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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Korean nurses' cultural competence perceived by 
nurses and foreign patients in a general hospital. Method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outpatient clinics and wards in H General Hospital located in Busan. Cultural competence was measured by 
the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Korean Nurses, consisting of 4 subscales: cultural perception, cultural 
knowledge, cultural sensitivity, and cultural skills.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31 to April 30, 2014 by 
distributing and collecting a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set. Data of the 90 foreign patients and 90 nurses 
were analyzed using PASW statistics 18.0 for independent t-test and ANOVA. Results: The level of cultural 
competence of Korean nurses perceived by foreign pati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urses. On the 
cultural awareness dimension, nurses rated themselves more highly than foreign patients did while ratings on 
the dimensions of cultural knowledge and cultural skill were the opposite.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nurses' cultural competence between nurses 
and foreign patients. The findings can be used for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to enhance nurses' cultural 
competence, integrating the perspectives of foreign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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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세계화와 국제결혼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1]. 국내의 장 ‧
단기 체류 외국인 수는 2013년에 157.6만명으로 10년 전

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 수는 2013년에 13.4만명으로 2006년에 비해 3배 가

량 증가하였다[2]. 또한 2013년 국내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

치실적은 21만 명이었으며, 2017년에는 약 50만 명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3]. 이러한 변화는 국내 간호 대상자

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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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권의 대상자 요구에 민감한 돌봄을 제공하

기 위하여 국내 간호사에게도 문화적 역량(Cultural com-

petence)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4]. 문화적 역량은 의

료서비스 제공자가 문화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집단에 대한 지식, 이해, 기술을 가지는 것으로써[5], 1980

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의료 전문가들이 문화적 역량에 대

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6], 간호학문에서는 Madeleine 

Leininger의 횡문화간호이론에서 처음 소개하였다[7]. 최

근 들어 문화적 역량은 인종과 종족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

한 전략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8]. 대상자에게 안

전하고 효과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신념, 종교적 영향 등 다양한 문화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야하며

[9], 이를 위해서는 임상현장의 간호사 직무교육에서 문화

적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나

라로써 2005년에 미국 간호사 간부조직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 of the American Organization of Nurse 

Executives)는 환자의 문화와 사회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진술을 승인하였으며[10], 2008년 미국간호대학협의회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 of Nursing)는 교육과

정에 문화적 역량의 요소들을 강화할 것을 권장하였다[9]. 

국내에서도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종합병원 간호사의 문화적 역

량 수준은 미국, 캐나다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11], 소수의 

대학만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임상에서는 간호사

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이다[4]. 따라

서 연구를 통해 국내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수준을 확인하

고, 이를 근거로 간호 교육 및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문화

적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돌봄 행위에 대한 평가는 간호사와 환자 모두

의 지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12], 같은 맥락으로써 간호

사의 문화적 역량도 대상자의 관점에서 사정될 필요가 있

다[13]. 대상자는 간호사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돌봄을 경

험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역량 있는 돌봄의 질은 대상자

의 특성과 관점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

울러, 대상자-간호사 의사소통, 간호사에 대한 신뢰감, 존

중과 차별의 경험과 같은 정보는 다문화 대상자를 통해서

만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건강관리의 질 평가에 

다문화대상자의 경험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14]. 하지

만,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지각한 문화적 역량 수준의 

파악에만 그쳤고, 돌봄의 대상자 관점에서는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수준에 대한 외국인 환자와 간호사의 인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간호의 수요자와 제공자의 양 측면에

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수준에 

대한 외국인 환자와 간호사의 인식을 비교하고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환자와 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수준을 비교한다. 

2) 외국인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3)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간호사의 문화

적 역량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3. 용어정의

문화적 역량은 간호사가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

진 대상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대상자의 독특한 욕구를 이

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말한다[15]. 본 연구에서는 Chae

가 개발한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Korean Nurses’ 
도구[16]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1.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의 개념을 간호학문에 처음 도입한 간호학

자 Madeleine Leininger는[7] 문화적으로 적절한 돌봄

(Culturally congruent care)을 간호 대상자의 문화적 신념

과 생활방식에 맞는 돌봄으로 정의하면서, 타문화권 대상

자를 간호함에 있어 문화를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17]. 

