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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의료관광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한국 의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와

인종의 다양함을 반영하는 문화적 적절 돌봄이 강조되고 있다.

간호 이론가 Jeffreys는 이러한 문화적 적절 돌봄이 수행되기

위해서 간호사는 외국인 환자 간호 상황에서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횡문화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Jeffreys, 2016a). 선행연구

에서 한국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은 중간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나 최근의 현황, 지역간 차이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의 수가 부족하였으며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또한 부족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와 이론에 의하면 횡문화 자기효능감은 문화적 역량과 정서적

상태인 그룹간 불안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종합병원 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

특성, 문화적 역량, 그룹간 불안과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와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 방식의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로, 서울 소재의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중 외국인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한 상위

10개 병동을 대상으로 외국인 환자 간호 경험이 있으며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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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1년 이상인 간호사 1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도구로는 Jeffreys(2016b)의 ‘Transcultural Self-Efficacy Tool’을

Kim(2013)이 번역한 ‘문화간호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채덕희(2013)

가 개발한 ‘한국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측정 도구’와 Stephan과

Stephan(1985)가 개발하고 Gudykunst와 Nishida(2001)와 Duronto

등(2005)이 수정하고 안정원(2015)이 수정하고 번역한 ‘그룹간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5.27점

(±1.50)으로 중간수준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나타냈다. 학력의

수준이 높을수록(p=0.039), VIP 병동 근무자인 경우(p=0.009),

횡문화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가능한 외국어가 있을 때(p=0.044), 외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p=0.004), 외국어 구사에 편안함을 느낄수록(p<0.001),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를 느낄수록(p<0.001),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p=0.004), 다문화 교육을 수강했을 때(p=0.039), 문화적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p<0.001), 그룹간 불안이 낮을수록(p<0.001)

횡문화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횡문화 자기효능감은 문화적 역량과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

냈으며(p<0.001), 그룹간 불안과 음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p<0.001). 외국인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병동 간호사의 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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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석사이상의 학력(p=0.037), 문화적 역량(p<0.001)과 그룹간 불안

(p<0.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0.588(p<0.001)이었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병동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과 일반적/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 환자와의 의사

소통에서 발현되는 정서적 감정인 그룹간 불안을 변수로 사용하여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던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수준 현황과 영향요인의

일반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역과 더 큰 표본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관련 연구에서 문화와 관련된 변수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정서적 상태, 설득 및 긍정적 피드백과 같이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간호사와 간호 대학생의 횡문화 간호 교육 비율을 증진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횡문화 자기효능감, 횡문화간호, 문화적 역량, 그룹간 불안

학 번: 2019-25675

* 본 연구는 2020년 서울특별시 간호사회의 한마음 장학금을

지원받아 작성된 논문임.



- iv -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5

3. 용어의 정의 ················································································ 6

II. 문헌고찰 ····················································································8

1. 외국인 환자 의료서비스 현황 ··················································8

2. 횡문화 자기효능감 ····································································11

3. 문화적 역량 ··················································································14

4. 그룹간 불안 ················································································16

5.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

III. 연구 방법 ··············································································22

1. 연구 대상 ····················································································22

2. 연구 도구 ···················································································· 23

3. 자료 수집 ···················································································· 25

4. 윤리적 고려 ················································································26

5. 자료 분석 ····················································································27

IV. 연구결과 ················································································28

1. 대상자의 특성 ···········································································28

2.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35

3. 대상자의 그룹간 불안 ·····························································39

4. 대상자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40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횡문화 자기효능감 ··········46



- v -

6. 대상자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횡문화 자기효능감 ··········49

7.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그룹간 불안과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55

8.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 ···········································56

V. 논의 ·························································································· 58

VI. 결론 및 제언 ····································································· 72

1. 결론 ···························································································72

2. 제언 ························································································· 73

참고문헌 ································································································· 76

부 록 ···································································································85

ABSTRACT ··························································································100



- vi -

표 목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 29

Table 2. Second Language Level of Participants ························ 30

Table 3. Cultural Experience and Education ···································32

Table 4. Foreign Patient Care Experience ·······································34

Table 5. Cultural Competence of Participants ·································36

Table 6. Intergroup Anxiety of Participants ·································39

Table 7. Transcultural Self-efficacy of Participants ···················41

Table 8. Transcultural Self-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 48

Table 9. Transcultural Self-efficacy by Second Language Level 51

Table 10. Transcultural Self-efficacy by Cultural Characteristics ·54

Table 11. Correlation Result among Cultural Competence,

Intergroup Anxiety, and Transcultural Self-efficacy 55

Table 12. Influencing Factors on Transcultural Self-efficacy ····57



- 1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무선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환자들은 해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검색이 가능해졌으며 교통 기술의 발달로

타국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해외를

방문하여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 의료관광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2016년

외국인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통역서비스와 외국어로 번역된 홈페이지와 광고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8년 한국 의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378,967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에 비하여 약 6배 증가하였으며 한국 의료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의 출신 국가는 2009년 139개의 국가에서 2018년 190개

국가로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이 중요한 자질이 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

흥원, 2019). 2015년 미국 간호사 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 ANA)에서는 문화와 인종의 다양함을 반영하고자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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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간호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새로운 8번째 기준 문화적 적절

행위(Culturally Congruent Practice)를 발표함을 통해(ANA, 2015)

다양한 환자의 문화에 맞추어 간호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간호이론가 Jeffreys는 이러한 문화적 적절 돌봄이 수행되기

위해서 간호사는 외국인 환자 간호 상황에서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횡문화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Jeffreys, 2016a). 선행연구

에서 한국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은 중간 수준이었으며

(Kim, 2013; 신지원, 2017) 한국 간호 대학생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또한 중간수준을 나타내었다(Lee & Kim, 2017; 전혜경, 2015).

횡문화 자기효능감은 경험과 교육에 영향을 받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Jeffreys, 2000). 시간의 흐름, 경험과

교육의 변화에 따른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역동성을 파악하기에

연구의 수가 제한적으로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최근

경향과 영향 요인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약 3만 명이며 이중

7천 명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

종합병원의 2018년 외국인 환자 병상 점유율은 0.83%로 전년대비

0.17% 증가하였고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전체 의료기관의 약 64%가 서울시 소재에 위치

하였고 약 14%가 경기도에 위치하여 외국인환자의 의료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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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국보건산업진

흥원, 2019). 병동은 환자와 가장 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병동 간호사들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을 확인

하고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나 서울 지역 종합병원의

병동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에 제한이 있어 해당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횡문화 자기효능감은 문화적 적절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사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문화적 역량은 환자의 문화적

배경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존중하여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채덕희, 2013) 문화적 적절

돌봄을 시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간호사의 자질이다. 간호이론가

Jeffreys는 본인이 고안한 문화적 역량과 자신감 모델(Cultural

Competence and Confidence model)을 통하여 문화적 역량과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주장하였다(Jeffreys, 2000).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Lee & Kim(2017)의 연구에서

횡문화 자기효능감은 문화적 역량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신지원(2017)의 연구에서도 문화적 역량

과 횡문화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화적 역량은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나 연구의 대상이 간호대학생인 경우가 다수이므로 실제

임상에서 근무하는 국내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수준과 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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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하여

이러한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타문화 출신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은 불안수준을 증가시키며

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며 외그룹과의

접촉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안, 즉 그룹간 불안을 야기한다(Stephan

& Stephan, 1985). Bandura(1988)는 낮은 자기효능감은 높은

불안수준을 야기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실제 캐나다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에서 타문화 환자 간호 시

간호사가 경험하는 불안은 그들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Quine et al., 2012). 환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시행하는 병동 간호사의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이 존재할 것이며 이론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나 국내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가 부족하여

불안 수준이 국내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어 불안과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간호를 경험한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환자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간호사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여 추후 문화적 적절 돌봄 수준을 증진시키고 영향요인을

포함한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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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１) 외국인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병동 간호사의 인구학적

특성, 문화적 특성, 문화적 역량, 그룹간 불안과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을 파악한다.

２) 외국인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병동 간호사의 인구학적

특성, 문화적 특성, 문화적 역량, 그룹간 불안과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다.

３) 외국인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병동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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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횡문화 자기효능감

횡문화 자기효능감이란 문화적 적절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횡문화 간호 기술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Jeffreys, 2000). 본 연구에서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Jeffreys(2016b)가 고안하고

Kim(2013)이 한국어로 번역한 횡문화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이란 환자의 문화적 배경을 인식, 수용하고

존중하여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적합한 간호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채덕희,2013). 본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채덕희(2013)가 개발한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Korean nurse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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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간 불안

그룹간 불안이란 외집단의 구성원과의 접촉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을 의미한다(Stephan&Stephan, 1985). 본 연구에서 그룹간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tephan과 Stephan(1985)가 개발하고

Gudykunst와 Nishida(2001)와 Duronto등(2005)이 수정하고

안정원(2015)이 수정하고 번역한 Intergroup Anxiety Scale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룹간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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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외국인 환자 의료서비스 현황

의료관광산업의 발달과 높은 의료의 질로 한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약 18%의

증가율을 보여주었으며 2009년 이후 연 평균적으로 22.7%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

현황으로는 중국 국적의 환자가 3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국적의 환자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진료과별로 살펴보았을 때 내과 진료의 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으며, 성형외과, 피부과, 검진센터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

증가하는 환자의 문화적, 인구학적 다양성을 의료서비스에 반영

하기 위하여 한국의 의료기관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적

측면에서 2018년 인천공항에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에게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서울 소재의 의료기관

의 외국인 환자 유치 준비 실태를 확인한 연구에서 조사한 모든

병원에 영어로 서비스 가능한 직원이 있었으며 절반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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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을 위한 영접, 환송서비스와 호텔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문화와 국적의 특색에 따른 음식제공 및 방송시청 가능

매체를 제공하고 있었다(성동효, 진기남, & 김장묵, 2012). 국내의

종합병원은 국제진료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코디네이터가 입원 및

외래환자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과 기준 준수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인증된 높은 질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철문 & 최천규, 2013). 외국인 환자와 의료진간의 의사소통의

벽을 허물고자 2009년 우리나라는 의료통역 과정을 포함한 국제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정미영, 2019)

2016년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여 통역사의 질적 관리와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문화적 다양성이 이전부터 높았던 미국의 경우 교과과정 내에

횡문화 간호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Socio-Cultural Issues

in Health and Illness’, ‘Family and Cultural Diversity Theories’,

‘Foundations of Transcultural Nursing, Concepts, Theories, and

Research’ 등의 과목을 제공하고 있으며(Transcultural Nursing

Society, 2020) 일부 학교에서는 횡문화 관련 과목을 간호학 학부

전공필수 과목에 포함하였다(Bagnardi, Bryant, & Colin, 2009).

한국의 경우 2011년을 기준으로 150개의 대학 중 28개만이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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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 ‘다문화 간호’, ‘다문화와 건강’과 같은 횡문화 간호에 대

한 교육을 전공선택과목으로 제공하고 있다(Peek & Park, 2013).

