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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and describe nurses' prejudice toward foreigners.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e current study were 16 nurses who had worked in university hospitals. Data were collected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and an inductiv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ree focus groups. Results: The contents with 
regard to prejudice toward foreigner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hemes: prejudice formation, triggers of preju-
dice and prejudiced behaviors. The participants’ prejudice toward foreigners as instigated by appearances, atti-
tudes, or the national economic statuses of foreigners were added to the prejudice which had been formed 
previously. Prejudiced behaviors included discriminative attitudes, devotion withdrawal, defensive behavior, or 
derisio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urses may have positive or negative prejudices to-
ward certain foreigners, which can affect their nursing practice. These findings also warrant the development of 
programs designed to increase awareness of and reduce nurses’ prejudice toward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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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어떤 특성의 유사성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고 세상을 범주화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이다. 이러한 범주화는 자신

과는 다른 집단에 속한 자와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이미

지를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적응적인 기능을 가지기도 

하지만 자신이 속한 집단에 해 실제로 유사한 정도보다 더 

유사하게 인식하게 하고, 다른 집단에 해서는 더욱 다른 것으

로 인식하게 한다(Damigella & Licciardello, 2014). 결과적으

로 특정 집단과 그 구성원에 한 개인의 지식과 신념인 고정

관념으로 이어지고, 다른 집단에 한 부정적 신념과 정서, 차

별 행위를 포함하는 편견이 나타나게 된다(Myers, 2013). 

국외의 경우 건강관리 영역에서 의료인의 인종에 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이 환자의 의료인에 한 신뢰와 치료만족도, 

치료이행, 치료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의료인과 환자 간 인종의 일치여부에 따

른 의료적 관계 양상을 분석한 연구 중 127명의 흑인과 303명

의 백인을 상으로 한 연구(Hausmann, Kwoh, Hannon, & 

Ibrahim, 2013)에서는 인종차별에 한 인지와 의사에 한 

신뢰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에 거주하는 몽족을 

상으로 한 연구(Thorburn, Kue, Keon, & Lo, 2012)에서 몽

족은 의료인에 한 두려움, 불신 등을 느끼고, 차별을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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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하였다. 의료인을 상으로 시행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백인 의료인들은 인종이 다른 아프리카계 환자들에 해 

친 감이 낮고, 부정적 인식이 높다고 한 연구(van Ryn & 

Burke, 2000), 의료인과 환자의 인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진료시간이 길고, 말하는 속도가 빠르

며, 환자가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 보고

(Cooper et al., 2003), 인종이 동일한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긍정적이고 공감적인 표현을 많이 하며, 치료적 상호작용 경

향이 높았다고 한 보고들(Johnson, Roter, Powe, & Coo-

per, 2004; Schouten & Meeuwesen, 2006)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종이 의료적 관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히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환자의 인종에 따라 

상호작용 양상을 달리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건강

관리 영역에서 인종과 관련된 연구는 건강성과와 건강 불평등

의 잠재적인 결정요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Benja-

mins & Whitman, 2013).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은 인종이나 종교 등 자신의 개인적

인 특성 때문에 의료인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기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문화가 일반적

인 서구사회에서 조차 Johnstone과 Kanitsaki (2009)가 지

적하듯이 여전히 의료 환경에서 인종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은 우리사회의 

경우 최근 빠르게 국제화되고 있지만 외국인에 한 일반 국

민이나 의료인들의 인식이 다문화사회로의 변모에 준비되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다른 인종 또는 민족에 한 연구는 일

반인을 상으로 외국인에 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Bang, 

Row, & Jung, 2010; Kang & Han, 2013; Yang, 2009)이 

부분이며, 의료현장에서 시행된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상으로 의료서비스 경험을 조사한 연구(Lee, Oh, & Lee, 

2011)와 의료인을 상으로 국내 의료인의 외국인에 한 태

도를 양적으로 조사한 연구(Nam & Jeong, 2013) 등이 있다. 