Campinha-Bacote는 간호학적 측면에서 문화적 역량을 고

객(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문화적 문맥 내에서 효과적으

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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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행과정이라고 하였으며[18], 미국간호학회(American 

Academy of Nursing)의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문화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집단에 

대한 지식, 이해, 기술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5]. 

 간호사는 다른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비해 오랜 시간동

안 대상자를 사정하고 돌보기 때문에 간호사의 문화적 역

량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국내 종합병원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수준은 미국, 캐

나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각 영역별로 비교했을 때, 

문화적 지식과 문화적 간호행위가 문화적 수용성과 인식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1,19]. 또한 

문화간호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을수록 문화간호 

자기효능감이 높은데, 국내 간호사의 문화간호역량 교육

요구도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4].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 문화적 특성, 조직적 특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Huang 등[20]은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암 환자를 간호하는 7명의 호주 

간호사가 환자의 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의 이전 경험, 문화와 문화적 돌봄에 대한 조직적 접근이 

간호사의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Park

은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근무기간이 간호사의 문화적 역

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문화 관련 특성으

로는 외국어 수강경험, 문화와 관련된 수업경험이 문화적 

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다[19]. 생태학적 

모형을 기반으로 ‘개인적 특성, 문화경험 특성, 조직관련 

특성’으로 영향요인들을 구분한 Chae 등의 연구에서는 외

국어 수강경험, 외국어 능력, 외국인 의료인 접촉경험, 직

무스트레스 영역 중 직무자율성 결여가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의 내적 특성

보다는 타 문화에 대한 경험과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적, 조직적 요인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11].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문

헌들을 살펴보면, Delgado 등은 간호사, 조무사, 병동 행

정담당자를 대상으로 문화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정의적 영

역에 초점을 두고 문화유산 탐구, 건강 불평등 및 의료서

비스 제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한 교

육프로그램을 적용 후 간호사의 문화적 인식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10]. Reyes 등은 다양한 인구집단을 돌보기

에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을 적용 후 졸업예정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21].

2. 대상자가 인지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대상자가 인지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문헌고

찰은 대상자 측면에서 수행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관련 

연구가 제한적이어서 문헌고찰의 범위를 문화적 역량으

로 국한하지 않고 건강불평등과 의료서비스 만족도로 확

대하여 포괄적으로 문헌고찰 하였다. Goldstein 등은 호

주에서 대표적인 이주 집단인 중국인, 아랍어 또는 그리스

어를 사용하는 이주민과 자국민의 암 환자들이 제공된 돌

봄에 대하여 인지한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이전 연구

와는 달리 사회경제적 상태와 교육적 수준은 인지된 돌봄

의 차이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시스

템 및 언어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충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주민이 자국민에 비해 

신체적, 정신사회적으로 돌봄의 질을 낮게 평가하였다

[22]. 문화적으로 역량 있는 건강관리의 평가는 대상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다문화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고찰 결과 5가

지 영역, 대상자-제공자 의사소통, 대상자의 선호도 존중

과 공동의 의사결정, 신뢰구축의 경험, 차별경험, 언어적 

역량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14].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중국인, 미국 및 캐나다인, 일본인의 세 집단을 대상

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을 분석한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접근성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였

으나, 타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의료진의 권위적인 태도

에 대해서는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3]. Kim 등

[24]의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 간호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고, 세부항목 중 ‘환자 존중 

간호’와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간호서비스’에 대하여 높

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불충

분한 정보와 교육이 제공되므로, 의료인의 문화적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향상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국외 연구결과

와 일관되게, 대상자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인식, 대상자

의 존중과 신뢰, 의사소통 능력 등 문화적 인식, 태도와 기

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문헌고찰 결과 국내 간호대상자의 문화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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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차 다양해지므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이 향상되어

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수준

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의

료진의 타문화 이해 부족, 권위적 태도, 의사소통의 어려

움은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

라서 문화적 역량 증대를 위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인지한 간호사의 역량 수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외국

인 환자와 간호사의 인식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비

교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에 위치한 H 종합병원에 근무하

는 외래 및 병동 간호사와 같은 기관에 외래 방문 및 입원

한 외국인 환자를 편의표집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환자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18세 이상의 성인이며, 영어를 이해하고 설문지를 읽고 쓸 

줄 아는 자이다. 간호사의 경우, 영어권 외국인 대상자를 

간호한 경험이 지난 1달간 1회 이상인 자이며, 국제진료센

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는 외국인 환자와의 접촉 횟수 등 그 특성에 차이가 크므로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수계산 

프로그램인 G 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

다. 두 집단 independent t-test에서 유의수준 .05, 중간효

과크기 .5에서 검정력 .80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표

본 크기는 128명으로 산출되었다. 설문에 불완전한 응답률 

40%를 고려하여 총 18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간호사 

90명, 외국인 환자 90명을 최종분석에 포함하였다. 

