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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 건강증진행위의 효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주관적이며 문화적 배경에 의해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주근로자의 전반적인 안녕과 적응을 가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건강 관련 삶의 

질에는 건강증진행위와 건강의 자원요인 및 장애요인, 개인의 인지요인이 영향을 미

치는 것(Stuifbergen, 1995)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생

활하는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련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규명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국내에 거주중인 이주근로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국가 출신에 비해 건강수준이 낮고 건강위험 행위를 잘 하

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 실무에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요인의 직·간접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tuifbergen (1995)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개념모델과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근거로 가설모형을 구축하였다. 이주근로자

의 건강 관련 삶의 질 가설모형은 매개요인이자 행위요인에 해당하는 건강증진행위를 

중심으로 장애요인(문화적응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자원요인(지역사회 스토리텔

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건강문해력), 인지요인(자기효능감)이 건강 관련 삶

의 질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설정되었다. 

   자료는 2017년 03월 28일부터 2017년 05월 14일 까지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하나 이상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무료진료소를 방문하는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를 대상

으로 자가보고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최종 228명의 자료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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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으며,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일반적 특성

인 연령과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관련 삶이 질에는 건강증진행위(β = .401, p = .005)와 자기효능감(β = 

.186, p = .012), 문화적응 스트레스(β = -.176, p = .050)가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에는 직무 스트레스(β = -.229, p = 

.012),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β = .228, p = .005) 및 

건강문해력(β = .233, p = .037)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건강증진행위를 매개로 직무 스트레스(β = -.092, p = .008), 지역사회 스토

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β = .091, p = .004) 및 건강문해력(β = 

.093, p = .026)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

다.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은 59.1%,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설명력은 

37.3%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Normed 

χ2 = 2.08, GFI = .92, AGFI = .87, SRMR = .07, RMSEA = .07, IFI = .93, 

CFI = .93, NFI = .87, TLI = .89).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를 계획할 때에는 건강증진행위를 높이고 이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며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전략을 포함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이제까

지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확인된 바 없었던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

합적 연결성 및 건강문해력과 건강 관련 삶의 질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본 연구는 이

주근로자에게 보다 적합하며, 효과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이주근로자,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증진행위, 구조방정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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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이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주민의 국적별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출신이 51.4%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법무부, 2016). 중국 출신 이주민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비율

이 타 국가 출신 이주민에 비해 높고(Korea Immigration Service, 2016), 한국으로

의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앞으로 더 많

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영민, 이은하, & 이화용, 2014).

   이주민들은 대표적인 건강취약 집단으로서(Kreps & Sparks, 2008), 문화충격 및 

차별과 같은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며(노하나, 2007), 근골격계 질환 및 관절

질환과 우울증 등의 건강문제가 내국인에 비해 빈번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계형 & 

박상민, 2014). 소수자 그룹은 건강정보를 찾는데 소극적이며 건강위험에 노출될 확

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Rooks et al., 2012), 국내 이주민 중 중국 출신

의 이주민들의 경우 특히 불규칙한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 등의 건강위험 행위를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0). 또한, 전국다문

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들의 주관적인 건강 수준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타 국가 출신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윤지원 & 강희선, 2015). 

   건강 관련 삶의 질(Ware, Kosinski & Dewey, 2001)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삶의 질을 말하며, 주관적이며 문화적 배경에 의해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Lee et al.,  

2016).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취약집단의 질병부담 및 건강불평등, 보건의료서비스 요

구도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유용한데(Garcini, Renzaho, Molina, & Ayala, 

2017), 이주근로자의 전반적인 안녕(well-being) 상태와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정도

를 가늠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김신정 등, 2008). 그러나 국내 이주민

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건강 관련 삶의 질 연구는 주로 이주민의 체류자격에만 국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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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을 확인하거나 한두 개 영향요인과의 상관관

계만을 서술한 연구가 대부분인 실정이며,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김신정 등, 

2008). 이주민의 출신국적에 따라 친구 및 이웃관계, 한국생활의 어려움 등 문화적응

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므로(정기선, 2008),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관련 삶의 질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긍정적인 건강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건강증진행위는 건강 관련 삶

의 질의 주요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건강행위 수행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

를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lanchard, Courneya, & Stein, 2008; Bize, Johnson, & Plotnikoff, 2007). 건

강증진행위는 개인적인 특성, 대인관계 및 상황적 요인과 자기효능감을 비롯한 인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Pender, 1996). 특히 건강행위의 장애요인

이나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은 수정이 가능한 변수(modifiable 

variables)로서, 건강증진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Mohamadian et al., 2011).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건강증진행위 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건강증진행위를 매개로 삶의 질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확인되었다(Mohamadian et al., 2011). 건강 관

련 삶의 질 이론모델을 통해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건강 관련 삶의 질은 개인적·환경

적 장애요인, 자원요인, 인지요인과 건강증진행위의 직·간접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

임을 알 수 있다(Stuifbergen, 1995).

   이주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장

애요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인데(Chae, Park, & Kang, 2014; Belizaire & Fuerte, 

2011; 이숙경, 2012; 김신혜, 2016), 이는 이주한 국가에서 적응하는 과정 중에 발

생하는 긴장 또는 스트레스를 말하며, 차별경험, 사회경제적 재원의 부족, 소외감, 의

사소통의 어려움 등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Hovey & Magana, 2002). 특히, 이주근

로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을 본국에 두고 온 경우가 많고, 기존에 일궈진 사

회적 지지의 상실과 더불어 오로지 경제적인 목표에만 몰입함으로서 문화적응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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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Lee, Kim, & Kim, 2009). 그밖에 직무

자율성 결여, 조직 내 관계 갈등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역시 이주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위험을 가해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sai, 

2012). 

   한편, 건강문제를 가진 이주자의 건강증진행위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는 개인의 건강자원을 극대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대표적인 자

원요인으로서, 이주민의 심리적 건강과 안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었는데(Shin, Han, & Kim, 2007), 그 중에서도 지리적인 기반을 두고 조직이나 모

임에의 참여하거나 정보자원에 대한 공유를 통해 특정 지역의 거주자들이 서로 의사

소통하는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연결은 소수 인종 그룹의 건강불평등이

나(Campbell, & McLean, 2002), 건강정보 습득과 문제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Ball-Rokeach, Kim, & Matei, 2001; Kim, Moran, Wilkin,  & 

Ball-Rokeach, 2011). 그밖에, 건강문해력은 건강 관련 지식과 기술, 질환의 관리 

등 다각적인 건강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eWalt, 

Berkman, Sheridan, Lohr, Pignone, 2004; Kim, Lim, & Park, 2015). 뿐만 아니

라 자기효능감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요인으로서, 장·단기 삶의 

질을 일관성 있게 예측하고 건강증진행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Marks & Allegrante, 2005; 정남옥 & 이명하, 2010).

   집단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건강정보의 획득과 공유, 대인간의 네트워크, 건강행

위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나(Cheong, 2007; 정의철, 2013),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획득을 위한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이

나 건강문해력과 같은 건강자원을 포함하여 건강 관련 삶의 질 모델을 제시한 연구는 

이제까지 없었다. 이에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생활하는 이주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건강문해력과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이 이주

근로자의 건강행위 및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탐구해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주근로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 국가 출신에 비해 건강수준이 낮고 건강행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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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출신의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주요 영향요인 및 요인의 

직·간접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

고, 이를 토대로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

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수준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

계를 확인한다.

  2)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실증적 

자료와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3)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들의 직접효과 및 건강증진행위를 매

개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규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주근로자

(1) 이론적 정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타난 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법령정의사

전, 2009).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이주근로자는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한족 및 

조선족) 출신의 이주민 중 경제활동을 통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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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관련 삶의 질

(1) 이론적 정의: 일상생활에서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각 개인의 반응을 표현한 개념으로 전반적인 건강과 관련된 개인 스스로의 평가

이다(Ware et al., 2001).

(2) 조작적 정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Ware 등(2005)의 Short Form 12-item 

version 2 (SF-12v2)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 건강증진행위

(1) 이론적 정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안녕 수준을 높이고 자아실현 및 

만족감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통합된 행위를 말한다(Pender et al., 

2010).

(2) 조작적 정의: 건강증진행위는 Walker & Hill-Polerecky (1996)가 개발한 

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Ⅱ (HPLPⅡ)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 문화적응 스트레스

(1) 이론적 정의: 이주한 사회와의 접촉으로 인한 긴장을 의미하며 언어 갈등이나 차

별경험, 문화적 비친화성에 대한 지각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문화적 자부

심, 가족주의와 같은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을 말한다(Gil, Vega, & Dimas, 

1994).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Alderete, Vega, Kolody, & 

Aguilar‐Gaxiola (1999)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로 측정한 스트

레스 요인 점수를 말한다.

5) 직무 스트레스

(1) 이론적 정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능력이나 바람과 근로자에 대한 요구

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로서, 인간관계 갈등이나 업무

과중, 비합리적 권위문화, 자율성 결여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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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Chang et al., 200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Chang 등 (2004)이 개발한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척도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26 (KOSS-26)로 측정한 직무 스트

레스 요인 점수를 말한다.

6)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1) 이론적 정의: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은 지역 커뮤니티

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개인이 얼마나 지역사회의 스토

리텔러(조직, 미디어, 이웃)와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말한다(Kim & 

Ball-Rokeach, 2006a).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Kim & Ball-Rokeach (2006a)가 개발한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ICSN)

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7) 건강문해력

(1) 이론적 정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 이해, 활용하는 능력을 결

정하는 개인적/인지적/사회적 기술이며, 기능적/상호적/비판적 건강문해력으로 구

성된다(Nutbeam, 2000).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Chinn & McCarthy (2013)가 개발한 All Aspects 

of Health Literacy Scale (AAHLS)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8) 자기효능감

(1) 이론적 정의: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 맞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특정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인지적 자원을 동원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Wood & Bandura, 1989).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Chen, Gully & Eden (2001)이 개발한 일반적 자

기효능감 New General Self Efficacy Scale (NGES)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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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 건강 관련 삶의 질 모형구축에 앞서, 국내 이주근로자의 생

활환경 및 건강 관련 특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을 확인하고, 이주민 집단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이론 모델을 탐색하

기 위한 목적으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1. 국내 중국 이주근로자의 특성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통계청, 2016), 국내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외

국인 142만 5천명 중 근로자는 96만 2천명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27.1%), 방문취업(23.0%), 재외동포(20.7%) 등의 

체류자격을 가지며,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45.9%) 출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베트남(7.4%), 비한국계 중국(6.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

히, 중국 출신 이주민의 취업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성별에 따라서 살펴 보았을 

때에도 남자의 경우 한국계 중국(40.4%)인의 취업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자는 한

국계 중국(56.6%), 비한국계 중국(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근로자들은 수도

권과 동남권의 산업단지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로 경기․인천(41.8%), 서울

(21.5%), 부산․울산․경남(12.7%)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은 수

도권 일대의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에서 밀집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타 국

적 이주근로자의 분포와는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다(박세훈 & 정소양, 2009). 

   이주근로자의 직종은 남성의 경우, 광업․제조업(55.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5.3%), 건설업(12.7%)에 여성의 경우,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39.5%), 사업·

개인·공공서비스업(27.4%), 광업·제조업(26.5%)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들 

중 약 40%는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또는 비임금 근로자였으며, 절반 가량(47.5%)

은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며, 68.9%가 3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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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200만원 미만(48.7%)의 비중이 가장 높

았고, 200만원~300만원 미만(37.9%), 300만원 이상(8.9%)의 순이었다(통계청, 

2016).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 중 조선족은 한국인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언어, 생활습

관 등이 내국인과 비슷하여 문화적·직업적으로 잘 적응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조

선족과 한족 이주근로자 395명의 직업 및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난 바(이금

희, 2008), 한족뿐만 아니라 조선족 이주근로자 역시 한국에서 인종적 차별과 함께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족 이주근로자들의 적응에 가

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한국어 실력으로 나타났으며, 체류기간이 길

어질수록 문화적응 정도는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금희, 2008). 

한족과 조선족의 적응 상 차이를 살펴보면, 한족이 조선족에 비해 대인관계 요구가 

덜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족이 조선족에 비해서 언어문제와 민족문제

에서 더 열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이금희, 2008).

   종합하여 보면, 이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장시간 근로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

활하고 있으며,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을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이주근로자들의 생

활환경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

료된다. 이주가 인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이

주’와 ‘근로’, 그리고 ‘건강’을 주제로 보다 다양한 연구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으므로(Benach, Muntaner, Chung, & Benavides, 2010), 국내 이주근

로자의 건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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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근로자의 건강문제와 건강행위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목표인 건강수명의 연장에 건강형평성이 추가되었고 제 

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다문화집단이 건강관리를 위한 새로운 인구집단으로 

포함되면서(보건복지부, 2011), 이주민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이주민의 건강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간호연

구자 및 실무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주근로자의 

건강상태나 이환질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보건 분야의 공식적·행정적인 통계와 출신

국적에 따른 비교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주영수, 2011). 이로 인해 이주근

로자 전체의 건강수준과 건강문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기존의 선행연

구를 통해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확인된 건강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주자들은 이주 전, 중, 이주 후 여러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하여 내국인 집단에 

비해 신체 및 정신 질환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Zimmerman, Kiss, & 

Hossain, 2011; Bhugra, 2004; Gagnon, Zimbeck, Zeitlin, & ROAM 

Collaboration, 2009). 또한,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 사이에 감염성/만성질환의 발병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낮은 사

회경제적 지위와 부족한 건강자원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활습관 및 행동유형이 집단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대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Nyamathi, Koniak-Griffin, 

& Ann Greengold, 2007).