간호사의 횡문화 간호 관련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Kim(2013)

의 연구에서 24.9%의 간호사가 대학교에서 횡문화 간호 교육을 수

강하였다고 답하였으며 이중 31%만이 정규 학점이 부여되는 과정

이라고 답하였으며 4.6%만이 병원에서 평균 2.5시간의 횡문화 간호

관련 교육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원(2015)의 연구에서

22%가 횡문화 간호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으며 해당 교육의 유형의

15%가 병원내부교육, 2.9%가 각각 외부 워크숍과 대학교 과정,

2.2%가 학회, 2.9%가 온라인교육이나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과정과

같은 기타교육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의

경우 42.3%의 간호사가 횡문화 간호 수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offman et al., 2004) 필리핀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연구한 결과 횡문화 간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41.5%

였으며 78.8%가 간호이론가 Leininger의 문화돌봄이론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in & Cleofas, 2018). 미국이나

필리핀의 경우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횡문화 간호 교육률

이 높으나 한국의 경우 비교적 참여율이 낮아 적절한 문화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 간호사의 횡문화 간호 교육

참여율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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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문화 자기효능감(Transcultural self-efficacy)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적으로 차별화된 중재를

시도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연구들이 급증하였고(Whittemore,

2007) 이에 따라 문화간호를 실현하기 위한 이론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문화 돌봄 이론은 간호이론가 Leininger가 고안하였고

환자의 문화적 요소가 간호에 적용된 첫 이론으로 문화에 초점을

맞춘 돌봄 요인들이 인간의 건강, 질병, 웰빙과 죽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간호 제공 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eininger, 2008).

문화 돌봄 이론의 목표는 문화적 적절 돌봄(Culturally

Congruent Care), 즉 문화가 적절하게 반영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문화 간호에 필요한 요소인

환자의 세계관, 민족사(ethnohistory), 친족/사회 구조, 문화

가치/신념, 종교/철학, 기술, 경제, 정치/법, 교육배경과 언어와

간호에 대한 신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Sunrise Model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묘사하였다(Leininger, 2002). Sunrise Model은

일출의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해가 떠오를 때 주변이

밝혀지는 것과 같이 간호사가 모델에 포함된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환자 돌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영역을 밝혀지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Reynolds & Leininger, 1993). 문화 적절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 뿐 아니라 정보 제공자(informan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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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환자의 문화와 질병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문화의 내관적 관점(emic), 즉 환자의 관점에서의

문화와 외관적 관점(etic) 모두 파악되어야 한다(Leininger, 2008).

Leininger는 간호사가 환자 돌봄 시 문화적 적절 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사 결정을 해야 할 때 필요한 3가지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 돌봄 보존 과정은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

회복과 웰빙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된 돌봄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둘째, 문화 돌봄 조정 과정은 환자가

만족스러운 건강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다른 환경이나 요소에

적응하거나 타협하는 것을 간호사가 돕는 과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돌봄 재구조화의 과정은 간호사가 환자의 문화

가치와 신념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새롭고 유익한

간호 돌봄 구조로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Leininger,

1991). 간호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환자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한 문화적 적절 돌봄을 수행할 수 있다.

횡문화 자기효능감은 문화적 적절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횡문화 간호 기술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지하는

수준이다(Jeffreys, 2000).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일으키는 선행요인

이며 행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도 자기효능감이 없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Bandura, 1993).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개인은 어려운 기술을 도전으로 생각하고 해내며 기술 발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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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높은 헌신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실패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업무와 관련된 일에

개입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 관련 업무의 개입성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횡문화 자기효능감이 낮은 간호사는 환자의 문화적

특성을 사정하지 않거나 다른 문화의 환자와 접촉하거나 의사소통

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적절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높은 횡문화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간호사의 자질 중

하나이며(Jeffreys, 2016a) 수준과 양질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은 Kim(2013)의

연구에서 10점 만점에 4.5점을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혜경(2015)의 연구에서 6.2점, Lee & Kim(2017)의

연구에서 5.99점을 나타내 중간수준을 보였다. 해외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사례로 중국 광저우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5%의 간호사가 중간수준의 점수를 보였으며(Li, He,

Luo, & Zhang, 2016) 필리핀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적 영역 8점, 인지와 실무적 영역에서 7점 수준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Jin & Cleofa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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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

문화적 역량의 개념은 1980년대 후반 다양한 문화와 이민자

수의 증가로 인해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하였으며(Almutairi &

Rondney, 2013) 다른 의료진보다 환자 사정과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것은

필수적이다(Calvillo et al., 2009). 간호사가 횡문화적 돌봄과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느낄 때 환자들의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질의 돌봄으로 발전되었다(Ulrey &

Amason, 2001). 또한, 간호사가 다른 문화의 환자를 존중하고

감싸줄 때 환자의 두려움이 경감되었으며, 이러한 이해는 건강과

돌봄에서 인종과 민족 간의 차이를 줄이고 돌봄의 질과 환자

만족도와 건강 결과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hen, 2015;

Wikberg & Bondas, 2010).

문화적 역량은 외국인 환자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나

외국인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한국 간호사들의 문화 이해도와

문화적 역량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10명이상의 외국인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은 중간수준을

보였으며(안정원, 2015) 외국인간호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수준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신지원, 2017).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외국인 환자와 간호사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에서 간호사는 본인의 문화적 배경이 외국인 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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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는 문화적 인식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이자인, 2014), 간호 행위 시 문화가

반영되는 비율이 낮아 외국인 환자는 문화적 간호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병동에

근무하는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문화적 인식, 지식, 민감성과

기술적인 수준을 평가한 선행연구에서 이들의 문화적 역량 수준은

일반 병동 간호사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외국인

환자와의 접촉 정도가 많을수록, 다문화 대상자를 돌본 경험이

많을수록 높은 역량을 보였으나 외국어 능력은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고미숙, 최은희, & 최경옥,

2016).

외국인 환자 간호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자원이 있을 때

문화적 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여 교육과 자원이

풍부할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아지나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채덕희, 박윤희, 강경화, & 이태화, 2012).

횡문화 관련 수업을 들은 경우는 15.5%에 불과하여 외국인 환자

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라미, 2015).

한국의 간호 대학생의 횡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6.2점이었으며, 문화적 역량은 7점 만점에 4.98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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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변수 간 유의하고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전혜경, 2015).

한국의 간호 대학생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Lee & Kim(2017)의 연구에서 횡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특히 문화적 역량의 하위 영역 중

문화적 기술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4. 그룹간 불안(Intergroup Anxiety)

불안은 예상되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하는 상태이며,

인지, 신체적 흥분과 회피하는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이

예상하는 결과는 그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 자신감이 결여되며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겪는다. 반대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상황에 대한 걱정스러운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방해 받지 않는다(Bandura, 1988).

사회인지이론에서 위협적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은 불안 발현에 중심역할을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Baudura, 1986).

그룹간 불안은 외집단과 내집단 내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외집단이란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집단을 의미하며

내집단이란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룹간 불안은 타문화

출신의 구성원을 만나기 전 흔히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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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내에서도 종종 발생하며 다른 불안과 같이 부정적 결과에

대한 걱정에서 유발된다. 불안은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로 유발될 수 있으며 행동에 대하여 수치심이나 혼돈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예측할 때 발생한다. 또한, 본인에 대한 부정적

행동 결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행동이나 의사소통이 말싸움을

일으키거나 외집단 구성원이 있을 때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걱정으로 발생한다. 외집단 또는 내집단

구성원으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가 기대되는 경우 그룹간 불안이

발생한다 (Stephan & Stephan, 1985).

Gudykunst(1995)는 소통 대상자 간의 문화적 차이가 클 때

불안의 정도가 증가하며 불안의 수준은 소통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상호작용 시 느끼는 편안함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히스패닉계의 학생들에게

백인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그룹간 불안과 관련요인을 확인한

결과 구성원과의 접촉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히스패닉계의 사람과 백인이 다르다고 인지할수록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Stephan & Stephan, 1985).

그룹간 불안은 문화간 차이가 있는 외집단과 내집단 구성원의

의사소통과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된 개념으로

사회학적 분야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점차 문화적 차이가

있는 환자와 간호사의 불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호학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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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캐나다 선행연구에서 원주민

환자를 돌보는 간호대학생의 그룹간 불안 점수는 150점 만점에

101.98점으로 중간이상 수준을 보였으며(Quine et al., 2012)

국내에서 10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상급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사들의 그룹간 불안이 70점

만점에 평균 40.67점으로 중간이상 수준을 나타내었다(안정원,

2015). 국내에서 그룹간 불안의 개념을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에

적용한 연구의 수가 적어 문헌고찰을 시행하는데 있어 한계점이

있었다.

5.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기본 이론적 틀은 Bandura(1986)의 자기 효능감

이론이다. 자기 효능감 이론에서 개인은 본인이 할 수 있다고 믿는

행동만 수행하기 때문에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자기효능감, 즉 장애물이 있어도 특정 행동을 시행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수준이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업무를 극복할 수 있는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관련된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높은 헌신을 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Bandura, 1986).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성취경험,

대리경험, 설득과 신체적/정서적 상태가 있다. 성취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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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거나 비슷한 행동을 이전에 성공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대리경험은 본인과 비슷한 사람이 성공한 것을 관찰을 통해

대리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다. 타인에 의한 격려나 설득과

행동을 준비하거나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야기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andura, 1997). 간호사가 돌본

외국인 환자 수와 외국인 친구와의 교류 여부는 외국인과의

성취경험에 해당되며 그룹간 불안은 횡문화간호로 인한 정서적

상태에 해당되므로 이론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제시된 요인들과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자기 효능감 이론에서 제시된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Jeffreys가

문화적 적절 돌봄 측면에 적용시켜 발전시킨 개념이 횡문화

자기효능감이다. Jeffreys(2016a)는 문화적 역량의 발전을 통하여

문화적 적절 돌봄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문화적 역량과 자신감

모델(Cultural Competence and Confidence Model)을 제시하여

문화적 역량이 인지적, 실용적, 감정적인 관점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학습 과정임을 나타냈다. 횡문화 자기효능감은 문화적

역량과 영향을 주는 관계가 있으며 역동적인 개념이기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이전의 정형화된 교육과 문화 돌봄의 개념에

노출된 경험에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내었다. Bandura의 사회

인지 이론 또한 자기효능감은 교육과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Bandura, 1986) 본 연구에서는 Jeffreys(2016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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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적 역량과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와 영향을 분석하고 횡문화 간호 관련 교육과 경험이

이론적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Bandura의 주장과 같이 횡문화 자기효능감은

교육과 개인의 경험과 같은 행동 경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민을 돌보는 캐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원주민과의 잦은 경험은 높은 문화지식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Quine et al., 2012), 한국의

간호사들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은 문화적 역량 교육에 대한

요구도와 다문화대상자를 돌본 경험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Kim, 201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외국어 능력과

타문화 출신 친구 유무가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Lee & Kim, 2017),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횡문화 교육 여부,

횡문화간호 경험 여부, 외국어 능력과 타문화 출신 친구 유무

여부를 확인하였다.