3. 연구도구 

1) 외국인 환자가 인지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외국인 환자가 인지하는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은 Chae

가 개발한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Korean Nurses’ 
[16]를 개발자의 승인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본 도구는 

문화적 인식 6문항, 문화적 지식 7문항, 문화적 민감성 12

문항, 문화적 기술 8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총 33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로 측정하였다. Chae의 도

구는 간호사가 스스로 평가하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로써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문항에 대하여 외국인 환자가 간호

사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의 “나는” 을 “간호사는”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Chae 의 도구는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

여 총점으로 문화적 역량 수준을 평가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입원환자에게만 해당하는 문항에 대해 외래환자

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해당 없음”을 추가하여 평균평점 방

식으로 변수값을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국인 환

자가 인지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5이었다. 

2) 간호사가 인지한 문화적 역량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은 Chae가 개발한 ‘Cultural Com-

petence Scale for Korean Nurses’ [16]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본 도구는 문화적 인식 6문항, 문화적 지식 7문항, 

문화적 민감성 12문항, 문화적 기술 8문항의 4개 하위영

역, 총 33문항으로 구성되며 7점 Likert 척도(1=“매우 그

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문항 중 병

동 간호사에게만 해당하는 “섭취량과 배설량 조사” 등의 

문항에 대하여 외래 간호사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해당 없

음” 항목을 추가하였다. Chae의 도구는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으로 문화적 역량 수준을 평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병동 간호사에게만 해당하는 문항에 대해 외

래 간호사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해당 없음”을 추가하여 

평균평점 방식으로 변수값을 산출하였다. 역 문항이 포

함되어 있지 않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

음을 의미하였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4

이었다.

3) 외국인 환자와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외국인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출생년도, 국적, 종

교, 경제상태, 한국 체류기간, 체류목적, 모국어와 한국어

의 사용비율, 한국어 능력(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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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인여부를 포함하여 총 13문항을 측정하였다. 간호사

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출생년도, 학력, 근무부서, 근무경

력, 직위, 외국여행 경험, 외국거주 경험, 가능한 외국어 

및 외국어 능력, 외국인 환자 접촉경험, 외국인 환자 대화 

매뉴얼, 통역서비스와 외국어로 제작된 교육 자료의 이용

정도를 포함하여 총 13문항을 측정하였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H 종합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의 심의를 통과한 후(129792-2014-026) 진행되었다. 수집

기간은 2014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H 병원 간호부에 본 연구의 목적 및 설문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간호부는 수간호사를 통해 병동 간호사

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동봉된 봉투를 회수하여 연구

자에게 전달하였다. 외래 간호사와 외국인 환자의 경우에

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간호사

와 외국인 환자에게 각각 90부씩 배부하였고 응답 후 총 

180부를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외국인 환자와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외국인 환자와 간호사가 지각한 간

호사의 문화적 역량 차이는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외국인 환자와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지각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 ANOVA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외국인 환자의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외국인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은 40.20± 

11.58세 이고 한국 체류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51명

(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한국 체류기간은 3.60± 

3.78년 이었다.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및 문화적 특성의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전체 간호사 90명을 대상으

로 분석한 결과, 최소연령은 23세, 최대연령은 42세이며 

평균연령은 29.36±4.63세였다. 근무경력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42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근무경력은 6.36 

±4.50년 이었다. 

