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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은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글로벌 시대로 접

어들었고, 이에 따른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되었다. 2015년 기

준 다문화가구는 278,036가구로 추정되며, 2012년에 비해 

7.52%가 증가하였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또한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신성장 동력사업

으로 선정되면서 국내 외국인환자는 연간 15만 명을 넘어섰

다(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3). 하지만, 

다문화 대상자의 의료 이용 면에 있어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경험이 11.6%이었으며, 이러한 주요이유에 대해 

49.3%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라는 경제적인 큰 장애요인을 

들었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들은 경제적 부담 외에 언

어문제, 지리적 접근성, 병원체계에 대한 정보부족을 지적하

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이에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문화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를 포함한 일차의료기관들과 가정간호 및 방

문간호의 모든 의료종사자들은 이들이 기관에 방문하거나 다

문화 가정을 방문할 때 적절한 진료와 돌봄을 제공해야할 의

무가 있다. 

다문화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종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 부족으로 

인해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Koh & Koh, 2009). 따

라서 의료종사자들은 사회적ㆍ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문화 대

상자를 대할 때 다문화의 다양한 신념, 가치, 관습, 행동 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전문가

로서의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Ko, Choi, & Choi, 

2016; Park & Jung, 2014). 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될 수 있으며(Campinha-Bacote, 2002), 이를 통해 집단 간 존

재하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다양성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문

화적 인식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유연한 사고를 갖추는 것이 필

요하다(Won & Moon, 2016).

다문화 대상자에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문화 역량 강화는 다문화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점, 가치, 행위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문화적 

수용성 강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Beach, Saha, & 

Cooper, 2006). 특히, 다문화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

사소통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Kim, 2015; Taylor & Alfred, 2010). 의사소통 장애는 의료기

관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와의 신뢰관계 약화, 치

료 이행, 진단의 오류 및 부적절한 치료 등의 문제점을 가져

올 수 있다(Anderson et al., 2003). 따라서 의사소통은 다문화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건강관련 정

보나 진료 및 치유과정에 필수적이며, 의료종사자들은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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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건강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의사소통 역량을 갖추어

야 한다. 

반면, 의료종사자들 역시 증가하는 다문화 대상자들에게 보

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다양한 다문화 직무스트레스

에 노출된다(Ko et al., 2016). 다문화 직무스트레스는 일반적

인 직무스트레스와는 다르게 다양한 문화 적응에 필요한 전

문지식 부족, 다문화 교육 부족, 다양한 문화적 행동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 개인적인 인종 태도에 따른 수용과 관련되어 

다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말

한다(Im & Lee, 2014; Jung, 2016).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은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종사자들이 다문화 대상자에게 보

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다문화 대상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

장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연구들

이 대부분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Caffrey, Neander, Markle, & Stewart, 2005), 간호사 대상

의 문화적 역량, 자기효능감 및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Ko 

et al., 2016),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 역량과 간호사 자

질 중요도(Choi et al., 2016) 연구가 있었다. 또한, 문화적 역

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간호학생들의 자아존

중감, 대인관계 및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Park & Jung, 2014), 

방문간호사는 다문화 대상자의 서비스 경험횟수, 보건진료원

은 서비스 경험횟수와 다문화 교육 참여(Yang, Kwon, & Lee, 

2012)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문화적 역량과 관련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다문화 대상자

들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 대상자를 접하는 간호사

에 대한 연구만 있을 뿐(Ko et al., 2016; Matteliano & Street, 

2012; Yang et al., 2012), 여러 직종의 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미국 온타리오와 미시간의 의료종사자를 대상

으로 문화적 역량을 비교한 국외 연구(Schim, Doorenbos, & 

Borse, 2005)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다문화 대상자들을 의료현장에서 만나

는 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문화적 역량, 문

화간 의사소통능력 및 다문화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다문화 대상자들을 대하는 의료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의료시스템 개선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조사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 의료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 역량,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및 다문화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의료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문화간 의

사소통 능력 및 다문화 직무스트레스 차이를 파악한다.