   설동훈 등 (2005)은 서울·경기 지역 이주근로자 685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

문을 이용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주근로자들이 국내에 입국한 후 앓게 

된 질환의 종류로는 위·십이지장 궤양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고혈압 24.9%, 

알레르기 18.4%, 류머티즘 관절질환 12.7%, 당뇨병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 입국한 후 아팠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1.3%였으며, 아플 때 대처방

법으로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하기 보다는 ‘그냥 약물을 복용한다’가 32.9%

로 제일 많았다.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이유로는‘병원 갈 시간을 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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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료비가 비싸다’로 나타났다. 이주근로자들의 무료진료소 이용률(19.1%)이 

높았는데, 만약에 무료진료소가 폐쇄될 경우에는 ‘병원을 이용 하겠다’가 30.8%, 

‘생각조차 할 수 없다’가 29.8%, ‘약국을 이용 하겠다’ 19.2%의 순서로 응답하

였다. 건강행태 조사 결과, 이주근로자의 흡연률은 23.7%로 나타났는데 당시 우리나

라 성인 남성의 흡연률 47%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았고, 음주율(소주 59.1%, 맥주 

55.6%)은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설동훈, 홍승권, 고현웅, & 김인태, 

2005). 또한, 이주근로자는 강도 높은 육체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흔하며, 위, 십

이지장 궤양, 고혈압, 알레르기, 관절질환, 당뇨병, 협심증의 빈도가 높고, 정신분열증, 

우울증은 한국인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계형 & 박상민, 

2014).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이주근로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

과(정기선 등, 2013), 응답자의 약 65%가 자신의 건강이 ‘좋다’(평균 3.90점)라

고 응답하였고, 건강문제 발생 시 대처방법으로는 64.5%가 주변 의원, 약국, 종합병

원, 보건소 등 건강 관련 기관에 간다고 응답하였고 건강보험 가입률은 88%였다. 이

주근로자들은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문기관 이용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4년

차 이후부터는 오히려 전문기관 이용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고, 아플 경우 본국에서 

가져 온 약을 복용하면서 참는 경우가 늘어났다(정기선 등, 2013). 조선족 이주근로

자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관적인 건강평가가 낮아지고 건강관리의 어

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기선 등, 2013). 

   이주민은 비교적 젊은 인구집단이면서 건강한 상태에서 이주하기 때문에 입국초기

에는 내국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건강한 이주자 효과 (healthy 

immigrant effect)’에 따라 이들의 건강상태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McDonald, & Kennedy, 2004). 실제로, 국내 체제 기간이 평균 7.5년인 

조선족 중년여성은 동일한 연령과 교육수준에 있는 내국인 중년 여성에 비해 10년 

후 심혈관 위험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건강한 이주자 효과’를 지지하였다 

(Lee, Cho, Kim, & Kim,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나타나는 건강문제

는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이주민은 대체로 높은 우울증 유병률을 보였는



- 11 -

데, 우울증 자가진단(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for Depression Scal: 

CES-D)을 사용하여 감별한 결과,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26.9%가 우울집단에 

속하였다(양옥경 & 김연수, 2007).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한 연구에서 중국동포 

이주근로자의 약 3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였고(Lee, Ahn, Miller, Park, & Kim, 

2012), 다양한 국적의 이주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25.2%가 우울 증상이 있었으며, 불

법 체류자(32.8%)의 경우에는 우울 증상이 더 흔하였다(이선웅 등, 2009).   

   World Health Organization statistical profile (2015)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중

국 성인의 사망 원인을 비교해 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중국인의 사망원인 1위가 

뇌졸중(23.7%), 2위가 허혈성 심장질환(15.3%)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 사망원

인 1,2위와 순서는 같지만 발생 비율이 각각 10.5%, 7%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

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뇌졸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은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

는 만성질환으로서, 건강생활습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과 비교하였을 때, 중국인 성인 남성의 음주율은 10.9%로 한국인 남성의 음주율 

21% 보다는 낮은 반면, 흡연율은 47%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흡연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남성 49%)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 지역 

중국 출신 이주 여성들은 동일한 연령대의 내국인 여성들과 비해서 신체활동량이 적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활동량을 보인 중국 이주민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성혜 & 이현경, 2013). 금연, 적당한 음주, 신체

활동, 식이 등의 생활습관 변화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미치는 기여도는 50~80%

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Knoops et al., 2004), 중국 출신의 이주근로자를 대상

으로 건강행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건강행위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

료 전문가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국 이주민들은 베트남 이주민에 비

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약 2.5 배 더 높았며, 우울한 경우에는 우울하지 않은 대상

자에 비해 식사를 거르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등의 건강위험 행위를 보다 더 잘 하였

다(Kim, Yang, Chee, Kwon, & An, 2015). 결혼이주 여성의 출신 국가에 따른 건강

행위를 비교한 연구에서 중국 출신 이주민들은 타 국가 출신에 비해 흡연 및 음주의 건강



- 12 -

위험 행위를 더 많이 하였고 일주일 동안 한 차례도 운동을 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비율

이 7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0). 또한,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

사 결과에서 이들의 주관적인 건강 수준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타 국가 출신

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윤지원 & 강희선, 2015). 

   종합하여 볼 때, 국내에서 생활하는 중국 이주민은 이주민 집단 중에서도 건강위

험에의 노출 정도가 높은 반면, 건강위험 요인의 예방 및 관리 행위는 미흡한 건강 

취약집단임을 시사한다.  

3.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1) 건강 관련 삶의 질 수준

   건강 관련 삶의 질은 건강에 초점을 둔 삶의 질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평가를 말하며, 인구집단의 건강수준을 이해하는데 활용된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0).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전문

가들마다 조금씩 견해의 차이가 있으며 아직까지 합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삶의 질에 

대한 다차원성, 주관성이란 특성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Ferrans, Zerwic, Wilbur,  

& Larson, 2005). 최근에는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건강 관련 삶의 질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고, 일상적이고 정신적인 안녕상태를 통해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려는 

시도들도 있다(Shin, 1998; 김신정 등, 2008). 이주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그들

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안녕(well-being)상태를 파악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신정 등, 2008). 

   같은 이주민 집단이라도 출신국가에 따라 건강 관련 삶의 질은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과 한국 출신의 이주민은 같은 연령대의 미국 이주민에 비해 건

강 관련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그 중 중국 이주민이 한국 이주민보다도 더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았으며, 이들의 부족한 영어구사 능력은 낮은 건강 관련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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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로 이어진다고 보고되었다(Mui, Kang, Kang, & Domanski, 2007). 현재 국내에

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건강 관련 삶의 질 연구는 이주근로자(김신정 등, 

2008; 김신혜, 2016), 결혼이주 여성(김연희 & 서영준, 2014; 서민숙, 박경숙, 박형

무 & 박현옥, 2013; 이경혜 & 김경원, 2011; 정다와, 2013), 외국인 유학생

(Bhandari, 2012) 등과 같이 이민자의 체류신분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며, 출신국가나 민족에 따른 비교 연구나 동일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 집

단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국내 이주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보고를 살펴보면,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1~10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6.6점으로 나타나 중

간정도의 삶의 질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이숙경, 2012), 이주근로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100점 만점에 평균 61.09점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표준 삶의 질을 

WHOQOL-BREF으로 측정한 86.13점(100점 만점)과 비교하여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신정 등, 2008). 중국 이주민 중 조선족(평균연령 50대)에 국한하여 

조사 한 이민혜 등 (2013)의 연구결과, 조선족 이주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질환

이 있는 내국인의 삶의 질보다는 높은 반면, 외국인 유학생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

었다. 

   소수의 국내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내

국인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관련 연구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출신국적별 비교가 이뤄지지 않

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제한

점이 있다. 건강 상 여러 취약점이 있는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련 

삶의 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겠다.

2) 영향요인

   이주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연구동향 및 주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고찰

하기 위해,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최근 10년 이내(2007년~2016년)의 연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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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체계적인 방법으로 검색하였다<Figure 1>. 국외 데이터 

베이스 Ovid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 3곳과 국내 데이터베이스 

RISS, KoreaMed, DBpia 3곳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국외 연구의 경우 peer-review를 통해 저널에 출간된 연구를 검색하였고, 국내 

연구의 경우 이주자 대상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연구가 매우 소수인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 저널에는 출간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만 공개된 학위논문 연구까지 모두 포함

하여 검색하였다. 국외 문헌의 경우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ND 

(immigrant OR migrant OR "ethnic minority" OR "labor migration" OR 

"migrant worker" OR "minority group" OR nationality OR "foreign worker" OR 

ethnic OR "cross cultural" OR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의 검색어 

조합을 이용하였으며, 국내 문헌의 경우 이주근로자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민까지 범

위를 넓혀 {(”건강 관련 삶의 질“) AND (이주 OR 이민 OR 외국인 OR 이주근로

자 OR 이주근로자 OR 외국인 노동자 OR 결혼이주 OR 결혼이민 OR　다문화가정)}

의 검색어 조합을 이용하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연구나, 구강 건강 관

련 삶의 질에만 국한된 연구, 삶의 질 측정도구를 타 문화권으로 번안하면서 타당도

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초록만 게재한 연구나 동물실험 연구는 제외하였다. 검색된 

문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 후 중복된 문헌들을 제거하였는데, 중복 문헌에 대한 탐

색은 문헌관리 데이터베이스인 EndNote를 활용하여 일차적으로 시행한 후 수기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중복된 문헌을 제거한 후 연구제목과 초록, 본문 순서로 검토

하여 이주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보고한 문헌이 맞는지 확인하였다.

   국외 데이터베이스인 Ovid MEDLINE을 통해 522편, EMBASE를 통해 651편, 

Cochrane library를 통해 76편,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RISS를 통해 138편, 

KoreaMed를 통해 7편, DBpia를 통해 16편이 검색되었다. 국외 연구 총 384편, 국

내 연구 총 41편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배제하였다. 나머지 편을 중심으로 연

구의 제목과 초록을 고찰한 결과, 건강 관련 삶의 질과 관련 되지 않은 연구, 구강 건

강 관련 삶의 질에만 국한된 연구, 삶의 질 도구를 타문화권 도구로 번안하거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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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이주자가 대상이 아닌 연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이

를 일차적으로 제외하였다. 

   총 57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본문을 고찰한 결과, 초록만 게재한 연구, 종속변수가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아닌 연구, 삶의 질 수준만을 보고하고 영향요인을 파악하지 않

은 연구, 미취학 아동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주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

한 의미를 탐색하는 질적 연구 등이 있어 이를 제외하고 총 37편을 선정하여 연구 

설계, 연구대상, 주요 변수 및 결과에 대해 정리하였다<부록 1>. 이 외에도 일반 근

로자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규명한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 요인을 고찰 하였다.  



선별대상 문헌 수 (n=57)

- 국외 (n=38), 국내 (n=19) 

선정대상 문헌 수 (n=37)

- 국외 (n=22), 국내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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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확인된 문헌 수 (n=1,415)

- 국외 (n=1,249), 국내 (n=161) 

중복제거 후 

남은 문헌 수 (n=985)

- 국외 (n=865), 국내 (n=120) 

Figure 1. Flow diagram of literature screening

국내 DB 

- RISS (n=138)

- KoreaMed (n=7)

- DBpia (n=16)

국외 DB 

- Ovid Medline (n=522)

- Ovid EMBASE (n=651)

- Cochrane library (n=76)

제목과 초록 고찰 후 

제외된 문헌 수 

(국외: n=827, 국내: n=101) 

- 건강 관련 삶의 질 연구 아님   

  (국외: n=415, 국내: n=20)

-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국한 

  (국외: n=15, 국내: n=6)

- 도구 개발, 번안, 타당도 검증 

  (국외: n=72, 국내: n=0)

- 이주자 대상 연구 아님(인종/ 민족 

   간 비교 연구) 

  (국외: n=325, 국내: n=66)

- 이주자 지원정책 관련 연구 

  (국외: n=0, 국내: n=6)

- 연구 동향 탐색, 중재연구 메타분석

  (국외: n=0, 국내: n=3)

본문 고찰 후 제외된 문헌 수 

(국외: n=16, 국내: n=4)  

- 초록만 게재 

 (국외: n=2, 국내: n=1) 

- 종속변수가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아님

 (국외: n=0, 국내: n=2) 

- 삶의 질 질적 의미 탐색

 (국외: n=2, 국내: n=1)

- 삶의 질 영향요인 보고 없음

 (국외: n=5, 국내: n=0) 

- 국가 간이 아닌 도농간 이주

 (국외: n=6, 국내: n=0) 

- 아동 대상

 (국외: n=1, 국내: 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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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은 이전의 가치를 새로운 가치로 대치하는 문화적 동화과정이 아닌, 주류

문화에서 경험한 스트레스에 따라 끊임없이 양쪽 문화의 요구를 선택하고 수정하는 

통합적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한종완, 2011).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긴장 또는 스트레스를 말하는데, 문화적응 단계, 문화적

응 유형, 차별, 사회경제적 재원의 부족, 소외감,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사

회의 가치, 관습, 규범, 전통, 사회적 기준 등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Hovey & 

Magana, 2002).  

   체류 외국인 실태조사(정기선 등, 2013)에서 이주근로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

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4.5%로 나타났으며, 차별 경험이 

가장 심한 곳은 ‘직장/일터’(4점 척도, 평균 2.32점)였다. 차별에 대한 경험은 스

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신체적, 심리적, 행위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약물 남용, 

우울, 고혈압 등의 건강수준 및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Otiniano & Gee, 2012). 또한, 이주민은 문화적 변화 과정에서의 심리적 스트레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서도 삶의 질 저하가 나타난다고 하였다(Yang & 

Wang, 2011a; Chae et al., 2014).  