2. 외국인 환자와 간호사가 인식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의 

차이 

외국인 환자와 간호사가 인식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외국인 환자와 간호사가 인식

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t=-2.15, p=.033). 문화적 역량의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문화적 인식(t=4.50, p<.001)의 경우에는 간호사가 

외국인 환자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였지만, 문화적 지식

(t=-2.11, p=.037)과 문화적 기술(t=-7.00, p<.001)의 경

우에는 간호사보다 외국인 환자가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영역별로 문화적 역량을 높게 평가한 문항들은 외국인 

환자와 간호사 집단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문화적 인

식 영역에서 외국인 환자는 문화에 따라 건강관리 행위가 

다를 수 있다를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하였고 간호사는 이

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5.03±1.20, 5.80±1.02). 간호

사는 외국인 환자의 출신국의 의료환경이 간호에 대한 기

대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인식이 두 번째로 높았으나(5.64 

±0.96) 외국인 환자는 이를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4.70 

±1.38). 문화적 지식 영역에서 두 집단 모두 문화에 따른 

신체접촉 의미의 차이점에 대한 지식수준이 가장 높았고

(5.27±1.16, 5.34±1.12), 외국인 환자는 문화에 따른 금

식의 참을성 차이에 대한 지식이 가장 낮은 반면에

(4.89±1.44), 간호사는 임종간호와 관련된 종교적 및 문

화적 신념에 대한 지식수준이 가장 낮았다(4.02±1.32). 

문화적 민감성 영역에서는 간호사는 외국인 환자가 우리

나라 병원에서 경험했던 불편함이나 기대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았으나(5.43±1.17), 외국인 환자는 세 번째로 낮게 

지각하였다(4.99±1.51). 두 집단 모두 지역사회에서 개

최하는 다문화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항목의 점수

가 가장 낮았다(4.76±1.29, 4.50±1.45). 문화적 기술 영

역에서는 두 집단이 모두 간호사가 통역을 이용하여 의사

소통하는 기술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6.10±1.10, 5.08 

±1.44), 간호사는 외국인 환자의 식이에 맞추어 섭취량

과 배설량을 조사하는 기술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3.8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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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M
F

41
49

45.6
54.4

Age (yr) 40.20±11.58

Nationality North, central america 
Europe
Asia 
Other 

41
36
5
8

45.5
40.0
5.6
8.9

Religion Christian
Catholic
Muslim
Russian orthodox church
Buddhist
Other
None

40
15
7
4
1
3

20

44.5
16.7
7.8
4.4
1.1
3.3

22.2

Monthly income
  (10,000 *KRW)

Less than 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More than 500
No response

14
1

14
7
9

40
5

15.6
1.1

15.6
7.8

10.0
44.3
5.6

Length of stay in Korea
  (years) < 1 

1 ≤ years < 5  
5 ≤ years < 10
10 ≤ years < 20
20 ≤ years

16
51
18
4
1

17.8
56.7
20.0
4.4
1.1

3.60±3.78

Main reason for 
  staying in Korea

Working 
Business trip
Studying
Marriage
Traveling

79
4
1
4
2

87.9
4.4
1.1
4.4
2.2

Comparative use 
  of languages

Mother tongue >Korean
Mother tongue = Korean
Mother tongue < Korean

80
1
9

88.9
1.1

10.0

Level of Korean 
  language skill 

Reading Not at all
A little
Somewhat

40
43
7

44.4
47.8
7.8

Understanding
spoken Korean

Not at all
A little
Somewhat
Fluent

37
49
3
1

41.1
54.5
3.3
1.1

Speaking Not at all
A little
Somewhat

41
46
3

45.6
51.1
3.3

Writing Not at all
A little
Somewhat
Fluent

59
25
5
1

65.5
27.8
5.6
1.1

Help available from   
  Korean 

Yes
No

86
4

95.6
4.4

*KRW=Korea w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Patients (N=90)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외국인 환자와 병원 간호사의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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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M
F

1
89

1.1
98.9

Age(yr) 29.36±4.63

Education Junior college diploma
Bachelor's degree 
Master degree 
Doctoral degree 

41
40
8
1

45.6
44.4
8.9
1.1

Work place Outpatient clinic 
Ward

44
46

48.9
51.1

Years of work experience 6.36±4.50

< 1
1 ≤ years < 5
5 ≤ years < 10
10 ≤ years < 15
15 ≤ years 

2
42
27
12
7

2.2
46.7
30.0
13.3
7.8

Job title Staff nurse
Charge nurse
PA nurse

83
3
4

92.3
3.3
4.4

Experience travelling  
  abroad

Yes
No

72
18

80.0
20.0

Experience living abroad Yes
No

4
86

4.4
95.6

Level of foreign*
  language skill

English Not at all
A little fluent
Somewhat fluent

23
64
3

25.6
71.1
3.3

Chinese Not at all
A little fluent

89
1

98.9
1.1

Japanese Not at all
A little fluent
Somewhat fluent

76
12
2

84.5
13.3
2.2

Russian Not at all 90 100

Experience of contact 
  with foreign patients 
  (times/past month)