• 의료종사자의 문화적 역량,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및 다문

화 직무스트레스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의료종사자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의료종사자의 문화적 역량, 문화간 의사소통 능

력 및 다문화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 소재 800병상 이상 규모의 2개 종합병

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종

사자를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실시되었다. 연

구 대상자 표본수는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계산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수는 107명이었다(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

하여 160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 수집은 K대학병원의 임상시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IRB No. KYUH 

2016-09-030). 구조화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6

년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D광역시에 소재한 2개 종합병원 

간호부와 진료지원부에 방문하여 임상시험위원회 승인 통보서

를 제출하고,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협조를 받았

다. 본 연구는 연구 시작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방법, 참

여의 자발성, 철회의 자율성 및 정보의 비밀유지 등을 알리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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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설문지는 일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총 160부를 배부

하였고, 회수된 152부(탈락률 5%)의 설문지 중 작성내용이 불

충분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14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 도구는 Caffrey 등(2005)이 문화적 수용성, 문

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The Caffrey 

Cultural Competence in Healthcare Scale(CCCHS)’ 28문항에 

Schim, Doorenbos, Miller와 Benkert(2003)이 개발한 ‘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CCA)’중 문화적 간호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14문항을 보완하여 Park(2011)이 번역․역번역 및 수정․보
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

구는 문화적 수용성 12문항, 문화적 지식 10문항, 문화적 인

식 6문항, 문화적 간호행위 14문항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각 문항들은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조금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매

우 그렇다’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4이

었다.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도구는 Lee(2011)가 개발한 도구를 

Lee와 Kim(2015)이 수정ㆍ보완한 도구로 문화간 의사소통 기

술 10문항, 문화간 의사소통 지식 10문항, 문화간 의사소통 

인식 10문항, 문화간 의사소통 태도 10문항으로 총 40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전혀 아

니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보통이다’, 4점 ‘자주 그렇다’, 

5점‘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간 의사

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와 

Kim(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84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96이었다. 

다문화 직무스트레스

다문화 직무스트레스 도구는 Jung(2016)이 개발한 도구로 

문화역량 스트레스 5문항, 인종편견 스트레스 9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

다’,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고 점

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의 신뢰도는 Jung(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2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 역량,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및 다문화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문화간 의사소

통 능력 및 다문화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를 시행하였다. 

• 문화적 역량,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및 다문화 직무스트레스

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3.5세로 30세 미만이 55명(38.7%)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53명(37.3%), 40세 이상이 34명(24.0%)

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74명(52.1%), 남성이 68명(47.9%)으로 비

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직종은 방사선사가 61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42명(29.6%), 임상병리사 25명(17.6%), 의사 12명

(8.5%) 순이었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88명(62.0%)로 많았으며, 

근무경력은 평균 8.9년으로 5년 미만이 54명(38.0%)으로 가장 많

았고, 결혼을 한 경우가 75명(52.8%)로 많았다.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121명(85.2%)으로 많았으며, 외국어 능력을 ‘하’라고 

답한 경우가 97명(68.3%)이었다. 다문화 친구 유무는 ‘없다’가 

130명(91.5%), 다문화 지인 유무는 ‘없다’가 127명(89.4%)으로 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 유무에서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가 133명(93.7%)으로 대부분이었고, 다문화 관

련 교육 필요여부에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가 103명(72.5%)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대상자 돌봄 경험은 ‘없다’가 120명(84.5%),으

로 많았으며, 근무 중 다문화 환자를 접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언어 등 의사소통 문제’가 123명(86.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문화적 상이함’이 11명(7.8%), ‘교육 및 훈련 부족’ 7

명(49%)으로 나타났다(Table 1).