   이주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연령이 낮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

무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는 장기간 근로하거나 임금체불과 이직경험이 없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화, 2005). 사회적 지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가족의 지

지, 동족 집단의 지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공공기관의지지 모두 문화적응 스트레

스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지기관의 종류를 막론하고 이

주근로자가 지각하는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김선화, 2005).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근로자들의 정신건강에 주요한 영향력

을 미치는 요인으로(김신혜, 2016), 자기효능감 등의 인지적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

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Lee, Yom, Chang, 2011; Belizaire & Fuerte, 2011; 김신혜, 2016). 이숙경

(2012)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건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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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직접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외로움과 우울을 매

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 여성

만으로 조사된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정

신건강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보고되었다(Chae et al., 2014).

 (2) 직무 스트레스  

   이주근로자들은 스트레스 요인은 언어와 문화적응의 어려움과 낮은 사회적 지지, 

사회적·인종적 차별 외에도 근로자라는 특성 상 직무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

(이선웅 등, 2009). 이들은 대부분 영세 소규모, 고강도 노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데(정기선 등, 2013), 경기지역 이주근로자 48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직무자

율성 결여, 관계갈등, 조직체계 항목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이며, 노동자들이 

의사결정권이 약하고 비전문적인 업무(직무자율성 결여), 회사 내 상사와 동료 간의 

도움과 지지의 부족(관계갈등) 및 조직 내의 비합리적인 의사소통 구조(조직체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웅 등, 2009).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건강의 위험인자로 우울증상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며(이선

웅 등, 2009), 심리적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Zhang, Zhang, & Sun, 2017) 또한, 타이완의 화이트 칼라 직종의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음주량이 늘어나고 혈중지질 

농도의 증가, 경부 통증 발생 등 신체적 증상과 더불어 수면 장애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SF-12로 측정한 건강 관련 삶의 질 수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sai, 2012).

(3)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이주민들은 이주한 국가의 전반적 시스템과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그들에게 필요

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요구를 해

결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정보부족의 문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Caidi, All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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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rke 2010). 미국에서는 소수인종 집단이 건강정보를 찾는데 보다 소극적이며 

건강과 관련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Deering & Harris 

1996; Rooks et al., 2012), 캐나다에서는 이민자들이 비이민자에 비해 의료이용이 

불충분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곳을 알지 못하는 등 건강정보 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u, Penning, & Schimmele, 2005). 한 집단의 건강증진을 위

해서는 건강정보의 획득과 구성원 간의 공유, 대인간의 네트워크, 건강행위의 변화 촉

구가 중요하다는 점(Cheong, 2007; 정의철, 2013)에서 국내 이주민의 지역사회 스

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연결 정도는 어떠하며, 건강행위를 통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조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이론의 주요개념인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

합적 연결성’(Integrated Connectedness to Community Storytelling Network, 

ICSN)은 지역사회 수준의 의사소통 자원의 규모, 분포, 상호연결성을 포괄하는 개념

으로서, 개인이 지역사회의 중심적 스토리텔러인 지역 미디어, 지역 단체, 그리고 지

역민과의 네트워크에 얼마나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말하며, 지역사회 스토리

텔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습득의 여부는 지역사회 참여와 문제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all-Rokeach et al., 2001). 이주민처럼 소수집단 구성원들이 다

양한 의사소통 자원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주류 사회에 대한 정보를 구조

적으로 획득하는 것은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Kim & Ball‐Rokeach, 2006a; 

Kim & Ball‐Rokeach, 2006b), 건강정보의 습득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

다(Kim et al., 2011). 

   국내 조선족 이주민 대상의 연구결과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접촉빈도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이민혜 등, 2013). 건강증진

을 위해서는 건강정보 공유와 생활습관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대상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Beaudoin, 

Thorson, & Hong, 2006)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

지는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기여

한다는 점(Stephens, Rimal, & Flora, 2004)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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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는 이주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서 넓혀 사회적 네트워크를 고찰한 결과, 이주한 

국가에서 맺어진 모국인과의 관계는 강력한 지지자원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적응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정진경 & 양계민, 2004). 노유성(2004)이 국내 이

주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모국인 친구와의 연결망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나, 모임/단체의 참석 여부나 한국인 친구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윤호 

(2006)의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친구가 있고, 베트남인과 비공식적인 유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 중 조선족 이주민들은 한국으로 이주한 후 혈연적 민족적 동질성을 바

탕으로 독특한 모국인 집거지역을 형성하며 생활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영민 등, 

2014). 이주자 집거지역의 형성은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이웃 간 네트워

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이주자들의 초기 정착비용의 감소와 사회경제 

활동의 촉매제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이영민 등, 2014). 그러나 국내 중국 출신의 이주민들이 집거지를 형성하며 상

호간 네트워크를 맺는 특성이 이들의 건강행위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한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통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실태조사(정기선 등, 

2013)에서 나타난 바 이들의 95%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82%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카카오톡 또는 페이스북 

등의 SNS를 포함하여 문자메시지 사용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5%가 비교

적 자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은 주로 모국인이었다. 이주근로자들의 사회적 관

계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친구관계, 이웃관계, 모임 및 단체 참여, 사회적 지지망에 대

한 조사 결과, 이주근로자들이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가까운 모국인 친구 수는 

평균 약 5명, 한국인 친구 수는 평균 약 1명으로 나타나 이주근로자의 친구관계는 모

국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정기선 등, 2013). 특히, 조선

족의 경우 관계망이 더 좁고 폐쇄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모국인 친구 수의 평균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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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이주근로자 전체 평균보다 더 적었고, 모임에 참여하는 정도도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정기선 등, 2013). 

(4) 건강문해력

   Nutbeam (2000)은 건강문해력을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정보를 획득·이해·
활용하는 능력을 결정하는 개인적/인지적/사회적 기술로서, 기능적/상호적/비판적 건

강문해력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건강문해력은 단순히 서면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기능적인 능력을 넘어서 건강정보 요구를 인식하고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며, 건강정

보의 품질과 자신의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평가하고 올바른 건강결

정을 내리게 하는 자원으로 작용한다(Schloman, 2004). 

   반면에 건강문해력이 낮은 노인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에의 접근과 건강불평들이 

야기되며, 건강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적절하게 내리지 못하고(Sudore et al., 

2006), 의료지식 부족은 의료서비스를 잘못 이용하거나 지나치게 자주 이용하게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olf, Gazmararian, & Baker, 2005; Baker et al., 2007). 

건강문해력이 낮은 이주민 역시 암 검진 등의 예방적 건강행위를 잘 수행하지 못하며

(Shaw et al., 2009), 우울 수준이 높고(Coffman & Norton, 2010),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질 역시 떨어지는 것(이수현, 2012)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민자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와 언어능력이 낮은 상태에서 입국하며(정남옥 & 이

명하, 2010) 그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데, 실제로 국내 결혼이주여성을 대

상으로 한 연구결과, 의료기관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의 어려

움’으로 보고되었다(김혜련 등, 2008; 양숙자, 2010).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료정보 문해력이 낮으면 건강증진행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영향

을 미쳐 건강문제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이정미 & 이은주, 2013). 

   양숙자 등 (2014)이 조선족과 다른 출신국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시행한 결과, 조선족 이주 여성의 건강문해력이 타 국가 출신에 비해 높았으며, 한국

어 능력이 우수하고 한국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문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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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도 건강문해력은 건강성과와 관련이 있음

이 일관되게 확인되었고(Berkman, Sheridan, Donahue, Halpern, & Crotty, 

2011),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건강문해력의 향상되면 질병 관련 지식, 건강생활습관, 

예방적 건강행위를 증진시킴으로 건강성과에 긍정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고되었다

(DeWalt et al., 2004).

 

(5)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는 확신’으로 정의된다(Bandura, 1977). 행동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현재의 행동이 자신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느끼고, 특정 행동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값진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

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건강 관련 행위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이다(Schwarzer, 2014). 

   자기효능감은 저임금, 소수자 집단에서 증상의 조절이나 약물이행, 운동, 식이 등

의 건강행위와 더불어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Walker et al., 2014).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당뇨

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 행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Hankonen, 

Absetz, Haukkala, & Uutela, 2009). 만성질환자들은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수적인데, 생활습관의 성공적인 변화의 일부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자기 효능감은 질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적을수록, 질병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Bonsaksen, 

Lerdal, & Fagermoen, 2012).

   국내 결혼이주여성 연구에서 역시 자기효능감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자기효능감은 이주 상황에서 발생하는 적응과 관련

된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자원으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Yoo, Kim, 

& Kim, 2012). Pender (1996)의 건강증진모델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

성의 건강증진행위와 건강 관련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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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행위의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박현옥, 2014; 정남옥 & 이명하, 

2010). 또한, 일본 출신의 결혼이주 여성(최지현, 2011)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명애, 이명선, 최정안, 신기수, 2012)에서도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시 자기효능감은 건

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경로가 확인되

었다(이복임 & 정혜선, 2011).

(6) 건강증진행위

   Pender 등 (1996)은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건강성과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건강증

진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건강증진행위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매개하는 주요한 요인

으로 건강행위를 잘 하면 기능의 강화 더불어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

였다(Stuifbergen, 1995). 건강행위는 건강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서 삶의 질을 평

가 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항목으로 보고되었다(서민숙 등, 2013 재인

용).

   바람직한 건강행위는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최종적으로 삶의 질

을 높이는데 기여하는데,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행위와 삶의 질을 연구한 서

민숙 등 (2013) 등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하고 저염식이를 할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랑스에서 이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흡연이나 음주, 약물 남용, 비만과 같은 건강 위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성별

을 보정한 상태에서도 삶의 질(WHOQOL-Bref을 사용하여 측정한 4가지 영역:　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 관계, 생활환경)이 낮은 그룹에 속하게 될 비율이 증가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Baumann, Chau, Kabuth, & Chau, 2014). 반면, 박현옥(2014)의 

연구에서는 건강행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 다양한 국내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와 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관

계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신체활동이나 식이와 같은 건강행위는 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위변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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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에 기여함과 동시에 질병을 예방하

고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CDC, 2014), 국내 중국출신 

이주근로자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건강증진행위를 포함하여 연구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종합하여 볼 때,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들

에서 나타난 바, 이주민이라는 취약성과 근로자라는 특성을 모두 가지는 이주근로자

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는 직무 스트레스(Tsai, 2012), 문화적응 스트레스(김정식, 

2015;  이숙경, 2012)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김정식, 2015; 서민

숙 등, 2013; 정자경 & 박연환 2012), 건강문해력(DeWalt et al., 2004), 자기효능

감(Yoo et al., 2012), 건강증진행위(서민숙 등, 2013)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주요한 매개요인으로서 건강행위는 건강

문해력(Shaw et al., 2009; Shaw et al., 2012), 사회적 지지(정자경 & 박연환 

2012), 자기효능감(박현옥, 2014; 정남옥 & 이명하, 2010)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은 국내 거주 

이주민을 대상으로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 바 없으나, 사회적 

네트워크 중 접촉빈도가 조선족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이민혜 등, 

2013), 참여하는 모임의 수가 각각 문화적응 스트레스(이윤호, 2006) 및 우울(Kim, 

2012)과 건강행위(박현옥, 2014)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포함하여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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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 관련 삶의 질 모델

   건강 관련 삶의 질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이론 모델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이론의 명확성, 범위, 유용성, 차별성 등을 평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Bakas et al., 2012), 자주 사용되는 이론 모델은 Wilson & Cleary (1995)의 모

델(1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WHO-ICF) 모델(5%), Wilson & Cleary 모델

을 수정·보완한 Ferrans 등 (2005)의 모델(4%) 순으로 나타났다. 총 1,602 편의 

논문 중 최종적으로 선택된 23편의 논문에서 Wilson & Cleary 모델은 14편, 

WHO-ICH 모델은 4편, Ferrans 등의 모델은 3편의 연구에서 이용되었고 나머지 2

편은 2개의 이론을 병용하여 활용하고 있었다(Bakas et al., 2012). 이 중 3편만이 

특정 질환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노인 1편, 출산부 1편, 의료인 1

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Bakas et al., 2012). 

   보건의료 분야에서 높은 빈도로 활용되는 Wilson & Cleary나 Ferrans 등의 모

형은 임상적인 증상, 기능적 장애, 의학적 검사나 신체사정을 통한 생물학적 인자를 

주요 개념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질환(예: 심부전, 에이즈 등)을 가진 대상

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연구의 개념적 기틀로 주로 활용되었다. WHO-ICF 모델의 

경우, 신체 구조와 기능, 환경적 요인 등 광범위한 요인을 다루므로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에서 가설 생성하고 검증하는 연구보다는 분류의 틀로서 주로 고찰(review)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주 근로자라는 특성 상 특정 질환을 가진 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델 보다는 이주민의 생활환경적 특성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설

명하는데 보다 적합한 이론적 기틀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Stuifbergen (1995)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모델(conceptual model of 

health promotion and quality of life)은 건강 관련 삶의 질을 건강증진행위에서 이

어지는 결과로 보았고, 개인적·환경적 자원요인과 장애요인을 삶의 질의 중점 요소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앞서, 이주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서 확인된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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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Stuifbergen (1995)의 모델을 통해 이주근로자의 건강 자원요인과 장애요인으

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Stuifbergen (1995)의 모델은 크게 선행요인

(antecedents), 건강행위(health behaviors), 건강결과(outcomes)의 주요 개념과 

맥락적 요인(contextual factor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맥락적 요인은 선행요인, 건

강행위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선행요인은 건강행위를 매개로 궁극적

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나타나 있다<Figure 2>. 맥락적 요인은 인구

학적 특성(연령, 성별, 교육수준, 고용상태 등)과 질병관련 특성(질병의 심각성과 질

병 기간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요인들은 모델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Stuifbergen & Rogers, 1997). 