Less than 10
10~50
50~100

59
29
2

65.6
32.2
2.2

Use of conversation 
  manual

Not at all 
Sometimes 
Frequently

16
66
8

17.8
73.3
8.9

Use of translation service

 

Not at all 
Sometimes
Frequently

7
51
32

7.8
56.6
35.6

Use of education  
  materials in foreign  
  language
 

Not at all 
Sometimes
Frequently 

15
68
7

16.7
75.5
7.8

*multiple response.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Nurses (N=90)

3. 외국인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간호사의 문화

적 역량의 차이 

외국인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된 간호사의 문

화적 역량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외국인 환자의 특성

에 따른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요인은 없었다.

4.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의 차이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된 간호사의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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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Possible range

Actual range

Foreign patients (n=90) Korean nurses (n=90) t(p)

Mean±SD Mean±SD

Cultural competence 1~7 5.17±0.92 4.90±0.74 -2.15(.033)

1~7 4.88±1.07 5.52±0.82 4.50(<.001)  Cultural perception

1~7 5.00±1.12 4.68±0.91 -2.11(.037)  Cultural knowledge

1~7 5.27±1.07 5.06±0.97 -1.37(.174)  Cultural sensitivity

1~7 5.44±1.07 4.39±0.95 -7.00(<.001)  Cultural skills 

Table 3. The Difference of Perceived Nurses' Cultural Competence between Foreign Patients and Korean Nurs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t/F(p) r(p)

Gender M
F

41
49

5.12±0.79
5.21±1.02

-0.47(.641)

Age(yr) 0.03(.786)

Nationality North, central america 
Europe  
Asia 
Other 

41
36
5
8

5.23±0.99
4.98±0.91
5.56±0.77
5.48±0.46

1.17(.326)

Religion Christian
Catholic
Other
None

40
15
15
20

5.17±0.92
5.45±0.80
5.10±0.69
5.00±1.13

0.72(.545)

Monthly income
  (10,000 KRW)

Less than 200
200~500  
More than 500
No response

15
30
40
5

4.90±1.16
5.36±0.89
5.17±0.88

1.21(.303)

Length of stay in Korea (years) 0.59(.582)

Main reason for 
  staying in Korea

Working
Others*

79
11

5.14±0.89
5.37±1.16

-0.78(.438)

Comparative use of
  languages 

Mother tongue > Korean
Mother tongue ≤ Korean

80
10

5.23±0.90
4.68±0.97

1.82(.073)

Level of Korean 
  language skill 

Reading Not at all
A little and above

40
50

5.22±0.93
5.13±0.92

0.45(.655)

Understanding 
 spoken Korean

Not at all
A little and above

37
53

5.00±0.89
5.29±0.93

-1.50(.138)

Speaking Not at all
A little and above

41
49

5.11±0.94
5.22±0.90

-0.59(.554)

Writing
Not at all
A little and above

59
31

5.14±0.93
5.22±0.91

-0.41(.684)

Help available from   
  Korean 

Yes
No 

86
4

5.17±0.94
5.09±0.24

0.17(.863)

*Others: Business trip, Studying, Marriage, Traveling.

Table 4. Perceived Nurses' Cultural Competence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Foreign Patients (N=90) 

역량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간호사의 특성 중에서 간

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

인은 현재 근무부서, 외국인 환자의 접촉기회, 영어 구사 

수준이었다. 현재 근무부서에서 병동보다 외래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t=2.88, p=.005). 외국인 환자의 접촉기회에 따라 

문화적 역량의 차이가 있었으며 10회 이상인 경우가 10회 

미만인 경우보다 문화적 역량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t=-2.08, p=.041). 구사 가능한 외국어 수준

에서 영어가 유창할수록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이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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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t/F(p) r(p)

Age(yr) -0.03(.817)

Education Junior college diploma

Bachelor's degree

Master degree and over

41

40

9

4.75±0.67

5.04±0.70

4.99±1.10

1.69(.190)

Work place Outpatient clinic

Ward

44

46

5.12±0.72

4.69±0.69

2.88(.005)

Years of experience 0.03(.780)

Job title Staff nurse

Others*

83

7

4.88±0.75

5.21±0.54

-1.16(.249)