Nam과 Jeong (2013)의 연구에서는 의료인들이 인종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양적 연구라는 제한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

떠한 것인지, 이러한 인식들이 상자를 간호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에 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그룹 면담을 활용하여 간호사

의 외국인에 한 편견과 이러한 편견이 외국인 환자를 간호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의료인들의 외국인에 한 인식을 있는 그 로 드

러내어 편견에 한 자각을 고조시키고, 이들의 편견 감소와 

다문화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

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의료인의 윤리적 수준과 의료의 질

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포커스그룹 면담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외국인에 한 편견의 현상을 파악한 질적 

조사연구이다. 포커스그룹 면담은 개인의 특정 삶에 한 내

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실시되는 개인을 상으로 하는 질

적 연구방법과는 달리 그룹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자가 지정한 

주제에 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며, 태도형성과 같은 관찰이 

용이하지 않은 과정적 현상을 파악하는데 적절하다(Morgan, 

1997).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포커스그룹 면담

은 간호사라는 직업적 맥락에서 외국인 상자를 간호하면서 

경험하는 편견 현상을 드러내는데 유용한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외국인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서 지역, 학력, 경력,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도시 2곳에 소재한 500병동 이상의 종합병

원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16명으로 모두 여성이었으며, 일

반간호사로 재직 중이었다. 연령은 30세 이하인 경우가 9명

(56.2%)으로 가장 많았고, 12명(75.0%)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였다. 근무 장소는 일반병동이 7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중환자실, 외래, 응급실 등이었고, 근무경력은 6~10

년 사이가 9명(56.2%)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3. 연구질문 

포커스그룹 운영을 위한 질문은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연구 질문은 ‘외국인 또는 특정인종에 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에 해 말해 주십시오.’, ‘인종에 한 편견

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인종에 한 편견

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에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

다면 말해 주십시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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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30
31~35
≥36

 9 (56.2)
 4 (25.0)
 3 (18.8)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13 (81.2)
 3 (18.8)

Academic career Associate
Bachelor
Master

 4 (25.0)
 5 (31.3)
 7 (43.7)

Job position Staff Nurse  16 (100.0)

Clinical 
department

Medical care unit
Intensive care unit
Outpatient department
Emergency department 

 7 (43.7)
 6 (27.5)
 2 (12.5)
1 (6.3)

Clinical career
(year) 

≤5
6~10
≥11

 4 (25.0)
 9 (56.2)
 3 (18.8)

4. 자료수집

연구참여자를 상으로 먼저 연구의 목적, 연구과정, 연구

참여의 이익과 손해, 자발적 참여, 비 보장과 익명성에 해 

구두로 설명하였고, 설명을 들은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참여

자들은 서면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포커스그룹 시행을 위한 시

간과 장소는 참여자의 시간, 접근 가능한 장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포커스그룹의 크기는 4~6명 또는 8~10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4~6명으로 구성되는 경우 상세하

고 심층적인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어(Greenbaum, 1998)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편의성을 함께 고려하여 각 집단을 5~6

명의 참여자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포

커스그룹은 사전에 구성한 질문을 중심으로 시행된 구조화가 

높은 형태로 2시간내외 1회씩 시행되었고, 3개의 포커스그룹

을 시행한 결과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자료의 포

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포커스그룹의 시행은 방음이 

되는 단독공간의 세미나실에서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고, 내

용은 음성 녹음기에 녹음되었다. 각 포커스그룹이 종료된 직

후 녹음된 내용을 연구보조원이 있는 그 로 필사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질적 내용분석방법의 분석절차

(Graneheim & Lundman, 2004)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분석되었다. 

 연구 질문에 근거하여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을 분석단위

로 선정하였다. 

 필사된 내용의 의미를 알기 위해 모든 자료를 몰두하여 반

복적으로 읽었다. 

 필사된 내용을 읽으면서 메모와 제목을 표기하며 오픈 코

딩을 시행하였다. 

 오픈 코딩을 통해 생성된 제목을 조합하여 범주를 추출하

였다. 

 분류된 범주에 해 연구자들이 논의를 거쳐 일치되는 범

주를 도출한 후 주제를 도출하였다. 