Gudykunst(1998)가 고안한 불안/불확실성 이론은 처음 마주친

사람, 즉 외부인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하여 개발

되었다. 불안과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것은 대인관계와 그룹간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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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기여하며 표면적 원인인 자아개념,

외부인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 외부인에 대한 반응, 사회적

범주화, 사회적 과정과 외부인과의 관련성이 불안과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안을 경감시킬

때 타인의 태도와 감정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으며 불안의 정도

가 높을수록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이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며(Gudykunst & Nishida, 2001) 문화의

차이가 클수록 불안은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ephan &

Stephan, 1985). 선행 연구에서 캐나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

효능감과 문화간 불안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낮은 문화간

불안은 문화적 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예측하였으며(Quine et

al., 2012), 이는 Bandura(1988)가 낮은 자기효능감은 높은 불안

수준을 야기한다고 제시한 것과 일치하였다. 간호사들은 외국인

환자와의 의사소통에서 Gudykunst(1998)의 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불안을 겪을 것이 예상되기에 본 연구에서 그룹간 불안이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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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Y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병동

간호사로 간호국의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한 상위 10개 병동의 간호사 중 다음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재직기간 중 외국인 간호 경험이 있는 자

* 1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자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수는 최소 114명으로 G-power 프로그

램 3.1.9.2를 사용하여 Lee & Kim(2017)의 선행연구와 같은 유의수

준인 0.05를 채택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으로 효과크기(F2) 0.15, 검

정력 0.8과 예측변수 9개를 포함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사용된 예

측변수로는 근무 경력, 근무 부서, 해외 거주 경험, 임상기간 동안

간호한 외국인 환자 수, 횡문화 교육 여부, 외국인 친구 유무, 외국

어 능력, 문화적 역량 수준과 그룹간 불안 수준이 포함되어 있다.

배포된 145부의 설문지 중 133부를 회수하였고 설문지 응답이 불

완전한 2부를 제외하여 총 131명(90.3%)의 설문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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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1) 횡문화 자기효능감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Jeffreys(2016b)의

Transcultural Self-Efficacy Tool (TSET)을 저자의 승인과 저작권

을 소유한 출판사의 승인을 받고 번역자인 Kim(2013)의 동의를 받

아 한국어로 번역된 문화간호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TSET은 총 83문항으로 25개의 인지적 영역, 28개의 실무적 영역

과 30개의 정서적 영역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자신 없

음)부터 10점(완전히 자신 있음)까지 측정하는 평정척도이다. 인지

적 영역은 타문화 관련 지식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며 실무적 영

역은 면담을 통하여 대상자의 가치와 신념을 파악하는데 대한 자

신감을 측정하였다. 마지막 실무적 영역은 본인의 문화적 인식과

가치에 대한 태도와 신념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였다. 총 점수는

최소 83점부터 최대 830점까지 측정 가능하며 평균을 산출하였을

때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해당

도구의 Cronbach’s a값은 개발당시의 0.9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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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채덕희(2013)가 개발한 한국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측정 도구를 원저자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총 33문항으로 6개의 다문화 인식 영역, 7개의 다문화

지식, 12개의 다문화 민감성, 8개의 다문화 기술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의

평정척도이며 총 점수는 최소 33점부터 최대 231점까지 측정

가능하고 평균을 산출하였을 때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문화적

역량을 의미한다. 해당 도구의 개발 당시의 Cronbach’s a값은

0.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0.95로 나타났다.

3) 그룹간 불안

그룹간 불안은 Stephan과 Stephan(1985)가 개발하고 Gudykunst

와 Nishida(2001)와 Duronto등(2005)이 수정하고 안정원(2015)이 수

정하고 번역한 Intergroup Anxiety Scale을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

는 총 10문항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의

평정척도이며 긍정적인 질문의 경우 배점을 반대로 부여한다. 총

점수는 최소 10점부터 최대 70점이며 총점을 산출하였을 때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그룹간 불안을 의미한다. 해당 도구의

Cronbach’s a값은 0.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0.92로 나타났다.



- 25 -

4) 일반적 및 문화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나이, 성별, 근무년수, 근무지와

학력을 평가하였고 문화적 특성으로는 외국어능력 수준, 외국인

친구 수, 해외 거주 경험, 횡문화 교육 수강 여부와 외국인 환자를

돌본 경험을 확인하였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의 IRB 심사 통과 후 서울

소재의 Y 대학병원 10개 근무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Y

대학병원의 간호국의 승인을 받아 각 부서의 파트장에게 연구

진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부서 방문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병동 간호사들은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용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설문 작성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완료 후 결과

비밀 유지를 위하여 밀봉된 봉투에 넣어 제출하였다.

설문 응답에 충실성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품으로 3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을 전달하였으며 설문 응답자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자료는

코딩하여 분석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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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리적 고려

연구 수행 전 개인별 설문 결과가 대상자를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식별 가능하지 않도록 하여 익명성이 보장됨을 충분하게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으며 결과 비밀 유지를 위하여 완성된

설문지를 밀봉된 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요청 하였다.

근무지에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료나 상급자가 알지 못하도록 개별공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본인의 자료가 연구 이외의 근무나 개인

역량 평가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본인에게 해가 가해지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서면 동의서와 설문지는 비밀유지를 위하여 연구자만

접근 가능한 장소에 보관하고 코딩된 데이터는 비밀번호로 보안

되어있는 서랍과 컴퓨터에 보관할 것이다. 연구에 사용될 데이터는

윤리위원회에서 자료 보관 기간으로 지정한 5년이 지나면 완전히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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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문화적 특성은 빈도수, 평균, 백분율과

표준편차 등의 서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1) 일반적 및 문화적 특성이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의 결과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NOVA를 통해 유의성이 검증된 변수는 등분산을 가정하는

경우 Scheffe 사후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결과는 Kruskal-Wallis test를 통해 유의성을 확인하였

으며 Bonferroni Correction Method을 통해 사후 검증하였다.

2) 문화적 역량, 그룹간 불안과 횡문화 자기효능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현하였다.

3) 문화적 역량과 그룹간 불안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나타내었다.

4)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를 규명하기

위해 동시입력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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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에 정리한 바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 127명(96.9%), 남성 4명(3.1%)이었고

연령 분포로는 20대가 53명(40.5%), 30대가 51명(38.9%), 40대가

22명(16.8%), 50대가 5명(3.8%)이었다. 대상자의 최종학력은 학사

학위 113명(86.2%), 전문대졸업 9명(6.9%), 석사학위 9명(6.9%)으로

학사학위를 소지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임상경력은 7년

이상이 62명(47.3%), 4년 이상 6년 이하가 41명(31.3%), 1년 이상

3년 이하가 28명(21.4%)이었다. 대상자의 근무부서는 일반 병동

근무자가 90명(68.7%), VIP 병동 근무자가 41명(31.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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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31)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어가 있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105명

(80.2%), 없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26명(19.8%)이었다. 의사소통

가능한 외국어로 영어가 104명(91.2%), 일본어 5명(4.3%), 중국어

2명(1.8%), 아랍어 2명(1.8%), 인도네시아어 1명(0.9%) 순으로 나타

났다. 의사소통 가능한 외국어가 있다고 응답한 105명 중 70명

(66.6%)이 간단한 문항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며 23명

(21.9%)이 업무에 필요한 대부분의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3명(2.9%)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답하였고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27 96.9

Male 4 3.1

Age (years) 20-29 53 40.5
30-39 51 38.9
40-49 22 16.8
50-59 5 3.8

Level of education Diploma 9 6.9
Bachelor’s 113 86.2
Master’s 9 6.9

Clinical experience 1-3 28 21.4
(years) 4-6 41 31.3

7 62 47.3

Unit Others 90 68.7
VIP ward 41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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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8.6%)이 대화가 어려운 수준의 외국어 구사 수준을 보였다.

외국어로 환자와 대화하는데 편안함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 63명

(60.0%)의 대상자가 불편함을 겪었으며 10명(9.5%)의 대상자가

외국어로 대화하는데 편안함을 나타내었다. 업무 시 외국어를 이해

하고 구사하는데 느끼는 문제를 확인하였을 때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49명(46.7%), 보통이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36명

(34.3%),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20명(19.0%)이었다.

Table 2. Second Language Level of Participants (N=131)

†Multiple respons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peaking of
2nd language

Yes 105 80.2
No 26 19.8

Types†

(n=105)
English 104 91.2
Japanese 5 4.3
Chinese 2 1.8
Arabic 2 1.8
Other (Indonesian) 1 0.9

Fluency
(n=105)

Highly fluent 3 2.9
Able to communicate mostly 23 21.9
Able to communicate little 70 66.6
Hard to communicate 9 8.6

Comfort in
speaking
(n=105)

Uncomfortable 63 60
Somewhat
Comfortable

32
10

30.5
9.5

Problem No 49 46.7
with Somewhat 36 34.3
communication
(n=105)

Yes 2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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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외국인 친구 현황으로는 26명(19.8%)의 대상자가 교류

하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고 답하였다. 이 중 교류하는 외국인 친구

수가 1명에서 10명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25명(96.2%), 10명

초과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1명(3.8%)이었다.

대상자의 여행경험을 제외한 해외거주경험 현황에서 전체

대상자 중 18명(13.7%)이 해외거주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해외

거주기간으로는 5년 미만이 16명(88.9%), 5년 이상이 2명(11.1%)

이었다. 해외거주 국가 개수 현황에서 1개의 국가에 거주한

대상자가 13명(72.2%)이었으며 2개 이상의 국가에 거주한

대상자가 5명(27.8%)이었다.