의료종사자의 문화적 역량,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및 

다문화 직무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평균은 5점 만점에 2.49±0.58점이었고, 

하부영역별로 보면 문화적 간호행위 2.75±0.57점, 문화적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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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health care workers (N=142)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Mean±SD

Age(years) <30 55(38.7) 33.54±8.30
≥30 and <40 53(37.3)
≥40 34(24.0)

Gender Male 68(47.9)
Female 74(52.1)

Job Nurse 42(29.6)
Doctor 12(8.5)
Radiological technologist 61(42.9)
Medical technologist 25(17.6)
Etc 2(1.4)

Religion Yes 88(62.0)
No 54(38.0)

Vocational career Less than 5yrs 54(38.0) 8.88±7.72
≥5yrs and <10yrs 35(24.7)
≥10yrs 53(37.3)

Marital status Married 75(52.8)
Single 67(47.2)

Overseas traveling experiences Yes 121(85.2)
No 21(14.8)

Communicable in foreign languages
⦥Middle 45(31.7)
Low 97(68.3)

Having Multi-cultural friends
Yes 12(8.5)
No 130(91.5)

Having Multi-cultural neighbors
Yes 15(10.6)
No 127(89.4)

Educational experiences on multi-culture
Yes 9(6.3)
No 133(93.7)

Care experiences on multi-culture clients
Yes 22(15.5)
No 120(84.5)

The necessity of multi-culture education
Yes 103(72.5)
No 39(27.5)

Difficulties of multi-culture clients Communication 123(86.6)
Culture variation 11(7.8)
The lack of training or education 7(4.9)
Etc 1(0.7)

2.47±0.51점, 문화적 인식 2.42±0.54점, 문화적 지식 2.20±0.57점

이었다.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73±0.57점

이었고, 하부영역별로 문화간 의사소통 기술 2.89±0.68점, 문화간 

의사소통 태도 2.87±0.70점, 문화간 의사소통 인식 2.74±0.67점, 

문화간 의사소통 지식 2.41±0.65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직무

스트레스의 평균은 2.42±0.58점이었고, 하부영역의 문화역량 스

트레스는 2.71±0.61점, 인종편견 스트레스는 2.26±0.66점으로 나

타났다(Table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및 다문화 직무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 다문

화 교육 필요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 교육 경험이 

있는 군이 2.93±0.25점으로 교육 경험이 없는 군이 2.46±0.46점보

다 높게 나타났고(t=2.98, p=.003), 다문화 교육 필요여부에서 ‘필

요하다’고 답한 군이 2.55±0.38점으로 ‘필요 없다’고 답한 군 

2.33±0.6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2.12, p=.039). 연령, 직종, 근무

경력, 외국방문경험, 외국어 실력, 다문화 지인 유무, 다문화 진료 

유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은 연령, 근무경력, 외국어 실력, 다문화 

친구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0세 미만인 군이 

2.88±0.52점으로 30∼39세인 군 2.59±0.55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F=3.71, p=.027), 근무경력에서는 5년 미만인 군이 2.88±0.46점으

로 5∼9년인 군 2.55±0.5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F=3.85, p=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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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ulture competency,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multi-cultural job stress of health care workers 

                                                                                                      (N=142)

Variables Classifications Mean±SD

Culture competency

Cultural acceptability 2.47±0.51
Cultural knowledge 2.20±0.57
Cultural recognition 2.42±0.54
Cultural nursing behavior 2.75±0.57
Total 2.49±0.58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tercultural communicative skills 2.89±0.68
Intercultural communicative knowledge 2.41±0.65
Intercultural communicative awareness 2.74±0.67
Intercultural communicative attitudes 2.87±0.70
Total 2.73±0.57

Multi-cultural job stress
Cultural competence stress 2.71±0.61
Racial prejudice stress 2.26±0.66
Total 2.42±0.58

<Table 3> Culture competency,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multi-cultural job str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42)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ulture 

competency

Mean±SD

t or F

(p)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Mean±SD

t or F

(p)

Scheffé

Multicultural 

job stress

Mean±SD

t or F

(p)

Age(years) <30 2.57±0.44 1.56 2.88±0.52a 3.71 2.32±0.58 1.45

≥30 and <40 2.42±0.45 (.213) 2.59±0.55b (.027) 2.50±0.59 (.239)