   모델의 1단계에 속하는 선행요인은 장애요인(barriers), 자원요인(resources), 인

지요인(perceptual factors)으로 나누어지는데, 장애요인은 개인의 건강증진행위 수

행 시 나타나는 어려움이나 불편감, 비가용성에 대한 지각으로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인의 내적 요인, 대인관계 요인, 환경적 요인을 의미하

며, 여기에는 시간제약과 비용, 의료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 등이 포함된다

(Stuifbergen, 1995). 자원요인은 건강증진 행위를 촉진하여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

을 주는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스트레스의 매개와 완충 효과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인 지지 자원과 경제적 자원으

로서의 수입 등을 포함한다(Stuifbergen et al., 1997). 인지요인은 건강증진행위를 

시작하려는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 건강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며, 

선행요인(장애요인, 자원요인, 인지요인)은 모델의 2단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보았다(Stuifbergen, 1995).

   모델의 2단계에 해당하는 건강증진행위는 선행요인과 삶의 질 간의 매개요인으로

서, 결과적으로는 만성질환자들이 변화된 생활양식에의 적응, 적절한 건강유지, 가능

한 최상의 기능을 돕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Stuifbergen, 1995). 모델의 3

단계는 건강결과이자 핵심개념인 삶의 질에 해당하며, 이는 안녕(well-being)에 대

한 개인의 의식, 건강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다. 선행연구에서 건강증진

행위와 자원요인의 점수가 높고 질병정도와 장애요인의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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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높게 나타났다(Phillips, 2005; Stuifbergen, 1995). 

   Stuifbergen은 후속연구(Stuifbergen, Seraphine & Roberts, 2000; 

Stuifbergen, Seraphine, Harrison, & Adachi, 2005)를 통해 선행요인이 건강증진

행위를 매개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 제시한 것에서 

나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added by Stuifbergen et al. (2000, 2005)

Figure 2. Conceptual model of health promotion and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chronic and disabling conditions by Stuifbergen & Roger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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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념적 기틀과 연구가설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Stuifbergen (1995)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에 대한 개

념모델과 이주민의 건강증진행위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보고한 문헌들을 

종합하여 도출하였다. <Figure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선행요인, 건강행위 및 건강결과로 구성되었으며, 선행요인은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

치며, 건강결과인 삶의 질은 선행요인 및 건강행위와 맥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나

타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선행요인 중 장애요인은 건강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인의 내적요인, 대인

관계 및 환경적 요인을 말하며, 이것을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보았다. 미국에서 

이주근로자의 주요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원(psychosocial stressors)이 무엇인지를 

보고한 선행연구(Magana & Hovey, 2003)에서 직무 스트레스 관련 요인들(엄격한 

직무요구, 예측 불가능한 업무, 강한 강도의 육체노동, 고용주의 착취)과 문화적응 스

트레스 관련 요인들(언어장벽, 차별경험, 불법체류 상태, 가족/친구와의 이별, 새로운 

환경에 대한 문화적응)이 이주근로자의 스트레스 종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한 스트레스원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및 건강행위의 

장애요인에는 주요 스트레스원에 해당하는 직무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포함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아

닌 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였다.

   자원요인은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요인을 말한다. 사회

적 네트워크는 스트레스원의 감소와 건강행위 및 건강수준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Heaney & Israel, 2008), 건강의 자원요인으로 포

함하였다. 또한, 개인의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된 건강문해력은 단순히 

서면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기능적인 능력을 넘어서 건강정보 요구를 인식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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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탐색하며, 건강정보의 품질과 자신의 특정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올바른 건강결정을 내리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한다(Schloman, 2004). 건강문해력은 

인지 및 사회심리적 요인을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 환자역할 수행, 질병관리 행위 등 

건강행위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자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Volandes et 

al., 2008). 이에 자원요인으로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미디어 이용, 지역사회 

조직 참여, 이웃과의 대화 정도)를 통한 지역사회 스토레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건강문해력(기능적 문해력, 의사소통 문해력, 비판적 문해력)을 포함하였다.

   인지요인은 건강증진행위 수행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특성으로 자기효능감

을 말한다. 이주민의 맥락적 요인은 이주민의 낮은 건강수준 및 건강 불평등과 이주

민의 건강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Lorant, Van Oyen, & 

Thomas, 2008), 선행요인 및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

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교육, 소득, 결혼상태)과 이민관련 특성(출신민

족, 한국거주 기간), 직무관련 특성(직종, 현 직장 근무경력, 주당 근무시간, 사업장 

규모), 건강 관련 특성(질환의 종류, 투약여부)을 포함하였다.



- 30 -

Figure 3.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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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4>.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개념적 

기틀을 바탕으로 외생변수에는 모형의 1단계에 해당하는 선행요인을, 내생변수에는 

모형의 2, 3 단계에 해당하는 건강증진행위와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설정하였다. 

Figure 4. Hypothetical model 

 가설 1.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직무 스트레스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건강문해력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자기효능감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건강증진행위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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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국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근

거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과 가설을 검증하는 서술적 구조방정식 모형구축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의 이주근로자를 표적모집단으로 

하고 서울시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이주근로자를 근접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Ÿ 18세∼60세의 성인 남녀

Ÿ 우리나라의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기준일 수(91일)에 따라,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 중인 중국(한족 및 조선족) 출신의 이주민

Ÿ 경제활동을 통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근로자

Ÿ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중국어 또는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읽고 응답하는데 무

리가 없는 자

Ÿ 하나 이상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무료진료소 및 보건소를 내원한 자

Ÿ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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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자 제외 기준

Ÿ 외국인 유학생

Ÿ 관광 및 여행의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을 통

하여 수입을 얻는 자

 3) 대상자 수 산출 근거 

   구조방정식 모형에 요구되는 대상자 수는 표본추출 오차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모

델의 크기와 관계없이 표본의 크기가 200∼400개가 적당하다는 근거(우종필, 2012)

와 측정변수 당 15배의 표본크기가 필요하다(Stevens, 1996)는 근거에 기초하여 최

소 200명을 대상으로 하되, 이주근로자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불성실한 응답률 약 

20%를 고려하여(이선웅 등, 2009), 총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목표로 하는 모형 적합도(RMSEA)를 이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하는 방법

(Kim, 2005)에 따라서도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 수로 볼 수 있다.

RMSEA = 0.05, 자유도 = 71 (관측변수의 수×(관측변수의 수+1)/2 – 
parameter의 수 = 15×16/2 – 49 = 71), 유의수준(α) = .05, 검정력(1-β) 

= 80%로 설정하여 계산된 적정표본 크기는 198.17명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이며, 건강 관련 삶의 질 12문항, 건

강증진행위 51문항, 자기효능감 8문항 등 총 1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Table 1>. 

연구도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되, 도구개발자의 승인을 얻어 한

국어(조선족 대상) 및 중국어(한족 대상)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미 중국어 및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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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도구명 및 내용 출처

문

항

수

개발 

당시

신뢰

도 

계수

본 

연구

신뢰

도 

계수

선

행

요

인

장

애

요

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Acculturation Stress Scale

⦁영역: 차별경험, 언어갈등, 

법적지위

Alderete 

등 (1999)

13 .65

~

.79

.90

직무 

스트레스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26 (KOSS-26)

⦁영역: 물리적 환경, 

직무환경(직무요구, 직무자율 

결여,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Chang 등 

(2004)

26 .93 .76

자

원

요

인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

의 통합적 

연결성

⦁Integrated Connectede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영역: 지역사회 단체/모임 참여, 

미디어 이용, 이웃간의 대화 

Kim & 

Ball-Roke

ach 

(2006a)

4 - -

국어 버전으로 번역되어 발표된 도구가 있는 경우에는 번역한 연구자의 승인을 추가

로 얻은 후 연구에 사용하였다. 중국어 및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도구는 위원회 번

역법(committee method)에 따라 번역하였다(Furukawa, Driessnack, Colclough, 

2014). 1단계는 선번역 단계인데, 영어/중국어에 능통한 번역가 2인과 영어/한국어에 

능통한 번역가 2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번역초안을 작성하고, 연구자 및 번역가가 함

께 번역의 차이를 확인한 후 서로의 동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2단계는 전

문가 검토 단계이며, 영어 도구에서 한국어 도구로 번역한 도구의 적절성은 간호대학 

교수 1인이 검토하였으며, 영어에서 중국어 도구로의 번역 적절성은 간호학 석사학위

를 취득한 중국인 1인이 검토하였다. 3단계는 예비조사 단계로, 중국 이주민 20명(한

족 10명, 조선족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항이해도와 설문 응답 

소요시간 등을 확인한 후 최종번역본을 완성하고 이를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Table 1. List of Survey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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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해력 ⦁All Aspects of Health 

Literacy Scale (AAHLS)

⦁영역: 기능적/의사소통/비판적 

건강문해력

Chinn & 

McCarthy 

(2013)

13 .74 .78

인

지

요

인

자기효능감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NGSE)

Chen 등 

(2001)

8 .85 .83

건

강

행

위

건강증진행위 ⦁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Ⅱ(HPLPⅡ)

⦁영역: 건강 책임, 신체활동, 영양, 

영적 성장,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Walker 등 

(1996)/

정남옥 & 

이명하

(2010)

52

/

51

.94

/

.93

.94

건

강

결

과

건강 관련 

삶의 질

⦁Short Form 12 version 2 

(SF-12v2)

⦁영역: 신체적, 정신적 건강

Ware 등 

(2005)

12 .81

~

.89

.87

일

반

적 

특

성

인구학적 특성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여부, 동거형태, 의료보험 

여부

- 16 - -

이민관련 특성 ⦁출신민족, 한국 거주기간
직무관련 특성 ⦁직종, 현 직장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사업장 규모
질병관련 특성 ⦁질환종류, 이환기간, 투약여부 등

총 143문항/ 소요시간 약 20-30분

1) 내생변수 측정도구

(1)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 관련 삶의 질은 Ware 등(1996)이 개발한 Short Form 12의 두 번째 버전

인 SF-12v2의 한국어 및 중국어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Ware et al., 2005). 

본 도구는 총 12문항이며,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신체적, 정신적 영역으로 나누어 측

정한다. 신체적 건강지수(Physical Components Summary, PCS)는 신체적 기능

(Physical functioning, PF)과 신체적 역할제한(Role Physical, RP), 통증(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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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 BP), 일반적 건강(General Health, GH)의 4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고, 정

신적 건강지수(Mental Components Summary, MCS)는 정신 건강(Mental Health, 

MH), 감정적 역할 제한(Role Emotional, RE),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ing, 

SF), 활력(Vitality, VF)의 4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는 SF-12v2 스코어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 문항에 

따라‘나쁘다’, ‘전혀 없었다’ 등의 가장 나쁜 내용에 1점,‘최고로 좋다’, ‘항

상 그랬다’등의 가장 좋은 내용에 3~5점을 부여한 후, 각각의 영역별 문항을 합산

하여 8개 하위영역의 점수를 0∼100점의 T-score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normed based scoring (NBS) 방식으로 PCS와 MCS의 총점을 구하였다. NBS는 

2009년 미국 일반시민의 수준(평균 50, 표준편차 10)을 기준으로(Ware et al., 

2010), 연구대상자의 상태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Maruish, 2012).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좋은 것을 의미하며, 통증

영역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적어 건강수준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측정-재측정 신뢰도는 .89이었고, 정신적 건강 관

련 삶의 질은 .81이었다. 국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박현옥(2014)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이 각각 .72였다.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는 신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이 .78,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

이 .82, 전체는 .87로 나타났다.

(2)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는 Walker & Hill-Polerecky (1996)가 개발한 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Ⅱ (HPLPⅡ)를 정남옥 & 이명하(2010)가 국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번안 및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건강 책임, 

신체활동, 영양, 영적 성장,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의 6개 하부영역에 대해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원 도구는 총 5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안한다, 4점 = 일상적으로 한다)로 측정하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남옥 & 이명하(2010)는 ‘매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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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리얼, 쌀과 파스타 종류의 음식을 6∼8회 먹는다’라는 문항의 내적 일관성이 낮아 

한 문항을 삭제한 51문항을 사용하였다. 한국어 번역 도구는 번역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중국어 번역 도구 역시 정남옥 & 이명하(2010)의 51문항을 

번역·역번역, 전문가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사용한 박현옥(2014)의 승인을 받아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4이었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남옥 & 이명하(2010)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3, 박현옥(2014)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2) 외생변수 측정도구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Cervantes 등 (1991)이 스페인계 이주민의 문화와 관련된 

스트레스 사건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59문항의 Hispanic Stress Inventory를 바

탕으로 Alderete 등 (1999)이 13문항의 영문 도구로 수정·번안하여 발표한 

Acculturation Stress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어 번역 도구는 국내 이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박소연(2009)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였으며, 중국어로는 

도구개발자의 승인을 얻어 번역하였다. 본 도구는 총 13문항이며, 다른 언어와 국적

으로 인해 받게 되는 ‘차별경험’ 4문항, 언어에 능숙하지 못하여 대인관계나 일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언어갈등’ 3문항, 합법적인 지위 없이 체류하고 있

을 때 받는 제한을 말하는 ‘법적지위’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

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항상 그렇다)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

적응 스트레스요인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차별경험 .70, 언어갈등 .65, 법적지위 .79이었고,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박소연

(2009)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전체 .89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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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해 개발된(Chang et al., 2004)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척도 중 선택형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26 (KOSS-26)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중국어 버전은 국내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12개의 언어로 

번역하여 연구한 이선웅 등(2009)의 도구를 승인을 얻어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KOSS-26은 전국 30,146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의 과정을 

거쳐 개발된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도구 단축형 24문항에 물리적 환경에 대한 2문항

이 추가된 도구이며, 일반적인 한국의 모든 종류의 직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

었다(Chang et al., 2005). 