타문화 출신의 환자 간호에 대한 교육을 수강한 대상자는 47명

(35.9%)이었고 교육 유형으로는 36건(70.6%)이 병원자체프로그램과

보수교육으로 확인되어 높은 비율의 간호사가 업무를 시작한 후

교육을 수강하였다. 8건(15.7%)이 대학교 정규과정, 2건(3.9%)이

세미나교육, 5건(9.8%)이 NCLEX, 외부단체 교육과 같은 기타항목

이었다. 타문화 출신 환자 간호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는 문화별

기본 정보 및 지식이 33건(3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고 외국인 환자 간호 태도와 간호 기술이 29건(32.2%), 문화적

의사 소통이 23건(25.6%), 횡문화 이론 및 연구에 대한 지식과

횡문화 간호 주요 개념이 각각 2건(2.2%)과 3건(3.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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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ultural Experience and Education (N=131)

† Multiple responses

* NCLEX program (n=2), 3rd party program (n=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Foreign friend Yes 26 19.8

No 105 80.2

# of
foreign friends

1-10 25 96.2

(n=26) 10< 1 3.8

Living aboard Yes
No

18
113

13.7
86.3

Length of stay
(n=18)

<5 years 16 88.9

5-10 years 2 11.1

# of countries 1 13 72.2
lived (n=18) 2 5 27.8

Multicultural education Yes
No

47
84

35.9
64.1

Types† (n=47) College level 8 15.7
Seminar 2 3.9
Continuing education 18 35.3
Program in hospital 18 35.3
Others* 5 9.8

Contents†(n=47) Attitude and strategy 29 32.2
Knowledge related to culture 33 36.7
Cultural communication 23 25.6
Transcultural nursing theory
and research

2 2.2

Transcultural nursing
concept

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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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간호사로 재직하는 동안 담당한 총 외국인 환자의

수는 20명 이상이 76건(58.0%), 10명이상 20명미만이 32건(24.4%),

1명이상 10명미만이 23건(17.6%)으로 절반 이상의 대상자가 20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를 간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외국인

환자를 간호하는 빈도 현황으로는 1달에 1∼2번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51명(38.9%), 1주에 1∼2번이 35명(26.7%), 거의 매일

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11명(8.4%)으로 약 74%의 대상자가 매달

1회 이상 외국인 환자 간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주로 담당한 환자의 국적은 러시아가 80건(3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동국가 65건(29.4%), 미국 48건(21.7%), 중국

17건(7.7%), 일본 3건(1.4%)이었으며 기타라고 대답한 간호사는

8명(3.6%)로 세부 국가로는 카자흐스탄, 몽골, 필리핀, 수단, 베트남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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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reign Patient Care Experience (N=131)

† Multiple responses

* Others: Kazakhstan (5), Mongol (2), Philippines (1),

Sudan (1), Vietnam (1)

Variables Categories N %
# of foreign patients 1-9 23 17.6

10-19

20

32
76

24.4
58.0

Frequency of
foreign patient care

Almost everyday
1-2 / week

11
35

8.4
26.7

1-2 / month 51 38.9
1-2 / year 34 26.0

Countries of
foreign patients†

China
Japan

17
3

7.7
1.4

Russia 80 36.2
Middle Eastern countries 65 29.4
United States of America
Others†

48
8

21.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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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연구에 참여한 131명의 대상자의 평균 문화적 역량 총점은 7점

만점에 4.92점(±0.84)이었다. 간호사의 문화적 배경이 외국인 환자

에 대한 본인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적 인식 영역이 7점 만점에 평균 5.64점(±0.82)이었으며 문화적

지식은 평균 5.11점(±1.07)이었다. 외국인 환자를 존중하고 다른

문화적 관점을 수용하는 수준을 반영하는 문화적 민감성은 평균

4.57점(±1.16)이었으며 외국인 환자 사정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적 기술은 평균 4.75점(±0.96) 측정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본인의 문화적 배경이 외국인 환자를 간호할 때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다른 문화적 역량 항목에 비하여

높았다. 각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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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ultural Competence of Participants (N=131)

Categories Item content Mean±SD

Cultural

awareness

Awareness of culture’s impact on perception of health and illness 5.71±0.94

5.64±0.82

Awareness of differences in health care behavior 5.78±0.89

Awareness of differences in symptom expressions 5.63±1.04

Awareness of differences in thoughts about casuses of illness
and treatment 5.66±1.01

Awareness of different expectations about nursing 5.60±1.09

Awareness that my cultural background has impacts on thought
about foreign patient

5.49±1.00

Cultural

knowledge

Knowledge of cultural/religious belief that limits caring depending
on gender

5.31±1.35

5.11±1.07

Knowledge of cultural or religious belief related to dying 4.63±1.60

Knowledge of cultural differences about space 4.81±1.38

Knowledge of cultural differences about touch 5.23±1.25

Knowledge of cultural differences about sensitivity to pain 5.43±1.22

Knowledge of cultural differences about patience for fasting 5.24±1.39

Knowledge of cultural differences about the decision maker in the
family

5.0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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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sensitivity

Having interest in different cultures 4.61±1.51

4.57±1.16

Caring foreign patient is a good chance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4.56±1.57

Willingly care for foreign patient even though it takes a lot of
time

3.85±1.83

Belief about building therapeutic relationship with foreign patient 4.76±1.45

Thinking what it would be like if I were foreign patient 4.95±1.50

Curious about the discomfort for foreign patients when they come
to a hospital

4.88±1.53

Listening with patience when talking with foreign patient even if
it takes a long time

4.80±1.38

Trying to say simple phrases in the foreign patient’s language
when I care for them

4.99±1.60

Having interest in different culture 4.60±1.50

Desire for education/training to provide effective care for foreign
patient

4.50±1.50

Desire for participation in multicultural activities 3.78±1.68

Understanding refusal of treatment because of foreign patient’s
cultural or religious belief 4.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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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skills

Can assess foreign patient’s intake and output 4.78±1.34

4.75±0.96

Can keep a proper space where foreign patient can feel
comfortable

4.66±1.24

Provide a document in foreign patient’s language when explaining
important information 4.99±1.36

Can find resources about a foreign patient’s culture that I usually
encounter 4.29±1.36

Can build a trusting therapeutic relationship with foreign patient 4.19±1.40

Can have appropriate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s with
foreign patient 4.36±1.41

Can communicate comfortably with foreign patient using a
translator 5.37±1.17

Can communicate with foreign patient using necessary resources 5.35±1.25

Total 4.9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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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그룹간 불안

대상자의 그룹간 불안 평균 점수는 70점 만점에 42.6점(±12.1)

이었다. 세부적으로 대상자들은 외국인 환자를 대하고 간호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는 4번 질문에서 7점 만점에 평균 4.8점

(±1.6)으로 10개의 항목 중 가장 높은 불안점수를 보였다. 각

항목별 평균과 표준오차를 <표6>에 제시하였다.

Table 6. Intergroup Anxiety of Participants (N=131)

*identifies reverse-coded items

Item Content

(When I met foreign patients, I felt ... )
Mean±SD

calm* 3.39±1.52

frustrated 4.00±1.70

confused 4.39±1.68

worried 4.81±1.63
anxious 4.37±1.69

relaxed* 4.44±1.50

irritated 4.07±1.65

impatient 4.12±1.64

comfortable* 4.63±1.43

awkward 4.40±1.61
Total (Sum) 42.6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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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5.27점

(±1.50)이었다. 지식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지적 영역

의 평균 점수는 5.13점(±1.73)이었으며 면담을 통하여 대상자의

가치와 신념을 파악하는데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실무적 영역의

평균 점수는 4.74점(±1.77)이었다. 본인의 문화적 인식과 가치에

대한 태도와 신념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정서적 영역의 평균

점수는 5.89점(±1.48)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각 항목의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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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ranscultural Self-efficacy of Participants (N=131)

Categories Item Content Mean±SD

Cognitive

Subscale

Degree of confidence to understand the way cultural factors may
influence nursing care in the following areas
health history and interview 5.09±1.95

5.13±1.73

physical examination 5.39±2.03
informed consent 5.19±2.05
health promotion 5.15±1.88
illness prevention 5.06±1.93
health maintenance 5.23±1.92
health restoration 5.00±1.86
safety 5.63±1.93
exercise and activity 5.54±1.94
pain relief and comfort 5.95±2.07
diet and nutrition 5.60±2.06
patient teaching 5.66±2.09
hygiene 5.73±2.06
anxiety and stress reduction 5.07±2.04
diagnostic tests 5.56±2.06
blood tests 5.69±2.14
pregnancy 4.66±2.20
birth 4.56±2.31
growth and development 4.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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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 4.85±2.17
dying and death 4.64±2.30
grieving and loss 4.56±2.21
life support and resuscitation 4.73±2.32
sexuality 4.02±2.21
rest and sleep 5.18±2.12

Practical

Subscale

Degree of confidence to interview clients of different backgrounds
about
language preference 4.83±2.05

4.74±1.77

level of English comprehension 5.52±2.11
meaning of verbal communication patterns 5.18±1.98
meaning of nonverbal behaviors 5.50±2.05
meanings of space and touch 5.16±1.88
time perception and orientation 5.22±1.94
racial background and identity 4.79±2.08
ethnic background and identity 4.69±2.05
socioeconomic background 4.61±1.98
religious background and identity 4.78±2.09
educational background and interests 4.57±2.11
religious practices and beliefs 4.73±2.15
acculturation 4.71±2.04
worldview (philosophy of life) 4.44±2.18
attitudes about health care technology 5.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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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nic food preference 5.32±2.04
role of elders 4.54±1.97
role of children 4.54±1.97
financial concerns 4.52±2.02
traditional health and illness beliefs 4.46±2.04
folk medicine tradition and use 4.05±2.07
gender role and responsibility 3.96±1.99
acceptable sick role behaviors 4.70±1.85
role of family during illness 4.76±2.01
discrimination and bias experiences 4.47±2.04
home environment 4.43±2.09
kinship ties 4.53±2.07
aging 4.40±2.10

Affective

Subscale

About yourself, you are aware of

5.89±1.48

your own cultural heritage and belief systems 6.05±1.94
your own biases and limitations 6.18±1.89
differences within your own cultural group 6.82±1.45

Among client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you are aware of
insensitive and prejudicial treatment 5.64±1.86
differences in perceived role of the nurse 5.92±1.86
traditional caring behaviors 5.60±2.06
professional caring behaviors 6.08±1.94
comfort and discomfort felt when entering a culturally different 5.9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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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interaction between nursing, folk, and professional systems 5.64±1.99

Among client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you accept
differences between cultural groups 6.30±1.86
similarities between cultural groups 6.24±1.81
client’s refusal of treatment based on beliefs 6.08±1.90

Among client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you appreciate
interaction with people of different cultures 6.47±1.82
cultural sensitivity and awareness 6.43±1.91
culture-specific nursing care 6.34±1.92
role of family in providing health care 6.25±2.01
client’s worldview 6.21±2.03

Among client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you recognize
inadequacies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5.28±1.91
importance of home remedies and folk medicine 4.55±1.88
impact of roles on health care practices 5.69±1.85
impact of values on health care practices 5.72±1.84
impact of socioeconomic factors on health care practices 5.78±1.91
impact of political factors on health care practices 5.23±1.95
need for cultural care preservation/maintenance 5.53±1.95
need for cultural care accommodation/negotiation 5.58±1.99
need for cultural care repatterning/restructuring 5.51±1.86
need to prevent ethnocentric views 5.52±1.85
need to prevent cultural imposition 5.5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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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client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you advocate
6.40±1.87

client’s decisions based on cultural beliefs

culture-specific care 6.22±1.86

Total 5.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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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횡문화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표8>과 같다.

성별에 따른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살펴보았을 때 여자 127명의

평균 점수는 5.26점(±1.52), 남자 4명의 평균 점수는 5.57점(±0.61)

이었다. Shapiro-Wilk test를 통해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여성

(p=0.504)과 남성(p=0.197), 두 집단의 유의수준이 모두 0.05보다

높게 나타나 정규성을 나타내었다. 두 그룹의 평균을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하여 확인해보았을 때 성별에 따른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0.40, p=0.688).