 구성된 의미에서 유사한 것을 묶어 주제를 추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구술한 자료로 돌아가서 참여자의 경험을 포

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6.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진실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

략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주제에 부합되도록 사전에 계획한 

명확한 연구 질문과 진행계획을 토 로 1인의 동일한 운영자

가 3개의 포커스그룹을 운영하였으며, 운영자는 포커스그룹

에 한 개입을 최소화하여 풍부한 자료가 도출되도록 집단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현실을 반영하는 풍성한 자료를 도출

하기 위하여 외국인 환자를 간호한 경험을 가진 간호사로서 

병동, 중환자실, 외래(응급실 포함) 등의 다양한 임상현장에

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의도 표집하였다. 포커스그룹의 내용은 

고성능의 음성녹음기에 녹음되었고 포커스그룹의 종료 즉시 

연구 보조원에 의해 그 로 정확하게 필사되었다. 자료분석은 

수 년간의 질적 연구경험을 가진 2인의 분석자에 의해 분석절

차에 따라 철저히 실시되었고, 코딩과정에서  분석자 간 일치

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하였

다. 범주가 실제자료에 잘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코딩과정에서 원자료로 돌아가 확인하였으며, 범주와 하위범

주에 해당되는 참여자의 말 그 로를 기술함으로써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현상에 한 분석내용이 참여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

구결과의 내용을 1명의 참여자에게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논문으로 박사학위

를 취득한 후 10여년의 기간 동안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

구를 수행해 왔고,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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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이 있으며, 학회지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한 지속적으로 질적 연구방법론에 관한 워크숍, 세미나, 국내

의 질적 연구학회 연구모임에 참석해 오면서 연구도구로서 질

적 연구자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구결과

1. 범주 1: 편견의 형성

1) 의미 있는 사람의 메시지 

참여자들의 의식적인 수준에서 외국인에 한 편견은 의미 

있는 사람의 메시지가 참여자에게 전이되면서 시작되었다. 메

시지의 전이는 언어적으로 직접 일어나기도 하고, 의미 있는 

사람의 행동을 참여자가 해석하면서 비언어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오빠가 미국 디즈니 TV를 

보는데 백인 사냥꾼이 늑 인가를 총을 쏘면서 쫓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오빠가 그랬어요. 나쁜 역할을 맡은 늑

가 인디안 추장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빠

가‘저런 게 백인 우월주의다’그러면서 인디안을 못되게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백인을 보면 또, 병원에서도 백인과 안 좋은 경험

이 있어서...(중략)...그래서 저는 오히려 백인 우월주의

에 한 거부감이 많이 있어요. 

저희 집 옆 동네에 미군부 가 있었거든요. 엄마랑 언

니랑 셋이서 손을 잡고 지나갈 때 흑인만 나타나면 저를 

끌어당기시면서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그게 자연스럽

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린마

음에 까맣고 이빨만 하얗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무

서웠거든요. 시각적으로도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서 그 주변을 피해서 돌아서 갔던 기억이 나요. 

2) 대중매체의 메시지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TV, 영화 등의 중매체를 통해 

비쳐진 특정 인종의 모습에 노출되면서 서서히 자신들의 편견

이 학습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중매체에 비쳐진 백

인의 모습은 체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이들에 해서

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반면, 흑인이나 중국인에 해서

는 조적인 경향이 있었다. 

어떤 인종에 한 정형화된 교육을 받지는 않지만 어릴 

때부터 문화적인 것들 있잖아요. 중문화에서 표현되는 

인종들의 캐릭터... 예를 들어 백인들은 엘리트 집단이고 

흑인들은 슬럼.. 뭐 이렇게 딱딱 표현되어지는 인종들의 

모습에 무의식적으로 학습되어져서 그 사람들과 만났을 

때 표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농장을 자주 봤어요. 그걸 보

면서 정말 부분 동물 학 하는 나라는 거의 중국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은 참 싸이코 같은 사람도 많고...

인구가 많아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생각

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중국에 한 편견이 되

게 많이 생겼었어요. 중국인들을 보면 다 더럽고 돈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상한 행동을 해서라도 자기이익을 취

할 것 같고...

무의식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 게 쓸데없

는 우월주의인데,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어지

지 않았나... 중문화에서도 계속 주입식으로 영화를 보

든 뉴스를 보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미군

부  얘기도 했지만 부분의 장교들은 백인이거든요. 그

리고 스포츠에서도 우리가 고급스포츠라고 부르는 것들

은 운동선수가 거의 백인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들이 고착된 것 같고...