   본 도구는 결과로서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직무로 인

한 스트레스 원(source)을 측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의 8개 하

부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 매우 그렇

다)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무스트

레스 점수의 산출 방법은 측정값의 분포가 치우치는 것을 피하고 정규분포에 근사하

는 측정값을 얻기 위해 실제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100점으로 환산하

는 방식을 사용한다(Chang et al., 2005).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 영역별 환산점수 =
실제점수-문항 수

×100
예상 가능 한 최고점수 - 문항 수

(2)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 = (8개 영역의 환산점수의 총합)÷ 8

   본 연구에서는 하부영역을 물리적 환경 및 조직환경(물리적 환경을 제외한 세부영

역)으로 나누어 세부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도구개발 당시의 내적 일관성 신뢰

도 Cronbach’s α는 .67~.84였으며 26문항 전체는 .93이었고, 국내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선웅 등(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다.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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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은 Kim & Ball-Rokeach 

(2006a)가 개발한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ICSN)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중국어로는 도구개발자의 승인을 얻

어 번역하였다. ICSN의 하부영역은 지역사회 단체/모임과의 연결성(community 

organizations connectedness, OC), 지역사회 이웃과의 대화 정도(intensity of 

interpersonal neighborhood storytelling, INS), 지역사회 미디어와의 연결성(local 

media connectedness, LC)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 단체/모임과의 연결성은‘지난 1년간 참여하신 적이 있는 단체/모임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기본으로 하고 친목모임, 고향모임,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 9

종류의 모임에 참석한다고 응답한 숫자를 각 ‘1’로 둔 후, 참석하는 모임의 개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구한다. 지역사회 이웃과의 대화 정도는‘현재 살고 계신 동네에 대

해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의 단 문항을 7점 척도(1점 = 

전혀 나누지 않는다, 7점 = 항상 나눈다)로 측정한다. 지역사회 미디어와의 연결성은 

‘살고 계신 동네와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를 어떤 매체를 통해 이용하십니까?’의 이

용 여부와,‘이용한다고 응답한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의 이용 빈도에 대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매체의 이용 빈도를 5점 척도(1점 = 거의 이용하

지 않는다, 5점 = 항상 이용한다)로 측정하여 평균점수를 구한다. ICSN 값은 세 유

형의 지역사회 스토리텔러(단체/모임, 이웃간 대화, 지역사회 미디어)와의 연결성을 

토대로 특정 스토리텔러(예: 지역사회 미디어)와의 연결정도에 다른 스토리텔러(예: 

이웃주민)와의 연결정도를 곱한 값의 제곱근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데(Kim 

& Ball-Rokeach, 2006a),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

합적 연결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

ICSN: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LC: 지역미디어와의 연결성,

INS: 지역사회 이웃과의 대화 정도, OC: 지역사회 단체/모임과의 연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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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문해력

   건강문해력은 Chinn & McCarthy (2013)가 개발한 All Aspects of Health 

Literacy Scale (AAHLS)을 도구개발자의 승인을 얻어 한국어 및 중국어로 번역하

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Nutbeam (2000)의 Health promotion oriented model : 

three levels of health literacy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일차보건의료 상황에서의 

읽기, 쓰기 능력과 관련된 기능적 건강문해력 외에도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및 비판적 

건강정보 활용에 대해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건강문해력 측정도구 중 사용이 매

우 간결하고 이론에 기반을 둔 도구라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Haun et al., 2014). AAHLS는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능적 문해력 3문

항, 의사소통 문해력 3문항, 비판적 문해력 4문항의 총 10문항을 4점 Likert 척도(1

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 자주 그렇다)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문해

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총점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과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명목척도의 3문항이 추가로 구성되어 있

다. 도구개발 당시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74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다.

(5)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다양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일반화된 신념을 측

정하기 위해 Chen 등(2001)이 개발한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NGSE)

을 한국어 및 중국어로 번역·역번역하고 전문가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사용한 박

현옥(2014)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고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이었으며,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박현옥(2014)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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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03

월 28일부터 2017년 05월 14일까지 였다.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보조원 7인이 서울

시와 부산시 소재의 종교단체와 이주근로자 지원단체, 이주민 커뮤니티의 협조를 구

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및 종교시설의 외국인 무료진료소를 방문하였고, 무료진

료소를 이용하는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방법으로 모집하여 자료수집을 진

행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하여 각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이주근로자들

의 한국어 의사소통 정도를 미리 확인하였고, 대상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거주중이며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중국 한족 

출신의 통역인 1명과 동행하였다. 자료수집 실시 전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통역인이 

만나 설문 절차 및 조사내용에 대한 사전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연구보조원 

및 통역인은 연구대상자와 이해상충 관계를 가지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훈련된 

인력으로 연구대상자와는 구분하여 모집하였다. 통역인은 사전동의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과 설문지 내용에 대해 중국어로 전달하고, 연구대상자의 질의를 연구자에게 전

달하는 등 조사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기

입된 설문지의 회수와 검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2단계로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조사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중국 이주민 20명(한족 10명, 조선족 1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될 번역도구의 이해도, 응답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되었다. 예비조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1.1세,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61.3개월이었

으며, 설문지 작성에는 평균 24분이 소요되었다. 중국어 설문지를 제공받은 한족 응

답자의 경우 응답이 모호한 문항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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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설문지를 제공받은 조선족 응답자의 경우 건강문해력의 1문항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1인의 의견이 있어 조사 시 대상자들의 질문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담당하였다. 조사에는 사전에 번역

된 중국어판과 한국어판의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로 번역

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언어 선호도에 따라 대상자가 원하는 언어로 선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대상자가 설문지 작성 시 질의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설문

내용 및 절차를 미리 숙지한 중국인 통역인이 동행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

자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서 작성, 설문 내용, 설문지 작성 방법

에 대해 안내하였고, 중국인 통역인을 통해 구두로 사전 동의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전달하였다. 또한,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뿐만 아니라, 통역인 및 연

구보조원에게 질문한 내용 역시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대상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후 원본은 연구자가 보관하고, 사본을 대상자에

게 제공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를 중

단할 수 있음과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

적으로 서면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의 익명성을 유지

하기 위해 연구동의서와 설문지를 따로 수거하였다. 설문지 응답에는 평균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총 2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으며, 참여

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5천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현장에서 제공한 설문지 전체를 

회수하였고, 그 중 응답이 불완전한 설문지 22명(중도포기 8부, 단위무응답 3부, 응

답편향 6부, 해당 없음 5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22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

하였다(탈락률 8.8%). 



- 43 -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Ÿ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

해 t-test와 ANOVA (Analysis of Variance) 검증을 시행하였다.

Ÿ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요인들 간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Ÿ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Ÿ 구조방정식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Ÿ 표본의 정규성은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왜도

(skewness), 첨도(kurtosis)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측정변수들의 간의 다

중공선성은 상관계수, 공차(tolerance) 및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Ÿ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모형을 검증하고,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의 직·간접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고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통계적 유

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을 이용하였으며, 경로계수 추정치와 Critical Ratio 

(CR)를 통해 확인하였다. 

Ÿ 가설모형의 적합도는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ML)으로 추정하고 적합도 평가를 위해 절대적합지수로서 χ 2 통계

량,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표준원소간평균자승잔차

(Standard Root Mean Residual, SRMR),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oot Mean 

Square of Approximation, RMSEA)와 증분적합지수로서 증분적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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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mental Fit Index, IF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등을 이용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 보호를 위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승인번호: 간대 IRB 2017-0010-1, 부록 3 

참조). 사전에 연구의 목적을 대상자에게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면동

의를 한 자에 한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가 참여 중단을 원할 경우 언제든

지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동의서와 설문지는 따로 분리하여 회수하고 보관하였

다. 또한, 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인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는 일절 수집하지 않았다. 대상자에게 수집된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하여 

코드화하고, 저장된 컴퓨터 파일 정보는 암호를 걸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 자료에 대한 기밀성 보장을 위해 1차 자료인 설문지는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

며 코딩이 완료된 2차 자료는 접근이 제한된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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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연구대상자는 총 228명

으로 평균 연령은 41.74±11.49세였으며,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32.0%, 30대 

29.8%, 40대 20.2% 순이었고, 여성이 56.1%, 남성이 43.9%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혼인상태는 58.3%가 기혼, 26.3%는 미혼, 그리고 이혼 및 사별 등의 기타는 15.4%

였다. 동거형태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52.6%로 가장 많았고, 독거가 23.7%, 동

료 또는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가 23.7%였으며, 대상자의 46.9%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졌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21.1%, 중학교 졸업 이하는 32.0%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원 이하가 49.1%로 가장 많았다. 출신민족은 

조선족이 54.8%, 한족이 45.2%였으며, 한국에서의 평균 거주기간은 57.85±39.90

개월이었으며, 3년 미만이 34.6%, 3년 이상 5년 미만 15.8%, 5년 이상 10년 미만 

33.8%, 10년 이상이 15.8%였다. 직종은 서비스직이 32.9%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

무직이 24.1%, 기타 직업 21.1%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주당 근무시간의 평균

은 45.68±13.84시간 이었으며,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55.3%, 60시간

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의 근무개월은  

평균 24.70±27.63개월이었으며, 사업장 규모는 2~5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가 

30.3%로 가장 많았고, 6~10인 21.9%, 11인 이상 30인 미만이 21.5% 순으로 나타

났다. 또한, 대상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이 44.7%, 부산이 5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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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 20s (18~29) 41 (18.0)

30s (30~39) 68 (29.8)
40s (40~49) 46 (20.2)
≥ 50s (50~60) 73 (32.0)

Gender Male 100 (43.9)
Female 128 (56.1)

Marital status Single 60 (26.3)
Married 133 (58.3)
Etcetera (divorced, bereaved) 35 (15.4)

Living situation Solitary 54 (23.7)
Living with family 120 (52.6)
Living with coworkers/friends 54 (23.7)

Educational level ≤ Graduated middle school 73 (32.0)
Graduated high school 107 (46.9)
≥ Graduated university 48 (21.1)

Monthly income of family ≤ 200 112 (49.1)

 (10,000 KRW)a 201∼300 60 (26.3)
301∼400 21 ( 9.2)
≥ 401 19 ( 8.3)
Don’t know 15 ( 6.6)

Ethnicity Chinese 103 (45.2)
Korean Chinese 125 (54.8)

Period of residency in < 3 years 79 (34.6)
  Korea 3~< 5 years 36 (15.8)

5~< 10 years 77 (33.8)
≥ 10 years 36 (15.8)

Occupation Unskilled jobs 55 (24.1)
Blue collar work 15 ( 6.6)
Office work 23 (10.1)
Sales 8 ( 3.5)
Service work 75 (32.9)
Maintenance 4 ( 1.8)
Etcetera 48 (21.1)

Company sizea 1 26 (11.4)
(no. of employees)  2~5 69 (30.3)

6~10 50 (21.9)
11~29 49 (21.5)
More than 30 24 (10.5)
Don’t know 4 ( 1.8)

Residential area Seoul 102 (44.7)
Busan 126 (55.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228)

a missing data existed (n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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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강 관련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59.6%는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질환의 종류는 관절염이 13.6%로 

가장 흔하게 보고되었고, 고혈압 8.3%, 근골격계 질환 7.9%, 고지혈증 5.7%, 심뇌혈

관계 질환 3.5%, 피부염 3.1%였다. 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평균 이환기간

은 21.92±28.47개월이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대상자는 41.7%였으며, 

대상자의 68.0%는 의료보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45.6%,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10.1%, 개인의료보험 가입자는 8.3%로 나타났다. 

   무료진료소를 내원한 목적은‘현재 아픈 증상이 있어서’가 85.1%, 질환으로 인

해‘건강 상담 및 검진을 받으려고’가 14.5%였으며, 대상자들이 호소한 현재 증상

은 두통 9.6%, 소화장애 17.5%, 근골격계 통증 23.7%, 기침 14.5%, 발열 5.3% 등 

이었다. 대상자의 90.4%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나 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때 가장 먼저 이용하는 방법은 ‘한국인 의료인에게 방문 한

다’가 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인터넷 검색’이 37.3%, ‘중국인 친구/가족

/동료에게 물어봄’이 9.2% 순으로 나타났으며, 누구로부터 얻은 건강정보를 가장 신

뢰하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61.8%가 한국인 의료인에게서 얻은 정보를 가장 신뢰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인터넷 14.9%, 중국인 친구/가족/동료 7.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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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Health status
Diseases Yes 136 (59.6)

No 92 (40.4)
Type of current Arthritis 31 (13.6)

  diseases†(n = 136) Hypertension 19 ( 8.3)
Musculoskeletal disorders 18 ( 7.9)
Hyperlipidemia 13 ( 5.7)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8 ( 3.5)
Dermatitis 7 ( 3.1)
Diabetes mellitus 6 ( 2.6)
Respiratory disease 5 ( 2.2)
Digestive disease 4 ( 1.7)
Etc. 42 (18.4)

Medication statusa Currently medicated 95 (41.7)
Not medicated 131 (57.5)

Health insurance Yes 155 (68.0)
No 73 (32.0)

Type of health National health insurance 104 (45.6)
  insurance(n = 155) Company medical insurance 23 (10.1)

Personal medical insurance 19 ( 8.3)
Don’t know 9 ( 3.9)

Reason for visiting Sickness 194 (85.1)

  clinica Consultation and checkup 33 (14.5)

Current symptoms† Headache 22 ( 9.6)
Digestive problems 40 (17.5)
Muscular pain 54 (23.7)
Cough 33 (14.5)
Fever 12 ( 5.3)
Etc. 81 (35.5)

Health information
Using smartphone Use 206 (90.4)

Don’t use 22 ( 9.6)
Source of acquiring Korean medical personnel 96 (42.1)
  medical information Internet 85 (37.3)

Books and newspapers 2 ( 0.9)
Chinese friends/family/coworkers 21 ( 9.2)
Korean friends/family/coworkers 5 ( 2.2)
Foreigners support center 14 ( 6.1)
Chinese medical personnel 2 ( 0.9)
Others 3 ( 1.3)

Reliability of Korean medical personnel 141 (61.8)
  medical information Internet 34 (14.9)

Table 3.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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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Books and newspapers 2 ( 0.9)
Chinese friends/family/coworkers 17 ( 7.5)
Korean friends/family/coworkers 6 ( 2.6)
Foreigners support center 10 ( 4.4)
Chinese medical personnel 12 ( 5.3)
Others 6 ( 2.6)

†mutiple response, amissing data existed (n < 3)

2.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장애요인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은 2.18±0.75점으로 중간보다 낮았으며, 세부 영역별로

는 차별경험 2.41±0.80점, 언어갈등 2.36±1.05점, 법적지위 1.94±0.78점이었다. 