연령에 따른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살펴보았을 때 20대 53명의

평균 점수는 5.37점(±1.51), 30대 51명의 평균 점수는 5.24점(±1.48),

40대 22명의 평균 점수는 5.09점(±1.58), 50대 5명의 평균 점수는

5.35점(±1.58)이었다. 일원분산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0.20, p=0.896).

학력에 따른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는 전문대 졸업한

대상자가 평균 4.67점(±1.34),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가 평균 5.23점

(±1.50),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평균 6.38점(±1.16)이었다. 전문대

졸업과 석사학위 이상의 대상자 수가 각각 9명으로 적어 각

그룹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Shapiro-Wilk test를 진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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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p=0.578)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p=0.502)

는 p값이 0.05보다 높게 측정되어 정규분포를 나타냈다. 하지만

전문대졸업자(p=0.023)는 p값이 0.05보다 작게 측정되어 정규분포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모수적 분산분석방법인 Kruskal-

Wallis test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학력에 따른 횡문화 자기

효능감 수준의 차이는 유의하였다(χ2(2)=6.87, p=0.032). Bonferroni
Correction Method를 사용하여 사후분석 한 결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전문대 졸업한 대상자(p=0.048)와 4년제 학사학위를

소지한 대상자(p=0.049)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상 경력에 따른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대상자 5.26점(±1.39), 4년 이상 6년 미만의 대상자 5.47점

(±1.54), 7년 이상의 대상자에서 5.15점(±1.53)으로 나타났다.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해 보았을 때 경력 차이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0.56, p=0.573).

일반병동과 VIP 병동으로 분류된 부서별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확인해 보았을 때 일반병동 근무 대상자의 평균 점수는 5.04점

(±1.44)이었으며 VIP 병동 근무 대상자의 평균 점수는 5.79점

(±1.51)이었다. 부서간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의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부서에 따른 횡문화 자기

효능감의 차이는 유의하였다(t=-2.69, p=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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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ranscultural Self-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1)

*p<.05, **p<.01
1) Bonferroni post-hoc test result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t, F or χ2 (p) Post hoc
test1)

Gender Female 127(96.9) 5.26±1.52 -0.40
Male 4(3.1) 5.57±0.61 (.688)

Age (years) 20-29 53(40.5) 5.38±1.51
30-39 51(38.9) 5.24±1.48 0.20
40-49 22(16.8) 5.09±1.59 (.896)
50-59 5(3.8) 5.35±1.58

Level of education Diploma a 9(6.9) 4.68±1.34 6.87*

a,b<cBachelor’s b 113(86.2) 5.23±1.50 (.032)
Master’s c 9(6.9) 6.38±1.16

Clinical experience 1-3 28(21.4) 5.26±1.39 0.56
(years) 4-6 41(31.3) 5.47±1.54 (.573)

7 62(47.3) 5.15±1.53

Unit Others 90(68.7) 5.04±1.44 -2.69**
VIP ward 41(31.3) 5.79±1.51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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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자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횡문화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가능한 외국어 유무에 따른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구사 가능한 대상자군에서 5.41점(±1.52), 구사가 어려운

대상자군에서 4.75점(±1.28)이었다. 두 그룹의 평균 차이를 독립

표본 t 검정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을 때 의사소통 가능한 외국어

유무에 따라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t=2.03, p=0.044).

의사소통 가능한 외국어가 있다고 대답한 대상자의 외국어

수준에 따른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점수는 유창하다고 대답한

군에서 6.65점(±1.38), 대부분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대답한 군에서

6.49점(±1.16),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대답한 군에서 5.11점

(±1.45),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대답한 군에서 4.49점(±1.52)으로

측정되었다. 그룹간 평균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각 그룹간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의 차이가 유의

하였다(F=7.79, p<0.001). 분산의 동질성이 가정되어 Scheffe 사후

검정을 한 결과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그룹 이외의 대부분

대화가 가능한 그룹,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그룹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그룹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외국어로 의사소통 하는데 느끼는 편안함의 수준을 확인한 결과

편안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평균 점수는 7.21점(±1.15)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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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평균 점수는 4.80점(±1.42)으로 낮게

나타났다. 외국어 구사에 대한 편안함 수준에 따른 횡문화 자기

효능감 평균 점수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외국어로 의사소통 시 느끼는 편안함의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였다(F=20.10, p<0.001). 분산의 동질성 검정에서

유의수준이 0.05 이상으로 분산의 동질성이 가정되어 Scheffe 사후

검정을 시행한 결과 의사소통 시 편안함을 느끼는 대상자들은

보통, 불편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외국어로 대화할 때 불편하다고 대답한 대상자는 보통

이라고 대답한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외국인 환자와 의사소통 시 외국어를 이해하고 말할 때 문제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대상자의 평균 횡문화

자기효능감 점수는 4.79점(±1.43)이었으며 문제가 있다고 답한

대상자의 평균 점수는 5.95점(±1.44)으로 본인이 외국인 환자와

의사소통 시 문제를 느끼는 경우 더 높은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보여주었다. 의사소통 시 이해와 구사와 관련된 문제에 따른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의하

였다(F=8.43, p<0.001). 분산의 동질성 검정에서 유의수준이 0.05

이상으로 분산의 동질성이 가정되어 Scheffe의 사후검정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군과 보통, 문제가 있다고 답한

대상자 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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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ranscultural Self-efficacy by Second Language Level (N=131)

* p<.05, *** p<.001
1) Scheffe post-hoc test results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 or F (p) Post hoc
test1)

Speaking of Yes 105(80.2) 5.41±1.52 2.03*
2nd language No 26(19.8) 4.75±1.29 (.044)

Fluency (n=105) Highly fluent 3(2.9) 6.65±1.38
Able to communicate mostly 23(21.9) 6.49±1.16 7.79*** b>c

Able to communicate little 70(66.6) 5.11±1.45 (<.001)

Hard to communicate 9(8.6) 4.49±1.52

Comfort in speaking Uncomfortable a 63(60.0) 4.78±1.42 20.10*** a,b<c

second language Somewhat b 32(30.5) 6.03±1.10 (<.001) a<b

(n=105) Comfortable c 10(9.5) 7.21±1.14

Problem with Do not have a 49(46.7) 4.79±1.43
communication Somewhat b 36(34.3) 5.94±1.20 8.43*** a<b,c

(n=105) Have c 20(19.0) 5.95±1.7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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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류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의 유무에 따른 횡문화 자기

효능감 평균점수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고 대답한 대상자군에서

6.02점(±1.35), 없다고 대답한 대상자군에서 5.09점(±1.48)이었다.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하여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외국인

친구의 유무에 따라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의 차이가 유의했다

(t=2.92, p=0.004)

여행경험을 제외한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은 5.54점(±1.60)이었고 거주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5.23점(±1.48)이었다. 두 그룹의

평균의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한

결과 거주 경험이 있는 대상자군과 없는 대상자군의 횡문화 자기

효능감 평균 점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0.81, p=0.418).

타문화 관련 교육 수강에 따른 횡문화 자기효능감점수를 비교

하였을 때 교육 수강한 적 있는 대상자군의 평균 점수는 5.64점

(±1.53)이었으며 교육을 수강한 적이 없는 대상자군의 평균 점수는

5.07점(±1.45)이었다. 두 그룹의 평균의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하여 확인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타문화 관련 교육의

수강 여부에 따라 횡문화 자기효능감이 차이를 보였다(t=2.09,

p=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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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상기간동안 간호한 외국인 환자의 수에 따른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외국인 환자 1명이상 10명

미만으로 간호한 대상자군의 점수는 4.76점(±1.21)이었으며 10명

이상 20명미만으로 간호한 대상자군의 점수는 5.02점(±1.71)이었다.

각 그룹의 평균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전체 근무기간 중 간호한

외국인 환자의 수는 그룹간 횡문화 자기효능감평균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F=3.062, p=0.050).

외국인 환자 간호 빈도와 관련된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거의 매일 외국인 환자를 간호한 대상자군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가 5.77점(±1.13)로 가장 높았다.

1주에 1∼2회 간호한 대상자군의 평균 점수는 5.13점(±1.62)이었고

1달에 1∼2회 간호한 대상자군의 평균 점수는 5.36점(±1.48)이었다.

1년에 1∼2회 간호한 대상자군의 평균 점수가 5.12점(±1.51)으로

가장 낮았다. 각 빈도에 따른 그룹의 평균 점수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외국인 환자를 간호하는 빈도에 따른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0.679,

p=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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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ranscultural Self-efficacy by Cultural Characteristics (N=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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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 or F (p)
Foreign friend Yes 26(19.8) 6.02±1.35 2.92**

No 105(80.2) 5.09±1.48 (.004)

Experience of living aboard Yes
No

18(13.7)

113(86.3)

5.54±1.60

5.23±1.48

0.81

(.418)

Multicultural education Yes
No

47(35.9)

84(64.1)

5.64±1.53

5.07±1.45

2.09*

(.039)

# of foreign patients 1-9 23(17.6) 4.76±1.21

10-19
20

32(24.4)

76(58.0)

5.02±1.71

5.54±1.44

3.06

(.050)

Frequency of foreign patient care Almost everyday
1-2 / week

11(8.4)

35(26.7)

5.77±1.13

5.13±1.62 0.68

1-2 / month 51(38.9) 5.36±1.48 (.567)

1-2 / year 34(26.0) 5.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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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그룹간 불안과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그룹간 불안과 횡문화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을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횡문화

자기효능감은 문화적 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여 문화적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도

높았다(r=0.698, p<0.001). 대상자의 그룹간 불안과 횡문화 자기

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적 상관관계를 보여 그룹간 불안이

낮을수록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았다(r=-0.661, p<0.001).