Experience travelling abroad Yes

No

72

18

4.94±0.72

4.75±0.81

1.01(.316)

Experience living abroad Yes

No

4

86

5.25±0.44

4.89±0.75

0.97(.337)

Level of foreign language skill

 

English Not at all

A little and above

23

67

4.58±0.78

5.01±0.69

-2.50(.014)

Japanese Not at all

A little and above 

76

14

4.90±0.78

4.90±0.48

0.02(.986)

Experience of contacting foreign 

  patients (for the past month)

Less than 10

10 or more

59

31

4.79±0.71

5.12±0.75

-2.08(.041)

Use of conversation manual Not at all

Sometimes and frequently

16

74

4.88±0.88

4.91±0.71

-0.16(.873)

Use of translation service Not at all and sometimes

Frequently

58

32

4.99±0.73

4.74±0.73

1.59(.115)

Use of education materials 

  in foreign language

Not at all

Sometimes and frequently

15

75

4.64±0.94

4.95±0.68

-1.51(.134)

*Others: Charge nurse, PA nurse.

Table 5. Perceived Nurses' Cultural Competence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Nurses (N=90)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50, p=.014).

V. 논  의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은 대상자 중심의(patient-cen-

tered)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요소로 언급

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제

공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측면에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수준을 확인함

으로써 대상자의 관점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오래전부터 이민제도의 정착으로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국, 캐나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주민의 역사가 짧고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거

주하는 외국인의 개인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 환자의 평균 한국 체류기간은 3.60

년으로 5년 이상 거주자는 25%에 불과하였고, 이는 국내

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유사한 결과이며 장기체류를 위한 

법적제한으로 인해 단기간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환자의 다수가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하여 향후 모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의료이용 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며[24],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문화적응과

정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5].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다수가 체류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간호사의 외국인 대상자에 대한 접근은 

문화적으로 보다 민감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인식한 문화적 역량의 평균 점수

는 중간보다 높았고, 하부영역별 평균점수는 문화적 인식

이 가장 높았으며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

술 순으로 높았다. 이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

사의 문화적 역량을 측정한 Park [19]의 연구결과보다 높

았다. 하부영역별로는 Park의 연구에서도 문화적 인식이 

가장 높았고, 문화적 수용성, 문화적 지식, 문화적 간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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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순으로 나타났다[19]. 또한 강원도 맞춤형 방문건강관

리사업의 직무교육에 참석한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한 

Yang 등[15]의 연구에서도 하부영역 중 문화적 인식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과 졸업예정인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Reyes 등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역량을 

문화적 인식, 민감성과 문화적 역량행위의 하부영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고, 저학년과 졸업예정인 간호대학생 

모두 문화적 인식과 민감성이 문화적 행위보다 높았다

[21]. 따라서 본 연구를 포함한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인식한 문화적 역량의 하부영역 중 문화적 인식보다는 문

화적 기술 및 행위에 대한 능력이 취약하므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다문화 대상자

의 돌봄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기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필요한 간호기술

이나 행위의 선정은 각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

로 간호사와 외국인환자의 요구도 사정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 환자와 간호사가 인식한 간호사의 문

화적 역량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두 집단이 인식한 간호사

의 문화적 역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외국인 

환자가 간호사보다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의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문화적 역량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간호사

는 외국인 환자에 비해 문화적 인식은 높게 평가하였지만, 

문화적 지식과 기술 측면에서는 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다양한 문화권의 환자들

을 접함으로써 문화적 인식은 스스로 높게 평가하지만, 문

화적 돌봄에 대한 교육의 부재로 문화적 지식과 기술에 대

해서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외국인 환자

는 본 연구대상기관이 국제진료센터를 중심으로 통역서비

스 제공, 외국어 서식 및 서양식 메뉴마련, 각 부서별 대화 

매뉴얼 제공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문화적 지식과 기술을 간호사에 비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적 지식은 문화적 돌봄을 제

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외국인 환자의 

임종간호와 같이 드물게 접하는 간호영역에 대해서는 교육

과 훈련을 통한 지식습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영어권 대상자로 국한하였으므로 간호사의 

문화적 기술 중 의사소통 능력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타 언

어권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시 언어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상자와 간호사의 의사소통은 간호 중재의 결