≥40 2.48±0.51 2.70±0.62c a>b 2.47±0.56

Gender Male 2.44±0.53 -1.33 2.74±0.63 0.25 2.39±0.61 -0.60

Female 2.54±0.39 (.186) 2.71±0.51 (.802) 2.45±0.56 (.548)

Job Nurse 2.52±0.41 1.05 2.68±0.54 0.75 2.54±0.60 1.44

Doctor 2.60±0.35 (.373) 2.92±0.48 (.526) 2.57±0.50 (.234)

Radiological technologist 2.51±0.43 2.77±0.58 2.33±0.55

Medical technologist 2.35±0.65 2.67±0.63 2.36±0.65

Religion Yes 2.50±0.48 0.13 2.71±0.62 -0.56 2.31±0.56 -3.07

No 2.49±0.44 (.896) 2.76±0.49 (.576) 2.61±0.58 (.003)

Vocational career Less than 5yrs 2.54±0.46 0.70 2.88±0.56a 3.85 2.35±0.58 0.68

≥5yrs and <10yrs 2.51±0.49 (.498) 2.55±0.52b (.024) 2.49±0.64 (.508)

≥10yrs 2.43±0.45 2.69±0.58c a>b 2.45±0.55

Marital status Married 2.46±0.51 -0.89 2.65±0.62 -1.62 2.46±0.63 0.79

Single 2.53±0.41 (.374) 2.81±0.50 (.107) 2.38±0.52 (.41)

Overseas traveling 
experiences

Yes 2.50±0.46 0.58 2.73±0.56 0.23 2.42±0.58 -0.31

No 2.44±0.50 (.562) 2.70±0.65 (.819) 2.46±0.63 (.756)

Communicable in foreign 
languages

≥Middle 2.58±0.54 1.40 2.88±0.57 2.19 2.43±0.63 0.17

Low 2.45±0.42 (.167) 2.66±0.56 (.030) 2.42±0.56 (.864)

Having multi-cultural 
friends

Yes 2.48±0.51 -0.11 3.06±0.52 2.17 2.39±0.69 -0.18

No 2.49±0,46 (.915) 2.70±0.57 (.032) 2.43±0.57 (.854)

Having Multi-cultural 
neighbors

Yes 2.64±0.48 1.34 2.88±0.62 1.08 2.30±0.53 -0.90

No 2.47±0.46 (.183) 2.71±0.56 (.281) 2.44±0.59 (.372)

Educational experiences on 
multi-culture

Yes 2.93±0.25 2.98 3.17±0.59 2.44 2.40±0.45 -0.14

No 2.46±0.46 (.003) 2.70±0.56 (.016) 2.42±0.59 (.892)

Care experiences on 
multi-culture clients

Yes 2.54±0.24 0.89 2.82±0.45 0.82 2.61±0.53 1.66

No 2.48±0.49 (.375) 2.71±0.59 (.413) 2.39±0.59 (.100)

The necessity of 
multi-culture education

Yes 2.55±0.38 2.12 2.78±0.52 1.82 2.45±0.55 0.89

No 2.33±0.62 (.039) 2.59±0.68 (.070) 2.35±0.65 (.374)



의료종사자의 다문화 역량과 직무스트레스

가정간호학회지 23(2), 2016년 12월 211

<Table 4> Correlation among culture competency,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multi-cultural job stress of 

health care workers (N=142)

Culture competency 

r(p)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r(p)

Multi-cultural job 

stress

r(p)

Culture competency 1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59(<.001) 1

Multi-cultural job stress .23(.006) .11(.172) 1

<Table 5> Factors relat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health care workers         (N=142)

β t p F p R2 Adj. R2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58 8.55 <.001
42.56 <.001 .380 .371

Multi-cultural job stress .17 2.46 .015

외국어 실력이 ‘중’ 이상인 군은 2.88±0.62점으로 ‘하’인 군

2.66±0.56점보다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다문화 친구가 ‘있다’고 답한 군은 3.06±0.52점으로 ‘없다’고 

답한 군 2.70±0.57점보다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t=2.17, p=.032). 직종, 종교, 결혼유무, 외국방문경험, 다문

화 교육경험, 다문화 교육필요여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다문화 직무스트레스는 종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군 2.61±0.58점이 종교가 있는 군 

2.31±0.56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3.07, p=.003), 연령, 직종, 근

무경력, 외국방문경험, 다문화 교육경험, 다문화 지인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의료종사자의 문화적 역량,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문화적 역량,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직무스트레스의 상

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r=.59, p<.001)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문화적 역량과 다

문화 직무스트레스(r=.23, p=.006)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지

만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났다(Table 4). 

