

7. 두통

8. 열

9. 위산과다, 속쓰림

10. 눈의 피로

11. 설사

12. 위경련

13. 변비

14. 운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심장 두근거림

15. 감염

16. 식욕부진

17. 어지러움

18.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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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판 정신적 웰빙 척도

다음 질문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가 얼마나 그렇게 느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문항에 대해서 귀하가
얼마나 자주 경험하거나 느꼈는지 0∼5 사이의 숫자에 V 표
해주십시오.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없음

한번

혹은

두번

대략

1주에

한번

대략

1주에

2-3번

거의

매일
매일

1. 행복감을 느꼈다 0 1 2 3 4 5

2. 삶에 흥미를 느꼈다 0 1 2 3 4 5

3. 만족감을 느꼈다 0 1 2 3 4 5

4. 나는 사회에 공헌할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5. 공동체(사회 집단이나 이웃

같은)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6. 우리 사회가 나와 같은 사

람들에게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7.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

다고 느꼈다
0 1 2 3 4 5

8.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

이해할 만하다고 느꼈다
0 1 2 3 4 5

9. 나는 내 성격의 대부분을

좋아하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10.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을잘해내고있다고느꼈다
0 1 2 3 4 5

11.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고

신뢰있는 관계를 맺고 있

다고 느꼈다

0 1 2 3 4 5

12.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자극을 주는

경험들을 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13. 나만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생각하거나 표현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14. 내 삶이 방향감이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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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심의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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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Study on the Physical, Mental Health

of Overseas Korean Workers

LEE YEWO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oh, Chin-Kang, RN, PhD

Following the globalization trends, the number of Koreans staying

abroad has been increasing. As of 2018, there are about 7.3 million

people reported to be living abroad, of which 350,000 are living in

Chin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8). As more Korean companies

have started to do business and made investment in China, the

number of Korean workers who have settled in China, such as

workers in local Chinese companies, workers in Korean companies in

China, and self-employed workers, has also increased steadily.

It can be said that the state is obliged to help Korean

nationals living abroad to lead a healthy life even in countrie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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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 living condition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ir health characteristics in order to protect them from recent

events, such as the global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or natural

disasters. Furthermore, the state should pay attention to their health

problems in order to help its citizens to conduct safer overseas

activities, even in the context of active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and to establish health promotion interven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return home.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in which a questionnaire

was us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related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overseas Korean workers in China. From January 18, 2020

to January 27, 2020, a survey was given to 210 Korean workers

working in the autonomous district of Qingdao, Shandong Province,

China.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ulturation,

Health Practice Behavior (Alameda 7), physical symptoms (Physical

Symptom Inventory, PSI) and mental well-being (Korean 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K-MHC-SF) were measured using a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SPSS 22.0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ge (r=-.212, p=.002) and cohabitation status (t=-4.76, p<.001)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ultural adapt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Health practice behavior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gender (t=2.130, p=.034), marital status

(t=-3.90, p<.001), cohabitation status (t=-9.578, p<.001), and perceived

health status (r= .055, p<.001) and household income of 7 million won

(t=-2.054, p<.041). Physical symptom was also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ge (r=.154, p=.020), marital status (t=4.55, p<.001), cohab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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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t=8.796, p<.001), and perceived health status (r=-. 532,

p<.001). Mental well-being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ge

(r=-.152, p=.027), cohabitation status (t=-6.020, p<.001), subjective

health level (r=.178, p=.010), religion (t= 2.804, p=.006).

3. The respondents’ acculturation, health practice behavior, physical

symptom, and mental well-being were all correlated.

4. Factors influencing physical symptoms were cohabitation with

family (β=-.195, p=.007) and health practice behavior (β=-.430,

p<.001). Factors influencing mental well-being were cohabitation

status (β=.141, p=.024) and acculturation (β=.633, p<.001).

According to the results, health practice behavior and

acculturation were found to affect the health of overseas Korean

workers, and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cohabitation with family

affects health. Therefore, for healthier lives of overseas workers, it is

necessary to promote health-related activities, prepare measures to

help smooth acculturation, and support family settlement and social

support systems.

Since this study conducted convenience sampling that involved

the Koreans residing in Qingdao, Shandong Province, China,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ing these results to all Koreans working abroad.

However,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ed that health practice

behavior, physical symptoms, and mental well-being of overseas

Korean workers have not been covered in previous studies, and that

health-related factors were identified. In addition, given that Koreans

are now working all over the world, and that the environments and

cultures are all different among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select

samples of Korean workers in various regions of the world in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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