Table 11. Correlation among Cultural competence, Intergroup
anxiety, and Transcultural Self-efficacy

*** p<.001

　
Transcultural
Self-efficacy

Cultural
Competence

Intergroup
Anxiety

Transcultural
Self-efficacy 1

Cultural
Competence .698*** 1

Intergroup
Anxiety -.661*** -.5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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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

대상자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전 분석에서 유의성이 검증된 학력, 부서,

외국어 능력, 횡문화 관련 교육, 외국인 친구, 문화적 역량과

그룹간 불안을 예측변수로 사용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으며 결과는 <표12>과 같다. 학력은 학사 이하와 석사 이상의

두 그룹으로 더미변수처리 하였으며 학사 이하의 그룹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부서는 일반병동과 VIP 병동의 두 그룹으로 더미변수

처리 하였으며 일반병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48∼1.667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았으며 Durbin-Watson 점수는 1.788로 2에 가깝게 측정

되었으며 잔차 분석 결과는 -2.411∼2.681로 등분산성을 만족하여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자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문화적 역량(β=0.44, p=0.000), 그룹간 불안(β=-0.35, p=0.000), 학력

(β=0.12, p=0.037)이었으며, 이 중 문화적 역량이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이었다. 해당 선형

회귀분석 모형은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58.8%를 설명하였다. 학력

수준이 석사 이상일 경우, 문화적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그룹간

불안이 낮을수록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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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Influencing Factors on Transcultural Self-efficacy (N=131)

Variables B SE β p VIF
Education
(Ref: Associate&Bachelor’s Degree)

.717 .340 .121* .037 1.048

Department
(Ref: Other Units)

.307 .188 .095 .104 1.070

2nd Language -.091 .220 -.024 .680 1.087

Foreign friend -.134 .223 -.036 .549 1.115

Transcultural Education -.165 .180 -.053 .361 1.051

Cultural Competence .784 .129 .442*** .000 1.667

Intergroup Anxiety -.044 .009 -.352*** .000 1.594

Adjusted R2: .588, F=27.531, p=.000***

*p <.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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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외국인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병동 간호사들의

일반적/문화적 특성, 문화적 역량, 그룹간 불안과 횡문화 자기

효능감 수준을 확인하고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증가하는 환자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은 중간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국내 2차, 3차병원의

병동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Kim(2013)의 연구에서 측정된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보다 높게 측정되어 연구가 진행된

2013년과 비교하였을 때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문화효능감 측정도구(Oh et al.,

2016)를 사용하여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Oh et

al(2016), 신지원(2017)과 변혜선과 박미경(2020)의 연구에서 4점

만점에 각각 평균 2.62점(±0.28), 2.61점(±0.36)과 2.65점(±0.35)으로

지속적으로 중간 이상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과거에 비해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다문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학력과 임상경험 수준은 비슷하지만 외국어 구사 수준, VIP 병동

근무자 비율과 현재 교류하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 비율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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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문화 자기효능감 점수가 비교적 높게 측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전혜경(2015)과 Lee&Kim(2017)의 연구에서

각각 6.2점(±1.02)과 5.99점(±1.25)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약 47%가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들로

이들에 비하여 최근의 간호대학생들은 해외문화나 외국인을 접할

경험이 많아졌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문화와 관련 지식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Lee&Kim, 2017).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점수는

해외의 간호사의 점수와 비교하였을 때 낮게 나타났다. 중국,

그리스와 필리핀의 간호사는 인지, 실무, 정서적 모든 하위 영역에

서 전반적으로 한국 간호사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Chen,

2014; Jin & Cleofas, 2018; Li et al., 2016; Sarafis et al., 2014).

미국의 진행된 Olaivar(2014)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

효능감 점수는 7.63점이었고 Simmons(2015)의 연구에서도 평균

6.80점(±1.45)을 나타내 해외의 사례에서 모두 한국간호사보다 높은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을 보여주었다. 자기효능감은 교육에

영향을 받으며 횡문화 자기효능감 또한 문화 간호 개념에 대한

정형화된 교육적 경험과 노출에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되고 있다

(Bandura, 1986; Gist & Mitchell, 1992; Jeffreys,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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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mmerman, 1995). 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횡문화간호 관련 교육 여부에 따라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해외의 연구에서 횡문화 교육 참여 비율이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나(Jin & Cleofas, 2018; Olaivar, 2014) 높은

횡문화 교육 참여율이 해외의 간호사의 높은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야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외국어능력 또한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야기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상 확인되어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해외의 국가 사례에서 높은 횡문화 자기효능감이

측정된 것으로 추측한다. 미국의 경우 문화적 적절 행위를

간호사의 기본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자격시험에도 문화

간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ANA, 2015; Silvestri,

2005) 실제 횡문화 간호와 관련된 정규교육에 참여하지 않아도

관련 개념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높은 교육참여 및 노출이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한다.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Jeffreys

(2016a)는 정서적 영역에서 가장 높은 자신감을 보여주며 인지적

영역에서 가장 낮은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실무적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정서적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다수의 연구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전혜경, 2015; Kim, 2013; Lee & Kim, 2017; Olaivar, 2014;

Simmons, 2015). 간호 기술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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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학생들은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는데 가장 낮은 자신감을

보여주어(Jeffreys, 1993) 의사소통 및 면담과 관련한 실무적 영역

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대부분의 횡문화 관련 프로그램과 교육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측면으로 강조 되어있고 실무와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적 측면의 강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손현미, 제민지, & 이병준, 2014) 본 연구의 교육내용

현황에서도 다문화 관련 의사소통의 내용 비율이 태도와 지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에서 강조되었던 타문화에

대한 가치와 태도와 연관된 정서적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

으나 횡문화 간호와 관련된 지식과 의사소통과 관련된 인지 및

실무적 영역에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높은 질의

문화적 적절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하위 영역이 고르게

발달 되어야 하나, 실제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무적 영역, 즉 외국인 환자의 건강, 질병, 언어 등의 필요한

정보를 면담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지속적으로

낮게 측정되고 있다. Bandura(1997)는 성취경험과 대리경험이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Peterson(2008)의 연구

에서 관찰 등의 대리 경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성취

경험만이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 간호 상황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본인이 횡문화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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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직접 참여해보며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와

관련된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기 효능감은 이전 자신의 성취 및 대리 경험에 영향을 받으며

횡문화 자기효능감 또한 문화적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

되었다(Bandura, 1997; Jeffreys, 2016a). 다수의 연구에서 이전

문화적 경험과 외국인 환자와의 잦은 접촉은 횡문화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ffman, et al., 2004; Farber, 2015;

Jeffreys & Dogan, 2012; Jeffreys & Smodlaka, 1999; Kim, 2013;

Peek & Park, 2013; Quine, 200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간호한

외국인 환자수와 빈도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다수의 변수 중 외국인 친구 유무

여부가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주었다.

이는 Bandura(1997)가 제시한 바와 같이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로

의사소통 한 것은 아니나 타문화 출신의 친구와의 관계를 통하여

문화적 의사소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해외거주경험이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정형화된 횡문화 간호 교육 없이 소수

집단에 속했던 것은 문화적 적절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역량 강화

수단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Jeffreys & Smodlaka,

1999). 간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횡문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도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 63 -

못하였고 외국인 환자 간호 빈도 또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여 신지원(2017)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20명

이상을 경험한 간호사가 76명으로 과반수에 속하여 외국인 환자

수가 충분히 세분화되지 않아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정수준의 외국인 환자

를 간호한 후 횡문화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몇 명의 외국인 환자 간호 경험과 빈도가 횡문화

자기효능감 발달과 형성에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VIP 병동과 일반병동에 속한 대상자들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나 서울시, 경기도와

대구시 소재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Kim(2013)의

연구에서는 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아 불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설문 결과에 의하면 VIP

병동의 대상자들의 외국인 환자 간호 빈도는 일반 병동에 비하여

높았으며 횡문화간호 관련 교육 수강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다수의 연구 결과와 Jeffreys(2016a)가 잦은 문화접촉이 횡문화

자기효능감 증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바와 같이 잦은

외국인 환자 노출과 교육을 통한 횡문화 간호 지식의 노출로

인하여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해 높은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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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인 측면에서 의사소통 가능한 외국어가 있는 경우,

외국어로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언어구사에 편안함을 느낄

수록,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경우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수준은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인 인지(r=0.395, p<0.01)와 정서(r=0.297, p<0.01)영역

보다 대상자와의 면담과 관련된 실무 영역(r=0.439, p<0.01)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실제 대상자의 외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면담을 통한 대상자 사정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며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실무 하위영역이 의사소통 및

면담과 관련된 개념을 반영한다는 Jeffreys(2016a)의 개념적 정의를

지지한다. 업무 시 외국인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경우 횡문화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횡문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도

그 문제를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헌신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Jeffreys,

2000).

본 연구에서 학력이 석사 이상일수록, 횡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을수록 횡문화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Kim(2013)의 연구에서는 석사이상의 학력이 유의미

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지원(2017)과

Jin과 Cleofas(2018)의 연구에서 학력은 횡문화 자기효능감과



- 65 -

유의미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Hagman(2006)의 연구에서

유의 하지는 않았으나 높은 수준의 학력은 높은 횡문화 자기

효능감 수준과 관련이 있어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Peterson(2008)의 연구에 의하면 이전 횡문화 간호 관련

교육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간호학생과 한 과목, 두 과목 이상

수강한 간호학생 사이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점수는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Quine(2009)의 간호대학생들은

교육중재를 받은 후 본인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이 더 높아졌다고

인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횡문화 간호교육 수강 대상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교육에 영향을 받으며 횡문화 자기효능감 또한 문화 간호 개념에

대한 정형화된 노출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적 진술과의 일치성을

보였다(Bandura, 1986; Jeffreys, 2016a). Kim(2013)의 연구에서

문화간호역량 교육 요구와 다문화 관심 정도가 횡문화 자기

효능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실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큰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아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높인

것으로 추측된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동기부여나 교육 참여와 같은 헌신

적인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적으나(Jeffreys, 2016a) 높은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가진 대상자들이 문화적 적절 돌봄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같은 헌신을 보여준 것으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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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또한, 교육년수가 증가할수록 횡문화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Jeffreys & Smodlaka, 1999; Jeffeys &

Dogan, 2012; Lee & Kim, 2017) 학력이 높을수록 횡문화 간호와

관련된 교육과 개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측된다. 낮은 자신감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하는 것은

자신감 증진과 더 나은 행위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Zimmerman, 1995) 정규대학과정에서 횡문화 간호와 관련된

수업을 제공하여 이론과 개념에 노출시키고 임상에서 근무하기 전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간호 실무와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미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 및 병원에서 제공되는

횡문화 간호 과정에는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지식, 외국인 환자를 돌본 간호사의 경험과 외국인 환자 현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본 연구와 다수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실무적 영역에 가장 낮은 자신감을 보였으므로, 그들이 임상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외국인 환자를 면담할 수 있도록 대화와 사정하

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이나 모의 상황을 통해 외국인 환자

간호 경험에 노출시키고 관련 교육에 포함시킬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은 중간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Lee & Kim(2017)의

평균 점수인 3.04점(±0.47)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신지원

(2017)의 평균 점수인 4.59점(±0.68)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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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외국어 유창성과 문화 관련 교육

경험이 유의하게 나타나(손현미, 제민지, & 이병준, 2014)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외국어 구사비율과 교육 수강 비율이

비교적 높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과 횡문화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문화적 역량 교육이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을

증진시킨 결과를 나타낸 Jeffreys와 Dogan(2012)의 연구와 문화적

역량과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다수의 연구에서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변혜선 & 박미경, 2020; 전혜경, 2015;

신지원, 2017; Lee & Kim, 2017).