직무 스트레스 환산점수의 평균은 45.31±11.89점이었고, 영역별로는 물리적 환경으

로 인한 스트레스의 평균이 33.84±25.77점, 조직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평균이 

46.95±11.52점으로 나타났다. 

   자원요인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점수는 

8.25±2.97점이었으며, 세부 영역별로는 지역사회 단체/모임 참여 평균 2.88±1.59

점이었으며, 미디어 이용 평균 1.60±0.58점, 이웃과의 대화정도 평균 2.98±1.08점

으로 나타났다. 건강문해력의 전체 평균은 2.73±0.43점이며, 기능적 건강문해력 

2.57±0.55점, 의사소통 건강문해력 2.72±0.60점, 비판적 건강문해력 2.86±0.55점

이었다. 인지요인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은 평균 3.41±0.55점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는 평균 2.57±0.46점으로 보통정도의 수준이었다. 건강증진행위의 

세부 영역별로는 신체활동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건강 책임, 스트레스 관리, 

영양, 대인관계, 영적 성장 영역 순이었다. 건강증진행위의 전체 평균 보다 점수가 낮

은 영역은 신체활동 및 건강 책임이었는데, 이주근로자들은 규칙적이며 적절한 강도

의 운동 수행과 비정상적인 증상이 있을 때 의료인을 찾아 건강문제를 상의하며, 건

강정보를 찾고 필요시 상담이나 지도를 받는 것 등의 건강행위를 특히 잘 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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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전체 평균은 70.87±12.35점이었으며, 신체적 건강 관련 삶

의 질이 71.22±14.82점,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이 70.53±12.61점이었고, 신체

적 정신적 삶의 질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18세 이상의 일반 시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수준(평균 50, 표준편차 10)에 비추어 연구대상자의 삶의 질 점

수를 상대적으로 분석하는 norm-based scoring 방식으로 산출된 삶의 질 점수는 

신체적 건강지수(PCS)가 50.03±5.67점, 정신적 건강지수(MCS)가 48.04±6.27점

으로 나타났다.

   공변량 구조모형 분석 시에는 기본적으로 연구변수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는

데, 정규분포에 대한 검증은 단일변량 변인들의 경우 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변량 구조모형의 왜도의 절대값이 3.0 보다 

작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10.0 보다 작은 경우 정규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문수

백, 2017).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왜도, 첨도의 절대값이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범위 안에 모두 분포하고 있으므로, 모든 변수들이 단일변량 정규분포를 벗어나지 않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 여부는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확인하였는데, 공차한계가 모두 0.1 보다 크며 

분산팽창인자는 모두 10.0 보다 작아(문수백, 2017),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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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ossible
Range

M±SD Min Max Skewness Kurtosis Tolerance VIF

Barriers
Acculturative stress 1~5 2.18±0.75 1.00 4.62 0.77 0.31 0.78 1.27
  Discrimination 1~5 2.41±0.80 1.00 5.00 0.54 -0.03
  Language conflict 1~5 2.36±1.05 1.00 5.00 0.43 -0.63
  Legal status 1~5 1.94±0.78 1.00 4.33 0.87 0.19
Occupational stress 0~100 45.31±11.89 16.67 75.69 0.21 -0.19 0.73 1.35
  Physical environment 0~100 33.84±25.77 0.00 100.00 0.35 -0.71
  Occupational environment 0~100 46.95±11.52 19.05 75.00 0.07 -0.21

Resources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3~15 8.25±2.97 3.00 15.00 0.42 -0.83 0.83 1.20

  Organizations 1~9 2.88±1.59 0.00 8.00 0.55 0.56
  Local media connection 1~5 1.60±0.58 1.00 4.67 1.97 5.20
  Interpersonal neighborhood   
  storytelling 1~7 2.98±1.08 1.00 6.00 0.44 0.38

Health literacy 1~4 2.73±0.43 1.70 4.00 0.24 -0.19 0.74 1.34
  Functional health literacy 1~4 2.57±0.55 1.33 4.00 0.26 0.08
  Communicative health literacy 1~4 2.72±0.60 1.33 4.00 0.19 -0.68
  Critical health literacy 1~4 2.86±0.55 1.00 4.00 -0.03 -0.09

Perceptual factor
Self-efficacy 1~5 3.41±0.55 2.00 5.00 0.29 0.36 0.67 1.48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N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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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behaviors
Health promotion behaviors 1~4 2.57±0.46 1.02 3.96 0.25 0.65 0.67 1.54
   Health responsibility 1~4 2.34±0.56 1.00 4.00 0.26 -0.16
   Physical activity 1~4 2.26±0.69 1.00 4.00 0.21 -0.55
   Nutrition 1~4 2.66±0.51 1.00 4.00 0.09 0.05
   Spiritual growth 1~4 2.82±0.54 1.00 4.00 -0.20 0.20
   Interpersonal relations 1~4 2.74±0.50 1.11 4.00 -0.22 0.66
   Stress management 1~4 2.58±0.54 1.00 4.00 0.20 -0.13

Health outcom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0~100 70.87±12.35 46.56 100.00 0.15 -0.90 - -
  Physic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0~100 71.22±14.82 37.50 100.00 -0.14 -0.93
  Ment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0~100 70.53±12.61 46.88 100.00 0.38 -0.34
  Physical component summary† 30~70 50.03±05.67 36.26 61.36 -0.24 -0.75
  Mental component summary† 30~70 48.04±06.27 33.28 64.29 0.34 0.07

 † norm-based scor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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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검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Table 5>.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연령, 출신민족, 

한국 거주기간, 이환질환 유무, 현재 투약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 이상의 그룹이 50대 미만의 연령대에 비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 = 9.56, p < .001), 출신민족에 따라서는 

조선족의 삶의 질이 한족 출신 이주근로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t = 3.48, p < 

.001). 출신민족과 연령간의 관련성을 확인해 본 결과, 한족 출신 이주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35.56±9.76세, 조선족 출신 이주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46.00±11.08세였으

며, 두 그룹의 연령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6.83, p < .001). 

   또한,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점차적으로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근로자의 

경우 10년 미만으로 거주한 다른 그룹에 비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

(F = 7.56, p < .001). 현재 이환중인 질환유무와 투약여부에 따라서는 현재 질환이 

있는 경우(t = -4.01, p < .001)와 투약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t = -2.79, p = 

.006)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여성보다는 남성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삶의 질

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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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Mean±SD t/F p

Age (years) ≤ 20s (18~29)a 41 73.04±10.96 9.56 < .001

(a,b,c

 >d)†

30s (30~39)b 68 74.67±12.51

40s (40~49)c 46 72.77±11.96

≥ 50s (50~60)d 73 64.92±11.14

Gender Male 100 69.73±11.00 -1.26 .208
Female 128 71.77±13.27

Marital status Single 60 71.38±12.24 1.10 .333
Married 133 69.99±12.57
Etc. 35 73.37±11.60

Living situation Solitary 54 71.62±12.12 0.17 .841
Living with family 120 70.84±12.65
Living with 
coworkers/friends

54 70.21±12.06

Educational level ≤ Middle school 73 68.62±11.88 2.00 .138
High school 107 71.52±12.31
≥ University 48 72.87±12.84

Monthly income of ≤200 112 69.56±11.75 1.14 .336
family (10,000 KRW) 201∼300 60 70.77±12.92

301∼400 21 74.68±12.30
≥ 401 19 73.89±13.25
Don’t know 15 72.22±08.17

Ethnicity Chinese 103 79.94±13.01 3.48 < .001
Korean Chinese 125 68.35±11.20

Duration of residency < 3 a 79 72.95±11.16 7.56 < .001

(a,b,c

>d)†

in Korea (years) 3~< 5 b 36 72.63±13.25

5~< 10 c 77 71.94±13.13

≥ 10 d 36 62.30±08.34

Occupation Unskilled jobs 55 70.44±11.28 1.15 .330
Blue collar work 15 71.27±11.02
Office work 23 76.31±14.14
Sales 8 67.53±11.98
Service work 75 70.53±12.58
Maintenance 4 76.71±13.38
Etc. 48 69.24±12.48

Working hours/week ≤ 40 hours 89 71.26±13.74 0.36 .718
> 40 hours 139 70.63±11.41

Current work ≤ 60 months 203 71.42±12.41 1.91 .057
> 60 months 25 66.43±11.03

Company size 1 26 69.90±13.11 0.69 .625

Table 5.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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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employees)  2~5 69 71.62±12.12
6~10 50 69.68±13.61
11~29 49 72.51±11.87
More than 30 24 67.96±11.47
Don’t know 4 75.15±11.46

Using smartphone Use 206 70.99±12.21 0.45 .651
Don’t use 22 69.74±13.84

Residential area Seoul 102 70.64±12.27 -0.25 .802
Busan 126 71.06±12.45

Diseases Yes 136 68.26±12.17 -4.01 < .001
No 92 74.74±11.63

Medication status Currently medicated 95 68.17±12.24 -2.79 .006
Not medicated 131 72.77±12.18

Health insurance Yes 155 71.00±12.26 0.23 .818
No 73 70.60±12.69

† post test results (scheffe method)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중국출신 이주근로자의 건강증진행위는 성별, 출신민족, 직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보다는 여성이 건강증진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t = -2.62, p = .009), 한족 출신이 조선족에 비해 건강증진행위를 보다 

잘 하였다(t = 2.90, p = .004). 직종에 따라서도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 = 2.18, p = .045), 단순노무직 종사 그룹이 타 직종에 비

해 건강증진행위를 가장 잘 하지 못하였으며, 다음은 기타직종 그룹, 판매직 그룹, 기

술직 그룹 순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56 -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Health Promotion Behaviors
Mean±SD t/F p

Age (years) ≤ 20s (18~29) 41 2.52±0.46 0.20 .890
30s (30~39 68 2.56±0.46
40s (40~49) 46 2.58±0.47
≥ 50s (50~60) 73 2.59±0.45

Gender Male 100 2.48±0.41 -2.62 .009
Female 128 2.64±0.48

Marital status Single 60 2.51±0.50 0.97 .378
Married 133 2.61±0.44
Etc. 35 2.54±0.43

Living situation Solitary 54 2.59±0.52 0.10 .900
Living with family 120 2.57±0.44
Living with 

coworkers/friends

54 2.55±0.43

Educational level ≤ Middle school 73 2.52±0.49 1.50 .224
High school 107 2.56±0.43
≥ University 48 2.67±0.44

Monthly income of ≤200 112 2.55±0.48 1.59 .177
family (10,000 KRW) 201∼300 60 2.58±0.42

301∼400 21 2.66±0.45
≥ 401 19 2.74±0.43
Don’t know 15 2.37±0.45

Ethnicity Chinese 103 2.67±0.48 2.90 .004
Korean Chinese 125 2.49±0.43

Duration of residency < 3 79 2.56±0.46 1.21 .304
in Korea (years) 3~< 5 36 2.56±0.46

5~< 10 77 2.64±0.49
≥ 10 36 2.46±0.34

Occupation Unskilled jobs 55 2.43±0.47 2.18 .045
Blue collar work 15 2.62±0.25
Office work 23 2.66±0.50
Sales 8 2.53±0.26
Service work 75 2.67±0.46
Maintenance 4 2.90±0.50
Etc. 48 2.50±0.45

Working hours/week ≤ 40 hours 89 2.60±0.47 0.88 .376
> 40 hours 139 2.55±0.45

Current work ≤ 60 months 203 2.58±0.46 0.94 .590
> 60 months 25 2.52±0.47

Company size 1 26 2.68±0.42 1.21 .303

(no. of employees)  2~5 69 2.61±0.47

Table 6. Health Promotion Behavior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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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50 2.56±0.42
11~29 49 2.56±0.52
More than 30 24 2.38±0.42
Don’t know 4 2.59±0.56

Using smartphone Use 206 2.56±0.46 -1.34 .180
Don’t use 22 2.70±0.43

Residential area Seoul 102 2.59±0.47 0.65 .515
Busan 126 2.55±0.45

Diseases Yes 136 2.55±0.42 -0.77 .437
No 92 2.60±0.50

Medication status Currently medicated 95 2.59±0.43 0.55 .578
Not medicated 131 2.56±0.48

Health insurance Yes 155 2.58±0.41 0.48 .630
No 73 2.55±0.5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요인, 자원요인, 인지요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선행요인(장애요인, 자원요인, 인지요인)의 차이 대한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장애요인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우, 연령대, 성별, 

거주형태, 가구 월소득, 출신민족, 한국 거주기간,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낮을수록(F = 2.74, p = .044), 남성이 여성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4.30, p < .001). 거주형태에 따라

서는 동료 및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그룹이 독거나 가족과 함께 사는 그룹에 비해 문

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F = 9.78, p < .001). 또한 가구 월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F = 3.04, p = .018), 출신민족에 따

라서는 한족이 조선족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t = 2.28, p = .023). 이

외에도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후검정 결과에서 한국 거주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그룹이 ‘3년 미만’인 그룹에 비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고(F = 4.91, p = .003), 서울지역 거주자가 부산지역 거

주자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다(t = -4.20, p < .001).