3) 편견의 결합 

참여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상에 한 이미지가 

특정 인종에 한 편견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경

우는 성인이 된 이후 특정 인종에 한 편견이 형성된 경우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참여자에게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마피

아’나 ‘속옷’ 등에 한 이미지와 특정 인종이 빈번히 보이는 

행동이 서로 연관되어 결합되면서 특정 인종에 한 편견이 

형성되는 것이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 한 편견이 있어요. TV를 보면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면서 악의소굴이라고 하잖아요. 마

피아 버금가는...왠지 중국 사람들은 그럴 것 같고, 무엇

이든지 불량제품이라고 하면 중국산일 것 같은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다 가짜 같고 명동에 보면 실제로 차이나타

운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길거리에서 이상한 거 많이 팔

아요. 그렇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사기를 칠 것 같고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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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 같고 그런 나쁜 이미지가 더 강해요. 

러시아 여자에 해서, 그 분들이 팔다리도 길고 예쁘

게 생기고 그러니까 속옷모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같은 백인이라 해도 평가 절하되는 느낌이 있

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여성을 할 때와 

러시아 여자들을 할 때의 태도가 분명히 틀리거든요. 

2. 범주 2: 편견의 촉발

1) 비일상적 외모 

참여자들에게 이미 형성된 외국인에 한 편견은 임상현장

에서 비만이나 불결한 위생 등 외모에서 드러나는 비일상적인 

모습에 의해 촉발되고 있었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백인에 해서 나쁜 인상만 갖

게 되었어요. 뚱뚱한 거 아까 얘기 드렸던 것도 수술을 할 

때 뚱뚱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상처도 잘 안 낫고...근데 

제가 많이는 못 봤지만 미국 환자를 3명을 봤는데 세분 다 

되게 뚱뚱하셔서 배를 누르면 끝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

서 상처가 더 안 좋아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거만하

게 누워서 너가 다 알아서 해야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부분 병원에 오시는 외국인 환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특히 중국인이 많은데...보면 되게...지저분해 보이는 거

예요. 항상 보면 씻은 거 같지도 않고 어렸을 때부터 중국

은 돈도 없는 나라...가난한 나라 안 좋은 이미지만...심어

졌던 것 같아요. 기피할 상?...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지

나가면 말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중국인만보면 시

끄럽고...말 많고...

2) 우월하고 과장된 태도

참여자들이 이미 특정 외국인에 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경

우 해당 외국인의 태도로 인해 참여자들의 편견이 촉발되었다. 

특히 참여자가 평소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우

월하고 과장된 태도를 보일 때 더욱 그러하였는데 참여자들이 

노력하여 제공한 의료서비스를 당연하게 여기며 뻔뻔함을 드

러내거나,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었다.

중국인 환자들이 원래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분

은 하반신 마비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 주는 게 모든 당

연한 거예요. 의료인들이 해 주는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

각하시는 거예요. 소변 받아주고 이러는 게 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인 환자들이 오면 잘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약간 뻔뻔스러운 것 같고...

전 영어 학원을 다닐 때에도...(중략)... 흑인선생님한

테 수업을 들어보고 백인선생님한테도 수업을 들어 봤지

만 흑인선생님은 정말 오버액션도 심하고 과장도 심하고, 

말이나 행동도 그렇고 목소리도 크고...좀 산만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반 로 백인선생님에게 배울 때는 차분하

고 목소리도 깔끔한 것 같고, 지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느

낌도 있어요.

3) 소속국가의 경제력

참여자들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

의 전반적인 경제력에 근거하여 상자에 해 상이한 편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상자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자의 소속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외국인 상자에 한 편견이 결정되고 이를 근거로 상황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 중국인이 그렇게 다쳐서오면 ‘안됐다.’라는 생각

이 좀 더 먼저 들었어요. 똑같이 다쳐서 온 것도 맞고 똑같

이 수술을 하는 것도 맞는데, 중국인인 사람이 왔을 땐 

‘조금 안됐다. 좀 좋은 환경에서 일을 했다면 좀 더 보장

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백인

은 ‘안됐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말하지?’ 이런 게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3. 범주 3: 차별적 의료행위 

1) 편향된 출발 

참여자들은 외국인 상자와의 의료적 상호작용에 앞서 

상자에 한 자신의 편견을 바탕으로 인종에 따라 편향된 자

세로 출발하였다. 예를 들면 선진국이나 영어권 국가 출신의 

상자에게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반응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취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의료가 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고, 중국이나 동남아권 