대상자의 그룹간 불안 점수는 중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안정원(2015)의 연구에서 외국인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평균 점수가 40.67점으로 측정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병원과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문화간

불안을 측정한 Ulrey와 Amason(2001)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평균 3.63점(±0.98)이었으며 당뇨가 있는 캐나다 원주민을 돌보는

간호 학생들의 문화간 불안을 측정한 Quine(2009)의 연구에서

150점 만점에 평균 101.98점(±21.64)으로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의사소통 대상자 간의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불안의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Gudykunst, 1995), 연구가 진행된 국가와

관계없이 문화가 다른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에서 비슷한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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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불안상태를 보여준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그룹간

불안과 횡문화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음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그룹간 불안이 낮을수록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Quine(2009)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이론적 배경인 Bandura(1988)의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자기효능감은 감정에 영향을 받으며 낮은

자기효능감은 높은 불안수준을 야기하는 음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제시한 것과 불안의 정도가 높을수록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이 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제시한 것과 일치하였다(Gudykunst & Nishida, 2001).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가 부족하였던 간호사의 불안과 자기효능감의 이론적

상관관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관련 연구의 수가

적어 추후 간호사의 불안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통하여 불안을

감소시키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석사 이상의 학력(β=0.121, p=0.037), 문화적 역량

(β=0.442, p=0.000)과 그룹간 불안(β=-0.352, p=0.000)이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간호사를 대상

으로 진행한 양현주와 변은정(2019)의 연구에서 다문화 인식

(β=0.519, p<0.001), 다문화 태도(β=0.183, p=0.002)가 40.7%의

설명력을 보이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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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Kim(2013)의 연구에서 다문화환자 경험,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교육요구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Peterson(2008)의

연구에서 성취경험만이 23.9%의 설명력을 보이며 유의한 영향요인

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환자 간호를 관찰하는 대리 경험과

정서적 공감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양현주와

변은정(2019)의 연구에서는 횡문화 자기효능감 도구가 인지, 실무

및 정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 횡문화 자기

효능감의 하위 영역에 해당되는 다문화 인식 및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된다.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문화적 요인인 외국인 환자 경험과

타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변수인 학력, 다문화

간호 교육과 다문화 교육요구도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서적 감정인 불안이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Lee와 Kim(2017)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타인의 고통과 불안에 반응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개인적 고통이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서적인 요소를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으로 포함한 연구가 많지 않고

자가보고형식이 아닌 불안이 야기하는 신체 증상의 동반 여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가 문화적 인식,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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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요인을 변수로 진행되었기에 외국인 환자에게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 유무 등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접근을

통하여 새로운 영향요인을 밝혀 연구학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제언한다.

본 연구는 Bandura(1986)의 이론과 Jeffreys(2016a)의 모델에

근거하여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성취

경험(간호한 외국인 환자 수, 외국인 친구 교류), 교육, 정서적

감정(불안)과 문화적 역량이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로 증가하는 환자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간호사의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과거의 결과와 비교를 통해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과 영향 요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문제와 관련된 설문 질문이

부정문으로 구성되어있어 간호사가 의사소통 시 느끼는 문제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대상자의 경력

및 간호한 외국인 환자의 수가 객관식 항목으로 측정되어

대상자가 간호한 연 평균 외국인 환자의 수의 산출이 어려워 이에

따른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어 이를

포함한 추후 연구를 제시한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한 곳에

소속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는데 표본수와 지역이

제한적이고 성별 및 학력 하위영역별 대상자 수의 차이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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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균일한 수의 대상자를 확보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가 진행된 2020년, COVID-19로 외국인 환자의 수가 감소하여

평소의 외국인 환자 간호 현황과 간호사의 수준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수정, 보완하여

다양한 지역과 수준의 간호사를 대상자로 참여시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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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 역량, 그룹간 불안과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을 확인하고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은 중간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과거보다 향상되었으나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준이었다. 학력, 부서, 외국어 의사소통 가능 여부,

외국인 친구 유무 여부와 다문화 교육 유무에 따라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문화적 역량과 그룹간

불안과 각각 양적, 음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의한 변수 중 석사 이상의 학력, 문화적 역량과 그룹간 불안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높은 교육과 문화적 역량 수준, 낮은 그룹간

불안 수준이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위영역으로는 실무적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추후

외국인 환자와 면담을 통한 문화적 특성 사정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인지, 정서 영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사소통이

강조된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부족하였던 간호사가 다른 문화 출신의 환자와의

의사소통으로부터 겪는 불안과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나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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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간 불안이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바 이와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간호사의 불안 수준을 경감시키고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양질의 문화적 적절 돌봄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제언

의료관광산업의 발달과 높은 의료의 질로 한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연

평균적으로 22.7%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 따라서 환자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응하고자 간호사와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하여 이와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및

횡문화간호에 대한 교육 비율을 높여야 한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학생들과 간호사들에게

정형화된 교육 경험은 필수적이다 (Jeffreys, 2016a).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의 수에 반해 간호사의

다문화간호 관련 교육 수강율이 약 20∼30%에 머물고 있다(Kim,

2013; 안정원, 2015). 또한 지식, 의사소통과 태도에 대한 교육이

균형되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 교육의 내용은 타 간호사의

문화간호경험을 제공하거나 다문화 지식, 간호와 관련된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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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차이와 같은 내용에 편향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횡문화간호

관련 교육은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간호사가 실제 임상에서 외국인

환자를 간호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문화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임상에서 횡문화간호 관련

교육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횡문화간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대학교육과정의 횡문화간호

교육 비중과 간호사의 수강 비율의 증가를 도모하고 외국인 환자

간호 상황 시뮬레이션이나 문화적 의사소통 방법과 같은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시한다.

둘째, 연구 표본의 수와 범위를 넓혀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에 대한 현황 확인과 일반화 확보가 필요하다. 횡문화

자기효능감은 문화적 적절 돌봄과 간호를 유발시키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행 조건이나 국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서울지역의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과 그들의 인구학적,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전 타 지역에서 진행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일관된 양질의 횡문화 간호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나 구조적 변화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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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 문화간호 교육 요구 등 문화와 관련된 변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횡문화 자기효능감의 이론적 배경인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정서적 상태, 설득과 피드백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Bandura, 1986) 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

문화경험이 다수의 연구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의 유형과 문화경험 종류에 따른 차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여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더 효율적인

교육 및 경험의 종류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간호사가 다른 문화의 환자를 존중하고 감싸줄 때 환자의

두려움이 경감되었으며 이러한 이해는 건강과 돌봄에서 인종,

민족간의 차이를 줄이고 돌봄의 질과 환자 만족도와 건강 결과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hen, 2015; Wikberg & Bondas,

2010). 횡문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서 환자의 문화가

적절하게 반영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환자 만족도와 건강 결과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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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연구 참여자 설명문 및 설문지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 외국인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병동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과 영향요인

연구 책임자명 : 함현정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이 연구는 외국인 환자 간호에서 요구되는 횡문화 간호 수행능력의 

인지 수준인 횡문화 자기효능감과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 예측 변수들을 측정하고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외국인 환자가 자주 입원하는 병동에 소속된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  

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함현정 연구원 (함현정,         )이 귀하

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

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환자 간호를 경험한 병동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을 파악하고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환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간호사

의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문화적 적절 간호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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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외국인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임상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 150 

명이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연구자가 설문지를 제공해 

드릴 것이며 설문지를 작성해주시고 작성 후 봉투에 밀봉하여   

연구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15분에서 20분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료는 즉시 폐기 될 예정입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불편함은 발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참여와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과 위험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 시 사례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전화번호 이외의 개인식별정보는 수집하지 않을 것이며 전화번호

는 사례 전달 후 즉시 폐기될 예정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일련번호

를 부여하여 기호화하여 보관 할 것이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담당 

연구자만 접근 가능한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할 예정  

이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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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병동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 

수준과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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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함현정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 학력, 임상경력, 근무부서 

등 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연구자 함현정과 지도교수  

탁성희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담당 연구자만 접근이 가능

한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과 보안된 컴퓨터에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

할 예정이며, 연구 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에 따라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

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 

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 참여  

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 

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

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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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3,000원 상당의 사례가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함현정       전화번호: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이메일: ir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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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외국인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병동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과 영향요인

연구 책임자명 : 함현정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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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

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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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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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과제명 : 외국인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병동 간호사의 

             횡문화 자기효능감과 영향요인

연구 책임자명 : 함현정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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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

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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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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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적 특징

u 다음 문항은 귀하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에 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여자                   □남자

2. 연령(만):      □ 20대     □30대       □40대       □50대 

3. 최종 학력:     □전문대 졸      □ 학사학위    □ 석사학위 이상

4. 총 임상 경력 (근무 년수):    □1~3년   □ 4~6년    □ 7년 이상

5. 근무부서: □내과병동 □외과병동 □내/외과 통합병동 □VIP병동 □기타  
     

u 다음 문항은 귀하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에 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소통 가능한 외국어가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1-1. 의사소통 가능한 
      외국어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 영어     □ 일본어    □중국어
□ 아랍어   □ 러시아어  □기타 (      )

 
 1-2. 귀하의 외국어 
      구사 수준을 
      표시해주십시오.  

□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다 
□ 업무에 필요한 대부분의 대화가 가능하다
□ 간단한 문장을 구사하여 대화가 가능하다 
□ 대화가 어렵다 

 
 1-3. 외국어로 환자와 대화 시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1   2   3    4    5
매우

불편함
매우
편함

 
 1-4. 업무 시 외국어를        
      이해하고 말하는데       
      문제가 없으십니까?

  1  2  3   4    5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 교류하는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2-1. 교류하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 1~10명          □ 10명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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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문화 출신의 환자 간호와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있다             □ 없다

  
   4-1. 어떠한 유형의 교육을 
        수강하셨습니까?

□ 대학수업      □ 세미나 
□ 보수교육      □ 병원 자체 프로그램
□ 기타 (유형:                 )
 

 
   4-2. 수강하신 교육의 내용을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외국인 환자 간호 태도와 간호 기술 
□ 문화별 기본 정보 및 지식
□ 문화적 의사소통
□ 횡문화 이론 및 연구에 대한 지식
□ 횡문화 간호에 대한 주요 개념

3. 해외에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행경험은 제외)

□ 있다             □ 없다 

   
   3-1. 몇 년 거주하셨습니까?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3-2. 몇 개국에               
        거주하셨습니까?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이상 

5. 재직하시는 동안 총 몇 명의   
   외국인 환자를                
   담당하셨습니까?

□ 1명 이상 10명 미만  
□ 10명 이상 20명 미만 
□ 20명 이상

  
   5-1. 얼마나 자주 외국인 
        환자를 담당하십니까? 

□ 거의 매일       □ 1~2번/주
□ 1~2번/달        □ 1~2번/년

  
   5-2. 주로 어느 국적의 외국인 
         환자를 담당하십니까?