정과 이행, 간호만족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

화적 배경에 따른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의 차

이와 건강과 질병에 대한 신념을 교육할 필요가 있고, 외국

인 환자의 언어 능력, 건강정보이해력, 보완대체 요법의 사

용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 기술이 권고된다[14]. 또한, 문화

적 기술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에게 간호를 수

행할 수 있는 자신감인 문화간호 자기효능감과 관계가 있

으므로[26], 문화간호 자기효능감 증대를 위한 교육프로그

램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문화적 기술

은 문화적 지식을 기반으로 시행되므로[27] 의료기관에서

는 조직적 차원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

료를 제공하여 간호사의 기술역량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Ngo-Metzger 등은 문화적으로 역량 있는 간호제공에 

간호사의 타문화 접촉 경험, 외국어 능력 등이 영향을 미

친다고 언급하였다[14].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문화적 역

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문화적 특성의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약 80%의 대상자가 외국여행 경험

이 있고, 대상자의 70% 이상이 영어를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하며, 지난 1달 동안 외국인 환자 접촉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가 약 35%에 달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 환자와의 

접촉기회가 많을수록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

났고, 이는 타문화권 사람들과의 이전 경험이 간호사의 관

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Huang 등의 연구[20]결과와 일관된

다. 외국어 구사수준의 경우, Chae 등의 연구에서 간호사

의 외국어 능력이 문화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11].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외국

어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기타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고, 연구결과 영어 구사수준만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74.4%

의 간호사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답하였고, 이는 

영어권 환자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간호사의 영어 구

사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언어

장벽이고[24], 의료용어 사용에 따른 외국인 환자의 이해 

부족과 비영어권 환자의 언어장벽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시기의 통역 서비스 이용이 조직적 차원에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23]. 선행연구에서 타문화권 사람과의 경험, 외

국어 능력이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의 영향요인으로 일관

되게 확인되었으므로[11,20] 간호학생과 간호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이를 반영하여 다문화 대상자와의 접촉 

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간

호사의 문화적 역량은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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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스템 측면에서도 지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1,20]. 우리나라 2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문화 대

상자 지원 환경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병원이 영

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약 60~80%의 병원에서 

외국어 안내책자, 표지판 및 다국어 서식을 구비하고 있어

[28], 외국인 환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

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다수의 간호사

가 병원 내 외국인 환자 대화 매뉴얼과 외국어 교육 자료

를 이용하고 있었고, 통역을 이용한 의사소통기술을 높게 

지각하여 외국인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자원

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인 

자원이외에도,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한 체계적

인 워크숍 등의 직무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접근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주로 5년 미

만으로 체류하므로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 간호접근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적절한 통역서비

스 및 자료 제공,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 간호사의 직무교

육 등을 통해 문화적 간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외국인 환자와 

간호사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간호사의 역량 강화

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외국인 환자의 관점을 반

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단일 의

료기관에서 대상자를 임의 추출하여 조사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둘째,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는 간호

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외국인 환자의 경험을 반영

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므로 대상자의 관점에서 간호사

의 문화적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문화적 역량은 궁극적으로는 문화적응이 이루어지도록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간호제공자와 수요자의 관점을 고려하는 과정으로 개

념화되는 만큼[29] 문화적 돌봄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 간

호서비스를 제공받는 외국인 환자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대상자 측면

의 관점을 배제하고 간호 제공자 측면에서의 문화적 역량

만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구성주의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정의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은 간호제공자와 대상자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의 인식을 간과

할 수는 없을 것이다[30]. 따라서 본 연구가 종합병원 간호

사의 문화적 역량 수준에 대한 외국인 환자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여, 외국인 환자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간호사의 문

화적 역량 요소를 확인함으로써 문화적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수준에 대한 

외국인 환자와 간호사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시도된 서술

적 비교 조사연구로, 간호제공자 뿐만 아니라 대상자 측면

에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

인 환자와 간호사가 인식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의 차이

를 파악한 결과 외국인 환자가 간호사보다 간호사의 문화

적 역량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더 높게 지각하였다. 한편, 병

원 간호사는 외국인 환자에 비해 자신들의 문화적 인식 수

준은 높게 평가하였지만, 문화적 지식과 기술 측면에서는 

더 낮게 평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병원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무현장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지식

과 기술에 초점을 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이 필요하며, 또한 외국인 환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요구

되는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은 차이가 있으므로 국적이나 

언어권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인지한 간호사의 문화적 역

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의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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