국가 출신의 상자에 해서는 그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

는 생각을 가지고 상자와의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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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좀 잘 살 것 같은 나라 백인이나 흑인한테는 좀 

위축이 돼서 말할 때도 부끄럽게 말하고, 그런데 중국 동

남아는 말할 때도 당당하고 좀...내가 하는 건 의료행위다 

내가 꼭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이나 서양 쪽은 내가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래

야 우리나라 이미지도 좋아지고 우리병원 이미지도 좋아

지고 어디 나가서 내가 한국 표인 마냥 잘 해줘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동남아사람들한텐 ‘내가 왜?’ 이런... 설명

할 때도 잘 안하게 되고... 서양 분들이 이 검사 싫다 이러

면 당장 달려가서 검사 안하게 해드리고 동남아 분들이 

그러시면 왜 안하냐. 오더인데 왜 안하냐. 이런 식.

2) 치료적 몰입 철회 

참여자들은 외국인 상자를 담당하게 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며 상자에게 적극적으

로 몰입하여 간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외국인 상자가 건강문제를 직접 호소하는 경우에는 반응하

나 그들의 건강문제를 발견하는데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행동

하고, 면이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관련된 건강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전략을 찾으려고 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부족했다. 

저는 솔직히(외국인이 있으면) 아예 그 근처로 안 가려

고해요.(외국인이) 부르면 피하지는 않지만 굳이 먼저 가

서 ‘아프냐? 뭐 어떻냐?’ 이렇게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한 번에 몰아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방문횟수를 줄이게 되고, 들어가서 말해야 할 시나리오를 

짜고... 

제가 5가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3가지만 해 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방관자 같아지는? 점점 더 

안 해주게 되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

요...(중략)... 처방에 의한 거는 다 해 드리는데...저희가 

개인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뭐 중환자실에서 조금이라도 

땀 흘리시면 닦아드리거나 선풍기를 틀어준다던가 이불

을 덮어준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안하게 되는... 

3) 부정적 정서 반응 

참여자들의 외국인 상자에 한 차별행동은 단순한 거부

감을 넘어 정서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참여자들은 외국인 상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신

체접촉을 하면서 역겨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근데 그때 부인이, 컨넥트가 없었다면(중간에 없었다

면) 다이렉트로(직접) 환자분과 의사소통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또 갈 때마다 짜증나고 얼굴 보는 것도... 혹시나 

나한테 말걸까 봐 ‘저런 사람들은 솔직히 안 왔으면 좋겠

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인들한테는 스타킹 신기고 이럴 때 보면 ‘글러브

를 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런 식으로 환자 분이 오시면 저희는 가까이 하고 싶

질 않아해요. 접촉 같은 것도 그 분이 외국인이라서 그런

지... 땀도 엄청 축축하게 있으셔서...저희가 포지션 체인

지를 해 줘야 하는데 솔직히 하고서도 찝찝한 거예요.

4) 조롱함 

참여자들은 외국인 상자에 한 자신들의 경험을 묘사하

면서 특정 인종에 해 희화화하기도 하였다. 외국인 상자

를 간호하였던 유사한 상황에서 백인과 흑인에게 자신들이 보

였던 상반된 반응을 회상하면서 특정 인종을 웃음거리로 만드

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환자도 백인 환자가 왔을 때와 흑인 환자가 왔을 때가 

좀 다른 게 백인 환자들은 병실 바닥을 맨발로 다니는 거

예요. 그러면 주위 간호사들이랑 ‘더 열심히 바닥을 닦아

줘야겠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흑인 환자가 왔는데, 그 사람도 맨발로 다니

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들끼리 ‘저 사람 더럽게 왜 저렇

게 다닐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웃음) 닦아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정말 피부색에 한 편견이 너무 큰 

것 같아요. 