□ 중국       □ 일본  □ 러시아 
□ 중동국가   □ 미국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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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횡문화 자기효능감

u 당신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상자를 간호할 때 문화적 요인이 간호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에 O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화적 요인이 아래의 간호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자신없음                     자신있음  

1)   건강력 및 면담 1 2 3 4 5 6 7 8 9 10
2)   신체검진 1 2 3 4 5 6 7 8 9 10
3)   동의서 획득 1 2 3 4 5 6 7 8 9 10
4)   건강 증진 1 2 3 4 5 6 7 8 9 10
5)   질병예방 1 2 3 4 5 6 7 8 9 10
6)   건강관리 1 2 3 4 5 6 7 8 9 10
7)   재활 (건강회복) 1 2 3 4 5 6 7 8 9 10
8)   안전 1 2 3 4 5 6 7 8 9 10
9)   운동 및 활동 1 2 3 4 5 6 7 8 9 10
10)  통증 완화와 안위 1 2 3 4 5 6 7 8 9 10
11)  식이와 영양 1 2 3 4 5 6 7 8 9 10
12)  환자교육 1 2 3 4 5 6 7 8 9 10
13)  위생 1 2 3 4 5 6 7 8 9 10
14)  불안과 스트레스 완화 1 2 3 4 5 6 7 8 9 10
15)  진단적 검사 1 2 3 4 5 6 7 8 9 10
16)  혈액검사 1 2 3 4 5 6 7 8 9 10
17)  임신 1 2 3 4 5 6 7 8 9 10
18)  출산 1 2 3 4 5 6 7 8 9 10
19)  성장과 발달 1 2 3 4 5 6 7 8 9 10
20)  노화 1 2 3 4 5 6 7 8 9 10
21)  죽음 1 2 3 4 5 6 7 8 9 10
22)  애도와 상실 1 2 3 4 5 6 7 8 9 10
23)  생명유지와 소생 1 2 3 4 5 6 7 8 9 10
24)  성생활 1 2 3 4 5 6 7 8 9 10
25)  휴식과 수면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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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다음 문항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상자의 가치와 신념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에 대한 자신감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에 O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상자를 면담할 때 얼마나 자신 있는가

자신없음                   자신있음  
26)  선호하는 언어 1 2 3 4 5 6 7 8 9 10
27)  한국어 이해 수준 1 2 3 4 5 6 7 8 9 10
28)  언어적 의사소통 유형의 의미 1 2 3 4 5 6 7 8 9 10
29)  비언어적 행위의 의미 1 2 3 4 5 6 7 8 9 10
30)  공간과 접촉의 의미 1 2 3 4 5 6 7 8 9 10
31)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지 1 2 3 4 5 6 7 8 9 10
32)  인종적 배경 및 정체성 1 2 3 4 5 6 7 8 9 10
33)  민족적 배경 및 정체성 1 2 3 4 5 6 7 8 9 10
34)  사회경제적 배경 1 2 3 4 5 6 7 8 9 10
35)  종교적 배경 및 정체성 1 2 3 4 5 6 7 8 9 10
36)  교육적 배경 및 정체성 1 2 3 4 5 6 7 8 9 10
37)  종교적 관례 및 신념 1 2 3 4 5 6 7 8 9 10
38)  문화 적응 1 2 3 4 5 6 7 8 9 10
39)  세계관 (삶의 가치관) 1 2 3 4 5 6 7 8 9 10
40)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태도 1 2 3 4 5 6 7 8 9 10
41)  인종적 음식 선호도 1 2 3 4 5 6 7 8 9 10
42)  노인의 역할 1 2 3 4 5 6 7 8 9 10
43)  아동의 역할 1 2 3 4 5 6 7 8 9 10
44)  경제적 문제 1 2 3 4 5 6 7 8 9 10
45)  전통적 건강 및 질병 신념 1 2 3 4 5 6 7 8 9 10
46)  민간의료 및 사용 1 2 3 4 5 6 7 8 9 10
47)  성 역할 및 책임 1 2 3 4 5 6 7 8 9 10
48)  환자역할 행위의 수용 정도 1 2 3 4 5 6 7 8 9 10
49)  질병과정에서의 가족역할 1 2 3 4 5 6 7 8 9 10
50)  차별 및 선입견 경험 1 2 3 4 5 6 7 8 9 10
51)  가정 환경 1 2 3 4 5 6 7 8 9 10
52)  연대감 1 2 3 4 5 6 7 8 9 10
53)  노화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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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다양한 사람들을 돌보는 간호사로서 당신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의 문항에 대한 당신의 자신감과 확신의 정도를 O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없음                   자신있음  
(A) 나는 다음을 알고 있다. 
54) 나 자신의 문화적인 유산과 신념 체계 1 2 3 4 5 6 7 8 9 10
55) 나 자신의 문화적 편견과 제한점 1 2 3 4 5 6 7 8 9 10
56) 나 자신의 문화집단 내에서의 차이점 1 2 3 4 5 6 7 8 9 10
(B)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상자들을 대할 때 나는 다음을 알고 있다. 
57) 무감각하고 편견적 대우 1 2 3 4 5 6 7 8 9 10
58) 간호사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 1 2 3 4 5 6 7 8 9 10
59) 전통적인 간호 행위 1 2 3 4 5 6 7 8 9 10
60) 전문적인 간호 행위 1 2 3 4 5 6 7 8 9 10
61) 문화적으로 다른 세계를 접할 때 느끼는 

  편안함과 불편감
1 2 3 4 5 6 7 8 9 10

62) 간호체계, 민간체계, 전문체계 간의 상호  
  작용

1 2 3 4 5 6 7 8 9 10

(C)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상자들을 대할 때 나는 다음을 수용한다. 

63) 문화 집단 간의 차이 1 2 3 4 5 6 7 8 9 10
64) 문화 집단 간의 유사성 1 2 3 4 5 6 7 8 9 10
65) 신념에 근거한 대상자의 치료 거부 1 2 3 4 5 6 7 8 9 10
(D) 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상자들을 대할 때 다음의 가치를 인정한다. 
66) 다른 문화 출신의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가치
1 2 3 4 5 6 7 8 9 10

67) 문화적 민감성과 인식의 가치 1 2 3 4 5 6 7 8 9 10
68) 문화 특이적 건강 간호의 가치 1 2 3 4 5 6 7 8 9 10
69) 건강간호제공에서의 가족의 역할 1 2 3 4 5 6 7 8 9 10
70) 대상자의 세계관(인생철학)의 가치 1 2 3 4 5 6 7 8 9 10
(E) 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상자들을 대할 때 다음을 인식한다. 
71) 한국건강간호 체계의 부적절성 1 2 3 4 5 6 7 8 9 10
72) 민간요법과 대체의학의 중요성 1 2 3 4 5 6 7 8 9 10
73) 건강간호 실천에 대한 역할의 영향 1 2 3 4 5 6 7 8 9 10
74) 건강간호 실천에 대한 가치의 영향 1 2 3 4 5 6 7 8 9 10
75) 건강간호 실천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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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건강간호 실천에 대한 정치적 요인의 영향 1 2 3 4 5 6 7 8 9 10
77) 문화적 간호 보존/유지의 필요성 1 2 3 4 5 6 7 8 9 10
78) 문화적 간호 합의/협상의 필요성 1 2 3 4 5 6 7 8 9 10
79) 문화적 간호 재형성/재구성의 필요성 1 2 3 4 5 6 7 8 9 10
80) 자기민족중심주의적 관점을 차단할 필요성 1 2 3 4 5 6 7 8 9 10
81) 문화적 강요를 차단할 필요성 1 2 3 4 5 6 7 8 9 10

(F) 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상자들을 대할 때 다음을 지지한다.
82) 문화적 신념에 근거한 대상자의 결정 1 2 3 4 5 6 7 8 9 10
83) 문화적으로 특별한 간호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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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문화적 역량
u 다음은 외국인 환자간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항에 O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매우 
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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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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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감이나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1 2 3 4 5 6 7

20) 나는 외국인 환자와 대화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   
  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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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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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룹간 불안

u 다음은 외국인 환자간호 시 느끼는 불안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항에 O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성심껏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를 받으실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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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기 원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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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26) 나는 외국인 환자의 식이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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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볼 수 있다.

1 2 3 4 5 6 7

30) 나는 외국인 환자와 건강병력을 터놓고 얘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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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매우 
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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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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임상연구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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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Influencing Transcultural Self-efficacy

Among Nurses with Foreign Patient Care 

Experience

HyunJung Ham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hee Tak, PhD, MPH

   Recently, the cultural diversity of pati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increasing drastically, due to which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s has become important for 

nurses, especially those responsible for foreign patient care. 

Culturally congruent care may be determined by one’s 

judgment of performance in a foreign patient care situation, 

so it is critical to investigate the level of confidence among 

nurses in those circumstances. Although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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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presented the transcultural self-efficacy (TSE) level of 

nurses, there is little research explor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SE. Th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SE of 

Korean nurses with foreign patient care experience in a 

tertiary hospital setting as well as the factors that influence 

it.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design with survey 

questionnaires was used to examine the TSE of Korean 

nurse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including individual 

demographic and cultural variables, cultural competency, 

and intergroup anxiety. 

 Nurses with more than one year of clinical experience 

and with experience of foreign patient care were recruited 

for the research study from ten general wards in a 

university tertiary hospital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otal, 

133 nurses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wo 

participants were eliminated due to an incomplete survey 

questionnaire and consent form. Finally, a total of 131 

survey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study’s findings indicate that Korean nurses with 

experience of foreign patient care in a university tertiary 

hospital perceive themselves as moderately efficacious in 

transcultural nursing. In the subscales, the affective 

subscale was the highest and the practical subscale was the 

lowest. In other words, nurses are most confident i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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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of acknowledging the value of different cultures and 

accepting their cultural difference from foreign patients, but 

least confident in collecting cultu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via interview. Participants showed a moderate to 

high level of cultural competence and intergroup anxiety in 

foreign patient care situations. In the correlational analysis, 

cultural competence and TSE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r=0.698, p<0.01), illustrating that nurses with a 

higher cultural competence level perceive themselves as 

more efficacious in transcultural nursing situations. 

Intergroup anxiety and TSE are negatively correlated 

(r=-0.661, p<0.01), which means that as nurses are less 

anxious when encountering a foreign patient, they feel more 

efficacious. A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an education level greater than a bachelor’s degree          

(β=0.121, p=0.037), cultural competence (β=0.442, p<0.001) 

and intergroup anxiety (β=-0.352, p<0.001) significantly 

predict nurses’ TSE. This model explained 58.8% of variance 

(F=27.5, p<0.001). 

   Since participants presented the lowest score in the 

practical subscale of TSE, it is critical to strengthen their 

confidence in interviewing foreign patients via active 

learning in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Simulations 

may promote active participation and enhance TSE in 

foreign patient care situations. By doing further re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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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lity, interventions to reduce anxiety in nurses caring 

foreign patients can be introduced to promote TSE levels 

and, eventually, patients’ clinical outcome and satisfaction. 

Keywords : Transcultural self-efficacy, Cultural competence,  

             Intergroup anxiety, Culturally congruent care

Student number : 2019-2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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