의료종사자의 문화적 역량 관련 요인

의료종사자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하여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직무스트레스를 독

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모형의 가

정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등분산 검정을 위해 잔차 

도표(plot)를 살펴본 결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고,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상관계

수가 .23∼.59로 .80미만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지수

가 1.958로 나타나 자기상관성 없이 독립적이었다. 독립변수 

간 VIF 지수는 각 1.013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모두 충

족시켰다. 

분석결과,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β=-.58, p<.001), 다문화 

직무스트레스(β=.17, p=.015)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

다. 즉,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과 다문화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

은 3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2.56, p<.001)(Table 5). 

논    의

증가하는 다문화 대상자들을 위해 보건의료계는 교육적 실

무 준비가 미흡하다(Oh, 2011). 이에 본 연구는 의료종사자들

을 대상으로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문화적 역량, 문화간 의사

소통 능력 및 다문화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이

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2.49

점으로 미국 온타리오와 미시간의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문

화적 역량을 측정한 3.67점(Schim et al., 200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Park과 Jung(2014)의 3.67점, 

Lee, Park, Lee와 Lee(2015)의 3.16점보다 낮게 나타났고,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Chae, Park, Kang와 Lee(2012)의 2.57점과

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다문화 대상자를 많이 접하는 

방문간호사의 경우 2.76점과 보건진료원의 경우도 2.91점이었

다(Yang et al., 2012).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에서도 5점 만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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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73점으로 간호대학생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

한 Lee와 Kim(2015)의 3.18점 Park과 Jung(2014)의 3.31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문화간 의사소통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지식

부족과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Munoz & Luckmann, 2005). 이러한 

요인들을 보더라도 간호대학생들보다 의료종사자들의 점수가 

낮은 것은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해외연수, 해외봉사 등 글로

벌 프로그램의 확대로 다문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증대되고 

있고. 외국어강좌 수강 등의 비율도 높으며 외국어능력도 향

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반면, 의료종사자들에서는 다

양한 문화권 대상자 및 외국어 수강 등의 제한된 경험이 다

문화 대상자의 욕구에 반응하여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스스

로 문화적 역량과 의사소통능력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Park, 2011; Chae et al., 2012). 

이러한 의료종사자들의 다문화 대상자를 접하는 다문화 직

무스트레스의 평균은 2.42점으로 다문화 관련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Jung(2016)의 2.0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료종

사자는 다문화 관련 직무 종사자보다 다문화 대상자를 접할 

기회가 적으므로 문화 역량과 관련된 새로운 직무요구에 대

한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Ko et al., 

201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 관련 교육경험

과 다문화 관련 교육 필요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관련 교육을 제공한 결과 문화적 역량 

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Lee et al., 2015; 

Kohlbry, 2016), 다문화 대상자를 대하는 의료종사자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

적임을 의미한다. 현재 보건의료계는 다문화 대상자를 위한 

교육적 실무적 준비가 미흡하며(Park & Kweon, 2013), 따라

서 간호교육을 포함하여 다문화적 교육과정이 고려되어야 한

다(Oh, 2011). Lee 등(2015)은 다문화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통

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이 높아짐을 보고한 바 있다. 문

화간 의사소통 능력 역시 연령, 근무경력, 외국어 실력, 다문

화 친구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 친구 유무, 외국어 실력, 다문화 교육 경험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연구와 유사한 결

과이다(Lee & Kim, 2015). 따라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무경력에 따른 경험과 직관에 의한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지만, 외국어 실력을 키우고 다문화 대

상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문화 직무스트레스는 종교에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Jung(2016)의 연구에서는 성별, 