5) 방어적 행동 

참여자들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외국인 상자에게 충분

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방어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이들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제한을 보상하기 위

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 한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과잉적 행동을 보였다. 또한 외국인 상자가 영어권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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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경우 참여자들은 근거 없이 위축되고 주눅이 들었고, 이

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

며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국 분들보다 적으니까...최

한 다 해 드리는 거죠. 뭐 하나 물어 보기가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에 비해 말로 할 수 있는 게 적으니까 우리가 행

동으로 할 때 더 많이 해 주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고 하지 말라 했고 화내

거나 이랬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협조적이었는데도 불구

하고 그냥 우리고 조금 어떤 모습자체만으로도 좀 부담스

럽고 할 때 우리가 좀 말을 잘 못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

까. 우리가 무식해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더 말

하는 게 조심스럽고 뭐 하나 설명하는데도 찾아보고 맞는 

표현 맞나 다시 설명하려고 찾아보고...주로 백인이나. 특

히 이제 백인한테는 조금 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같은 

우리가 똑같이 말 못 하는 건 맞지만 좀 우리가 그렇게 보

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논 의

국내에서 외국인 의료서비스 상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

만 의료인의 외국인에 한 태도 연구는 양적으로 이루어져 

의료인의 편견이 외국인 상자의 의료행위에 어떻게 작용하

는 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병원

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외국인에 한 편견과 이런 편견이 간

호행위에 작용하게 되는 현상을 있는 그 로 드러내기 위해 

시행된 질적 조사연구이다.  

편견은 어떤 집단의 모든 구성원 또는 부분의 구성원에 

해 갖는 부정적인 태도로 그 집단의 구성원에 한 고정관념과 

견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Huh, Jung, & Kim, 2014). 편견은 

일반적으로 유아기에 형성되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회화와 

TV 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고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Jang & 

Jeong, 2009).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편견형성 과

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 시절 흑인을 피

하는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암묵적으로 편견 형성에 영향을 

받거나 백인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흑인과 중국인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여 주는 중매체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에 한 편견이 형성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거에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외국인에 해

서는 기존에 다른 상에 해 가졌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연

관지어 새로운 편견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들에게 일반인들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있

던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외국인 환자를 만나면서 촉발되게 된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부유한 서구국가 출신 또는 

백인들에게는 친절하면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들에

게는 그렇지 않다. 재미동포, 재일동포와 달리 중국동포를 조

선족이라고 부르듯이 심지어는 같은 한민족에 해서도 경제

에 따른 차별적 관점이 존재하는데(Lim, 2009), 이는 무엇보

다도 한국인의 외국인에 한 다양한 편견의 준거들이 일정부

분 GNP 인종주의, 즉 출신국의 소득수준에 토 를 두고 있다

(Lee, 2012; Lee, Lee, & Park, 2013)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의료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것으

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러시아 여성은 같은 백인이지만 더 

평가 절하되는 느낌이 있다고 한 것은 백인이라는 인종주의보

다는 러시아의 낮은 소득수준이 더 우세하게 편견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인 환자들이 취하는 태도

에 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백인 환자에 한 태

도와는 달리 중국인들을 중국의 낮은 경제력과 연관시켜 안됐

다는 마음을 가진다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외국인에 한 편견은 그 외국인의 출신국의 경제

적 수준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많은 반면 여러 요인에 의해 

다면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Lee, 2012). 예를 들면 본 연

구에서 참여자들이 백인에 해 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비

만상태인 백인에 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을 판단하는데 외적인 미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외모지상주의(Nam, 2006)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

으로 부유한 서구사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도 흑인에 해서

는 부정적인 편견이 나타나는 것 등의 일관적이지 않은 편견 

현상은 외국인 출신국가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서구백인들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우생학적 인종주의, 외모 지상주의 등 상

황에 따라 우세하게 작용하는 준거에 따라 편견이 촉발된 결

과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외국인에 한 편견을 양적으로 조사

한 연구(Nam & Jeong, 2013)에서 특히 흑인, 중국인과 동남

아인에 한 편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의료인의 편견이 차별행위로 나타날 수 있음을 있는 그

로 드러내고 있다. 참여자들은 부정적 편견의 상인 외국

인 환자에 해서는 상호작용을 시작할 때부터 우월의식을 가

지고 환자를 무시하며 적극적으로 간호에 임하지 않고, 환자

와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한다거나 접촉 시 불쾌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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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 

근로자가 618,516명으로 가장 많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94,050명(한국계 포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 캄보디아인, 우즈베키스탄인, 필리핀인 순이