   직무 스트레스의 경우, 성별, 한국 거주기간, 스마트폰 사용여부, 질병유무, 건강보

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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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t = 2.44, p = .015),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그룹이 '5년 이상 10년 미만' 그룹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F = 3.15, p = .026).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의 직무 스트레스

가 더 높았고(t = -2.01, p = .046), 보유한 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으며(t = 2.38, p = .018), 건강보험이 없다

고 응답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다(t = -1.97, p 

= .050).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원요인 중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은 질환이 있는 경

우(t = -3.32, p = .001)와 현재 투약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t = -2.23, p = 

.026)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족이 조선족

에 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지역사회 스토리

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이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문해력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 이하의 건강문해

력이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의 건강문해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 = 2.87, 

p = .037). 남성보다는 여성이(t = -2.11, p = .036), 현 직장 근무개월 수가 60

개월 이하인 그룹에 비해 60개월 초과인 그룹이(t = -2.11, p = .036), 서울거주 

그룹이 부산거주 그룹에 비해(t = 2.99, p < .001) 건강문해력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한족이 조선족에 비해(t = 2.91, p = .004), 보유한 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t = -3.86, p < .001) 높았다. 한편, 남성

이 여성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고,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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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

-istics
Categories

Barriers Resources Perceptual factor
AS OS ICSN HL SE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Age (year) ≤ 20s (18~29) 2.34±0.78 2.74 44.44±12.24 0.94 8.32±2.71 1.29 3.50±0.60 2.87 2.52±0.46 0.90

30s (30~39) 2.31±0.78 (.044) 45.45±11.78 (.421) 8.58±3.11 (.278) 3.39±0.57 (.037) 2.56±0.46 (.442)
40s (40~49) 2.11±0.76 43.33±10.25 8.56±3.28 3.46±0.46 2.58±0.47
≥ 50s (50~60) 2.01±0.67 46.91±12.73 7.70±2.73 3.34±0.54 2.59±0.45

Gender Male 2.41±0.78 4.30 47.46±12.58 2.44 8.39±2.94 0.62 2.66±0.42 -2.11 3.42±0.59 0.16
Female 2.00±0.67 (<.001) 43.62±11.09 (.015) 8.14±3.00 (.536) 2.78±0.43 (.036) 3.40±0.51 (.873)

Marital status Single 2.21±0.74 0.13 46.37±13.80 0.77 2.77±0.35 1.27 2.64±0.46 1.78 3.42±0.63 0.01
Married 2.16±0.78 (.872) 44.51±11.19 (.487) 2.91±0.25 (.282) 2.76±0.41 (.171) 3.41±0.52 (.989)
Etc. 2.20±0.65 46.53±11.00 3.43±0.58 2.79±0.43 3.40±0.50

Living 

situation

Solitarya 2.10±0.68 9.78 47.52±13.98 1.42 8.30±3.10 0.94 2.77±0.46 1.07 3.46±0.61 0.33
Living with familyb 2.04±0.70 (<.001) 44.24±10.88 (.243) 8.43±2.99 (.390) 2.75±0.41 (.345) 3.38±0.53 (.714)

Living with 
coworkers/friendsc 2.56±0.81 a,b<c† 45.46±11.71 7.77±2.78 2.66±0.44 3.42±0.53

Educational 

level

≤ Middle school 2.31±0.87 1.77 46.78±12.36 1.40 8.48±3.12 1.38 2.75±0.47 1.59 3.33±0.53 1.52
High school 2.09±0.68 (.173) 45.30±10.75 (.247) 7.91±2.86 (.253) 2.77±0.42 (.205) 3.42±0.50 (.219)
≥ University 2.17±0.67 43.08±13.42 8.65±2.94 2.63±0.37 3.50±0.66

Monthly 

income of 

family 

(10,000KRW)

≤ 200 2.29±0.83 3.04 45.68±12.61 0.46 8.22±2.92 0.36 2.75±0.44 0.46 3.39±0.56 0.40
201∼300 2.10±0.65 (.018) 44.54±11.61 (.764) 8.38±3.25 (.836) 2.69±0.42 (.765) 3.41±0.60 (.806)
301∼400 1.92±0.59 44.67±09.01 7.75±2.55 2.70±0.48 3.54±0.38

≥ 401 1.80±0.66 43.32±12.83 8.82±3.26 2.83±0.44 3.34±0.54

Table 7. Barriers, Resources, Perceptual fact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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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know 2.41±0.58 48.26±10.47 8.10±2.41 2.73±0.27 3.40±0.52
Ethnicity Chinese 2.30±0.75 2.28 44.37±11.15 -1.08 8.60±3.18 1.60 2.69±0.43 -1.26 3.52±0.57 2.91

Korean Chinese 2.08±0.74 (.023) 46.08±12.46 (.280) 7.96±2.76 (.110) 2.76±0.42 (.208) 3.31±0.51 (.004)
Duration of  

residency

in Korea 

(years)

< 3 a 2.37±0.87 4.91 44.39±09.82 3.15 8.36±2.62 0.76 2.70±0.47 0.35 3.50±0.61 2.59

3~< 5 b 2.29±0.80 (.003) 45.67±13.32 (.026) 8.69±3.15 (.513) 2.72±0.38 (.785) 3.46±0.60 (.054)

5~< 10 c 1.94±0.51 c<a 43.61±12.68 d>c 8.20±3.24 2.75±0.44 3.38±0.47

≥ 10 d 2.16±0.72 50.60±11.78 7.67±2.89 2.77±0.35 3.21±0.47

Occupation Unskilled jobs 2.39±0.91 1.14 47.64±11.40 2.11 7.91±3.19 1.78 2.76±0.38 1.22 3.28±0.55 0.98
Blue collar work 2.23±0.70 (.337) 41.57±14.44 (.052) 8.84±2.64 (.104) 2.68±0.45 (.293) 3.61±0.83 (.439)
Office work 2.12±0.77 40.86±10.90 9.61±3.00 2.65±0.47 3.51±0.47
Sales 1.96±0.45 38.36±06.92 8.11±3.57 2.83±0.38 3.37±0.47
Service work 2.14±0.73 45.60±10.90 8.49±2.93 2.81±0.42 3.41±0.51
Maintenance 1.96±0.58 55.03±21.88 8.54±2.36 2.45±0.23 3.43±0.16
Etc. 2.06±0.62 45.83±12.42 7.42±2.60 2.65±0.47 3.45±0.55

Working 

hours/week 

≤ 40 hours 2.28±0.72 1.58 45.02±11.86 -0.29 8.43±3.00 0.73 2.78±0.46 1.23 3.36±0.58 -1.02

> 40 hours 2.12±0.76 (.115) 45.49±11.95 (.769) 8.13±2.95 (.466) 2.70±0.41 (.219) 3.44±0.52 (.307)

Current work ≤ 60 months 2.21±0.75 1.61 45.32±11.49 0.03 8.18±2.93 -0.94 2.71±0.41 -2.11 3.41±0.55 0.46
> 60 months 1.95±0.69 (.107) 56.20±15.05 (.970) 8.78±3.24 (.348) 2.90±0.50 (.036) 3.36±0.52 (.644)

Company size

(no. of 

employees)  

1 1.92±0.76 2.14 44.47±10.32 0.43 8.22±2.69 0.59 2.89±0.41 1.40 3.42±0.46 0.78
2~5 2.37±0.86 (.062) 45.83±11.37 (.824) 8.15±3.04 (.706) 2.70±0.42 (.223) 3.38±0.49 (.558)
6~10 2.24±0.69 45.87±12.65 8.60±3.21 2.67±0.48 3.34±0.56
11~29 2.03±0.64 43.89±12.19 8.54±3.02 2.78±0.39 3.51±0.63
More than 30 2.08±0.68 45.28±12.48 7.49±2.70 2.65±0.47 3.32±0.61
Don’t know 1.90±0.51 38.80±14.48 7.60±2.65 2.97±0.17 3.65±0.82

Using 
Use 2.18±0.73 0.16 44.79±11.92 -2.01 8.32±2.97 1.11 2.72±0.43 -1.39 3.41±0.53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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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hone Don’t use 2.15±0.91 (.888) 50.12±10.73 (.046) 7.50±2.94 (.264) 2.85±0.40 (.163) 3.36±0.70 (.755)

Residential 

area

Seoul 1.95±0.63 -4.20 46.57±12.20 1.45 8.07±2.99 -0.81 2.83±0.43 2.99 3.38±0.52 -0.61

Busan 2.36±0.79 (<.001) 44.28±11.58 (.149) 8.39±2.95 (.416) 2.66±0.41 (<.001) 3.43±0.57 (.541)

Diseases Yes 2.20±0.77 0.64 46.84±11.71 2.38 7.72±2.86 -3.32 2.76±0.45 1.02 3.30±0.56 -3.86
No 2.14±0.72 (.518) 43.05±11.86 (.018) 9.03±2.97 (.001) 2.70±0.39 (.305) 3.58±0.49 (<.001)

Medication 

status

Currently 
medicated

2.21±0.81 0.49 45.42±12.23 0.14 7.75±2.78 -2.23 2.79±0.42 1.61 3.33±0.57 -1.85

Not medicated 2.16±0.71 (.619) 45.19±11.78 (.886) 8.64±3.07 (.026) 2.70±0.43 (.109) 3.47±0.52 (.065)

Health 

insurance

Yes 2.13±0.69 -1.42 44.25±10.95 -1.97 8.35±3.04 0.78 2.73±0.38 -0.29 3.40±0.52 -0.41

No 2.28±0.86 (.156) 47.55±13.48 (.050) 8.02±2.80 (.434) 2.75±0.52 (.768) 3.43±0.60 (.678)

AS: Acculturative stress, OS: Occupational stress, ICSN: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HL: Health 

literacy, SE: Self-efficacy      
† post test results (scheff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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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건강 관

련 삶의 질은 장애요인에 해당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직무 스트레스와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원요인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및 건강문해력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지

요인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 및 행위요인인 건강증진행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건강증진행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직무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건강문해

력, 자기효능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직무 스트레스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역사회 스토

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건강문해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

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을 제외한 

모든 연구 변수는 상호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8.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Latent Variables

Variables AS OS ICSN HL SE HPB

OS .370
(<001)

ICSN -.101
(.127)

-.140
(.035)

HL -.334
(<001)

-.279
(<.001)

.198
(.003)

SE -.289
(<001)

-.403
(<.001)

.320
(<.001)

.392
(<.001)

HPB -.323
(<.001)

-.375
(<.001)

.365
(<.001)

.414
(<.001)

.441
(<.001)

HRQOL -.249
(<.001)

-.268
(<.001)

.310
(<.001)

.288
(<.001)

.449
(<.001)

.503
(<.001)

AS: Acculturative stress, OS: Occupational stress, ICSN: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HL: Health literacy, SE: Self-efficacy, HPB: 

Health promotion behavior, HRQO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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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Stuifbergen (1995)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개념모델과 선행연구

를 토대로 가설모형을 구축하고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와 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앞서 모형의 추

정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가설모형에 대한 적합도 

확인과 함께 경로의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고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1) 모형의 인정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측정변수의 수가 15개이므로 정보의 수는 15(15+1)/2 

= 120개이며, 추정해야 할 자유모수의 수는 49개이다. 자유도는 120-49 = 71 로

서 과대식별 모형(over identified model)에 해당하며, 모형식별이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Kline, 2005).

 2)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

 

   본 연구는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법칙타당성(nomological validity)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잠재변

수와 관측변수 간의 관계 및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연구자가 선행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한 모형의 수렴타당성이나 판별

타당성 검증에 이용된다(우종필, 2012). 수렴타당성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

들의 일치성(agreement) 정도를 나타낸다. 수렴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첫째로 확

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수와 관측변수간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을 측정

하는 것으로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계수(standardized factor loading)가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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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이하이면서 통계적 유의성 C.R 값이 1.965 보다 클 경우 수렴타당성이 유지된다

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9, 부록 2-Figure 1>와 같다. 기능적 

건강문해력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43으로 나타났으나, 기준치인 .50 보다는 크게 

낮지 않고 기능적 건강문해력을 제거할 시 건강문해력 구성개념의 의미가 변할 수 있

으므로 분석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능적 건강문해력 이외의 요인은 모두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58 이상, 임계비(Critical Ratio: C.R) 5.7 이상, p < .001로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수렴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법으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를 확인하였다. 

AVE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제곱한 값들의 합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제곱의 

합에 오차분산의 합을 더하여 나눈 것을 말하며, AVE 값이 .50 이상인 경우 수렴 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우종필, 2012 p.166). CR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합에 

제곱을 하고 이를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합의 제곱에 오차분산의 합을 더한 값으로 

나눈 것으로서, CR 값이 .70 이상이면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우종필, 2012 

p.166). 본 연구에서는 둘 이상의 구성개념을 가진 문화적응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

스, 건강문해력,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해 원점수를 이용하여 평균분산추출과 개념신

뢰도를 산출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평균분산추출은 .668 이상, 개념신뢰도는 .817 이

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부록 2-Table 1>.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변수 간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념

을 측정했을 때 얻어진 측정값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85 이상이면 구성개념 간에 동일한 요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85 미만이어야 하며, 구성개념 간 각각의 평균분산추출(AVE) 값과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을 비교하여서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보다 큰 

경우에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문수백, 2017; 우종필, 2012). 본 연구

에서 요인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101~.503으로서 모두 .85 이하였다. 요인간의 상

관계수의 절대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 건강 관련 삶의 질과 건강증진행위인데,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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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의 제곱 값은 0.25이었다. AVE의 최소값은 .668로서, AVE의 모든 값이 상관계

수 제곱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판별 타당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부록 

2-Table 1>.    