근무경력, 외국인 친구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상담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문화 직무 스트레스는 비인격

화, 정서적 고갈, 자아성취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n, 2013). 일반적인 직무스트레스와는 다르게 다문화 관련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역량,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및 다문화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문

화적 역량과 다문화 직무스트레스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

적 역량이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Choi 등(2016)과 Park과 

Jung(20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나, 외국인 입원병원 간

호사의 문화적 역량과 직무스트레스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Ko et al., 2016). 문화적 역량

을 갖추기 위해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배움

과 동시에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결국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은 다문화의 가

치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

석된다. 또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하였지만(Ko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직무스트레스가 아닌 다문화 관련 직무

스트레스를 나타낸 것으로 약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역량, 인종편견을 나타내는 스트레스를 말하는 문항

들로 다문화 대상자들의 욕구에 반응하여 일을 수행할 수 있

는 문화적 역량이 높은 사람이 다문화 대상자를 대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접근함에 따라 직무 요구에 따른 스트

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

석한 결과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과 다문화 직무스트레스 정

도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모형의 설

명력은 37.1%였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의사소통 장애가 다

문화 대상자를 돌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Taylor & Alfred, 2010). 의사소통 능

력은 대상자의 요구를 사정하고 치료적 돌봄을 제공하는 의

료종사자의 전문직 역할수행에 필수적이다. 의료서비스를 이

용하는 다문화 대상자는 그들이 제공받는 치료나 돌봄의 본

질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사소통의 장애는 의

료기관의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종사자들과의 신뢰

관계 약화, 치료 불이행, 진단의 오류 및 부적절한 치료 등의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Anderson et al., 2003). 따라서 의료

종사자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은 다문화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Choi(2012)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역량 관련 요인으로 업무특

성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다문화 관련 교육 및 의사소통에 대

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에서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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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이용은 의료종사자들에게 다문화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종사자는 모든 대상자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다문화 대상자의 문

화를 인식하고 문화적 지식에 기초하여 문화간 의사소통 능

력과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다문화 관련 

교육이 의료기관 실정에 맞게 병원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외국어역량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

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도 다문화 대상자들이 많다는 점

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 편의표집시 병동 간호사보다 외래환자

나 병동환자를 모두 대하여 다문화 대상자를 많이 접할 것이

라 예상된 방사선사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대

상자를 직접 접한 경우가 많지 않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도 다문화 대상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다

문화 대상자들을 접하는 여러 부서의 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

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다문화 관련 교육경

험이 부족한 점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많이 한다는 점

에서 직무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임상현장에 증가하는 다문화 대상자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및 다문화 직무스트레스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의료종사자들의 문화적 역량이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은 중

간점수 이하로 역량이 낮았으며, 다문화 직무스트레스도 중간

점수 이상으로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적 역량은 다문화 관련 교육경험과 다문화 관련 교육 필요 

여부에 따라,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은 연령, 근무경력, 외국어 

실력, 다문화 친구 유무에 따라, 다문화 직무스트레스는 종교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의료종사자들의 문화적 

역량은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과 다문화 직무스트레스와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료종사자들은 다문화 대상자들에게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의사소통능력의 함양이 요구되며, 다문

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때 문화적 역량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종사자들이 다문화 대상자에게 보건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면서 가진 경험들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시행하여 문화적 역량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의료

종사자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 및 효과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대상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보건진료소, 보건소, 의원 등의 일차의료기관 

및 방문이나 가정간호를 담당하는 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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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cultural competence,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multi-cultural job stress among healthcare workers and to explore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ir cultural competence.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142 healthcare workers at a general 
hospital.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on cultural competence,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multi-cultural job stress. A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Results: Cultural competenc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necess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ge, a vocational 
career, communication in foreign languages, and having multi-cultural neighbors. Moreover, multi-cultural job stres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religion. In multiple regression results, cultural competence was found to be related to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multi-cultural job stress. Conclusion: Healthcare workers who are set 
to care for multi-cultural patients should improve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reduce multi-cultural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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