다(Ministry of Justice, 2015). 간호사들의 이들에 한 부정

적인 편견이 의료행위에 그 로 반영된다면 다수의 잠재적 

의료소비자들인 중국인과 동남아인들은 의료현장에서 지속

적으로 차별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참여자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서구 백인들에 해서는 

조바심을 내며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것에 해 미안해

하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소수 인종에 한 서구의 

연구들(Palmer et al., 2014; Schouten & Meeuwesen, 2006)

이 개 부정적인 편견의 상이 되고 자국민에 비해 상 적으

로 취약한 위치에 처한 히스패닉계 환자들이나 아시아계 환자

들을 상으로 인종에 따른 의료 불균형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종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

인에 의해 부정적, 긍정적 편견의 상이 되는 경우가 모두 존

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는 서구사회와는 다른 

양상으로 외국인에 한 편견과 차별이 나타나므로 이를 설명

할 수 있는 실증적인 조사가 증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기존의 편

견에 더하여 외국인의 출신국 경제력, 외모, 태도 등에 의해 편

견이 촉발되면서 임상실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으로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을 적극적으로 확 (Jo & Park, 2012)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를 비롯한 다문화 집단에 한 관심이 증 (Nam & Jeong, 

2013)되고 있어 의료인들의 문화적 역량에 한 요구가 높아

지고 있지만 의료인들의 준비와 역할에 한 기 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인지적 부담이 많은 상황

에서는 편견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된다는 것(Whitley & 

Kite, 2006)을 감안한다면 환자를 간호하는 상황에서 요구되

는 정보처리과정은 편견을 조절하는데 할당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결핍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와 더불어 국내 연구들에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이 교

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 등 다문화 상자를 

접하는 다른 실천가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Choi, 2012), 국외 간호사보다도 낮은 수준(Chae, 

Park, Kang, & Lee, 2012)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러한 쟁점

에 한 처가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의료인의 차별 행위

는 의료윤리에도 어긋나며 법적인 문제로 의료인들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의료인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겠다. Choi (2012)는 간호

사의 경우 다문화에 한 이해와 태도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다문화 환자를 만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인식과 

태도의 발전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로 

정형화되었다고 하면서 다문화 관련 교육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 관련 교육이 특정 인종에 한 긍

정적인 태도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 Nam과 

Jeong (2013)의 연구를 고려할 때 문화관련 교육내용이 타문

화에 한 과잉 단순화나 자국문화의 관점에서 타문화에 해 

문화동화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은 지에 해 비판적

인 분석이 필요하다(Choi, 2012). 따라서 의료인들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타문화에 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키

는 교육과 함께 의료인들이 자신의 인종과 문화에 한 편견

을 인정하고 편견을 가진 자신의 의료행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알며 이를 반성하도록 하는 등 문화적 자각을 향상

시키는 전략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편견적으로 반

응할 수 있는 환경적 실마리에 민감해 질 수 있도록 반복 훈련

하도록 하는 자기조절향상 훈련(Whitley & Kite, 2006) 등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편견과 차별행위가 사회적 규범이나 권위 있는 사람

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병원조직의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마련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비편견적인 행위를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갖추거나 행정책임자들이 비편견적인 문화 형성을 조직의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에 재정적, 행정

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인들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와 문화적 역량을 증 시키는 중재의 전

략개발과 효과검증 연구 등이 좀 더 정 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아는 한 국내에서는 최초로 간호사의 

외국인 환자에 한 편견 경험을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한 조사로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포커스그룹을 활용하

는 경우 연구자가 관심을 둔 주제에 해 집중된 자료를 생성

할 수 있다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과정이 그룹 상호작

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을 노출하는 정

도에 제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 학력, 경력, 근

무지 등 연구참여자의 배경이 되도록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

도록 포커스그룹을 구성하였고 자료의 포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만 연구참여자의 근무지 규모나 운영에 있어 다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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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할 수 있으므로 결과해석과 적용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간호사를 상으로 포커스그

룹을 활용하여 외국인 또는 특정인종에 한 편견경험을 조사

한 연구로서 의료인들의 문화적 역량과 의료의 질을 재고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며, 간호 연구와 실무분야에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인과 외국인 환자 간 상호작용의 보다 철저한 분

석을 위하여 진료나 간호 상황을 녹화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

을 활용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의료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을 인종별 또는 국가별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인의 외국인에 한 편견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의료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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