   법칙타당성은 잠재변수 간의 방향성에 관련된 것으로서, 하나의 구성개념이 다른 

구성개념을 맞게 예측하는지에 대해 공분산표에서 p값이 .05보다 작은 것 중에서 부

호의 방향이 맞는지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우종필, 2012). 선

행연구 및 이론을 통해 두 구성개념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예측하였는데, 실

제 정(+)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면, 법칙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우종

필, 2012). 본 연구의 공분산 확인 결과 p 값이 .05 보다 작은 요인간의 부호의 방

향이 적절하게 나타났으므로 법칙타당성이 확인되었다<부록 2-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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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Factor Loading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Latent

Variables

Observed

Variables
B β S.E CR p

Acculturative 
stress

X1 .759 .831 .058 13.064 < .001
X2 1.000 .832
X3 .707 .793 .056 12.588 < .001

Occupational 
stress

X4 1.000 .577
X5 .608 .785 .105 5.764 < .001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X6 1.000 1.000 - - -

Health literacy X7 .525 .428 .101 5.222 < .001
X8 1.000 .700
X9 .965 .737 .134 7.181 < .001

Self-efficacy X10 1.000 1.000 - - -
Health promotion 
behaviors

Y1 1.000 1.000 - - -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Y2 1.000 .731 - - -
Y3 .985 .846 .112 8.783 < .001

Model fit index: χ2 (CMIN) = 92.41, Normed χ2 (CMIN/df) = 1.96, GFI 
= .943, SRMR = .050, RMSEA = .065, IFI = .953, CFI = .951

B: Non-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E: Standard error, β: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CR: Critical ratio.
X1: Discrimination, X2: Language conflict, X3: Legal status, X4: Physical 
environment, X5: Organizational environment, X6: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X7: Functional health literacy, X8: 
Communicative health literacy, X9: Critical health literacy, X10: Self-efficacy, Y1: 
Health promotion behaviors, Y2: Physic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Y3: Ment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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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모형의 검증

(1) 가설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보다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건

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나 표본의 속성에 국한되는 맥락적 요인 변수인 인구

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교육, 소득, 결혼상태)과 이민 관련 특성(출신민족, 한국거

주 기간), 직무 관련 특성(직종, 주당 근무시간 등), 건강 관련 특성(질환 및 투약여

부)을 통제한 후 Stuifbergen (1995)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개념모델과 기존의 선

행연구를 토대로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단변량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 종속변수인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으로 연령, 출신민족, 한국 거주기간, 이환질환 유무, 현재 투약여

부가 확인되었다.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와 본 연구의 주요변수를 모

두 투입하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맥락적 요인 중 연령 및 한국 거주기간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2-Table 3>. 이에 연령과 한국 거주기간을 통제

변수로 구조모형에 포함시킨 후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Table 10>. 

χ2 (CMIN)은 가장 대표적인 절대적합지수로서 구조방정식에서는 수치가 클수록 좋

지 않기 때문에 모델적합도 중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 p 값을 제시한다(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는 χ2 값이 148.01 (p < .001)로서 확률값이 .05보다 적게 나

타나 기준을 벗어난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χ2 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민감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우종필, 

2012). Normed χ2 값은 일반적으로 3 이하이면 수용할 만하며(우종필, 2012), 2 

이하이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8로 나타났다. GFI는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적합도이며 표본 크기가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으로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통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90 이상일 때 양호한 것으

로 본다(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의 GFI는 .92로 양호하였다. AGFI는 모델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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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es Standard Estimate

Absolute fit 
measure

χ2 (CMIN) lower 148.01
Normed χ2 (CMIN/df)      ≤ 2.0 (close fit)      

     ≤ 3.0 (reasonable fit) 2.08

p > .05 <.001
GFI ≥ .90 .92
AGFI ≥ .90 .87
SRMR ≤ .05 .07
RMSEA      ≤ .05 (close fit)

     ≤ .08 (reasonable fit)
     ≤ .10 (mediocre fit)

.07

Incremental 
fit measure

IFI ≥ .90 .93
CFI ≥ .90 .93
NFI ≥ .90 .87
TLI ≥ .90 .89

도에 의해 GFI가 수정된 값으로서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9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의 AGFI는 .87로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에 가까웠다. 

SRMR은 .05이하이면 모델 적합도가 좋은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07로 모델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에 가깝게 나타났다. RMSEA는 χ2 통계량의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개

발된 적합지수로서 .05이하이면 아주 좋음, .05∼.08 사이일 경우 양호, .10 이하는 

보통을 의미하는데(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의 RMSEA는 .07이었다.

   증분적합지수는 IFI, CFI, TLI, NFI를 이용하였는데, 모두 .90 이상이면 적합하다

고 볼 수 있다(문수백, 2017). 본 연구에서는 IFI가 .93, CFI가 .93, NFI가 .87, 

TLI가 .89로서 모든 증분적합도 지수들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10. Model Fit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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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모형의 모수추정

   가설모형의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경로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가설모

형의 회귀계수의 상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을 제시하였다

<Figure 5>.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다음과 같다.

   건강 관련 삶의 질에는 건강증진행위(β = .401, p < .001), 자기효능감(β = 

.186, p = .014)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β = 

-.176, p = .028)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에는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β = .228, 

p < .001)과 건강문해력(β = .233, p =.008)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직무 스트레스(β = -.229, p = .015)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증진행위를 잘 하며, 자기효능감이 높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건

강 관련 삶의 질은 높아지고, 직무 스트레스가 낮고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

의 통합적 연결성이 높고 건강문해력이 좋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변수들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은 59.1%,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설명력은 37.3%였다<부록 2-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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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ath diagram of the hypothetical model including contro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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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모형의 효과분석 

   변수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이용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1>.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접효과를 나타낸 요인은 건강증진행위(β = .401, p = .005), 자기효능감(β = 

.186, p = .012)과 문화적응 스트레스(β = -.176, p = .050)였으며, 직무 스트레

스나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건강문해력의 직접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증진행위를 통한 이들 요인의 간접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직무 스트레

스(β = -.092, p = .008),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β 

= .091, p = .004), 건강문해력(β = .093, p = .026) 모두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매개 요인인 건강증진행위에는 직무 

스트레스(β = -.229, p = .012),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

성(β = .228, p = .005), 건강문해력(β = .233, p = .037)이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Stuifbergen (1995)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개념모델에서 제시하는 바

와 같이 장애요인, 자원요인 및 인지요인은 건강증진행위를 매개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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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

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

β (p)

Indirect 

effect

β (p)

Total 

effect

β (p)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ulturative stress -.070(.475) - -.070(.475)
Occupational stress -.229(.012) -.229(.012)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228(.005) .228(.005)

Health literacy .233(.037) .233(.037)
Self-efficacy .129(.108) .129(.108)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cculturative stress -.176(.050) -.028(.427) -.205(.036)
Occupational stress .099(.324) -.092(.008) .007(.914)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069(.321) .091(.004) .160(.040)

Health literacy .137(.199) .093(.026) .230(.044)
Self-efficacy .186(.012) .052(.086) .238(.004)
Health promotion behavior .401(.005) - .401(.005)
Age -.298(.003) - -.298(.003)
Duration of residency -.144(.038) - -.144(.038)

Table 11.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Hypothetical 

Model including Contro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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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가설 검증

가설 1. "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는 직접효과(β = -.176, p = .050) 및 총 효과(β = -.205, p 

= .036)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 "직무 스트레스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간접효과(β = -.092, p = .008)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3.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은 건강 관련 삶의 질

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간접효과(β = .091, p = 

.004) 및 총 효과(β = .160, p = .040)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4. "건강문해력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간접효과(β = .093, p = .026) 및 총 효과(β = .230, p = .044)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5. "자기효능감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직접효과(β = .186, p = .012) 및 총 효과(β = .238, p = .004)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6. "건강증진행위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직접효과(β = .401, p = .005)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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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1. 이주근로자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요

인을 확인하고, 장애요인(문화적응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자원요인(지역사회 스

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건강문해력), 인지요인(자기효능감), 행위요인

(건강증진행위)으로 구성된 이주근로자 건강 관련 삶의 질 가설모형을 구축한 후 각 

요인들의 직·간접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Stuifbergen (1995)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개념모델

을 기반으로 하여, 매개요인인 건강증진행위를 중심으로 문헌에서 나타난 이주민의 

삶의 질 영향요인들을 종합하여 구축되었다. 외생변수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건강문해력, 자기효능감

을 포함하였고, 내생변수에는 건강증진행위와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이주근로자 건강 관련 삶의 질 모형의 적합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이 모형은 장애요인, 자원요인, 인지요인이 건강증진행위의 37.3% 설명하였으

며, 장애요인, 자원요인, 인지요인과 행위요인은 건강 관련 삶의 질의 59.1% 설명하

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100점 만점에 70.87점이었으며, 신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이 71.22점,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이 70.53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다문

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고 0~100점 점수로 보고한 연구

(박현옥, 2014)에서의 75.76점과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75.75점(이상

미, 2010)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점

수를 norm-based scoring 방식으로 산출하면 신체적 건강지수(PCS)는 50.03점,  

정신적 건강지수(MCS)는 48.04점이었다. 이는 SF-12를 사용하여 norm-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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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로 보고한 조선족 이주자 대상 연구(평균연령 57.1세)에서 나타난 PCS의 평균 

41.1점, MCS의 평균 49.1점(이민혜 등, 2013)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고, 

일개 시와 일개 도에 위치한 외국인 무료진료소와 종교단체 3곳에서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김신혜, 2016)의 PCS와 MCS의 평균 점수인 49.39점과는 비

슷한 수준이었다.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효과크기에 따라 살펴보면, 건강증진

행위, 자기효능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는 건강 관

련 삶의 질에 직접효과가 가장 큰 요인으로서, 건강증진행위를 잘 할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증진행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가장 강

력한 예측인자로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사실상 개인의 건강증진행위의 산물

(products)이며(Mohamadian et al., 2011), 건강성과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이론의 기본 가정과(Pender et al., 2010; 

Stuifbergen, 1995; Stuifbergen & Rogers, 1997),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

한 선행연구(Han et al., 2005; Taechaboonsermsak et al., 2005; Mohamadian 

et al., 201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주민들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건강행위를 스스로 잘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새로운 생활방식에 노출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문화

적 격차는 이주민의 건강행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Documet 

& Sharma, 2004; Franzini, & Fernandez-Esquer, 2006). 건강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증상이 있을 때 의료진을 찾아 상의하고,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

는 것이 중요한데, 언어 차이가 존재하거나 적절한 건강보험이 없을 때, 의료서비스 

이용을 통한 건강관리 행위는 현저하게 저해된다(Rivers & Patino, 2006). 또한, 이

주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경우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과 함께 건

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ee, Ryan, Laflamme, & Holt, 2006). 

미국 내 중국 출신 이주민들은 언어문제, 문화적 규범/가치에 대한 차이, 서양의학에 

대한 불신과 같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rion, Wu, & Tran, 2005). 건강증진행위는 최적의 건강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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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며 높은 건강 관련 삶의 질로 연결되므로(Blanchard, Courneya, & Stein, 

2008; Bize et al., 2007), 이주근로자가 건강증진행위의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

록 돕고 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이었다. 이는 질병이 있음에도 기존에 자기효능감이 높았던 사람의 경우 질병으로 인

한 심리사회적 영향을 덜 받고, 건강수준과 삶의 질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에 비

해 향상됨을 실험연구를 통해 확인함으로서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의 주요한 예측인자

라고 보고한 연구(Bentsen et al., 2010)와 자기효능감은 실제 능력과 구별되나 장·
단기 삶의 질을 일관성 있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인다(Marks & Allegrante, 2005)

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국내 결혼이주여성 연구에서 역시 자기효능감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기효능감은 이주 

상황에서 발생하는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이 된다

고 하였다(Yoo et al., 2012).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3.41점(5점 만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평균 연령이 비슷한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박현옥(2014) 

연구에서의 3.56점과 정남옥 & 이명하(2010)의 3.74점 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주며 스스로를 동기화 시

키는 힘의 원천으로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Chino, Nemoto, Fujii, & Mizuno, 2009), 이주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이주민의 건강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야 한다(Yoo et al., 2012).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중국 출신 이주민의 경우 주류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려워지고 이는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agnet de Saissy, 2009). 성인의 자기효능감 및 건강행위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French, Olander, Chisholm, & Mc Sharry, 2014), 행위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동기부여를 위한 면담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건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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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건강행동을 위협하는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처계획을 세우며, 성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하는 방법 등을 이주근로자의 자

기효능감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건강 관련 삶의 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건강

증진행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의 

주요한 예측요인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정남옥 & 이명하, 2010; 박현옥, 2014)와

는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정남옥 & 이명하(2010)와 박현옥 (2014)의 연구에서 

건강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하나 이상의 질

환이나 증상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무료진료소를 방문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단변량 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 대상자 중에서도 진단받은 질환이 있는 경우 자기효

능감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현재의 질병 상태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평상시와 같은 건강행위 수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주요 변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주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한 선행연구(김정식, 2015; Chae et al., 20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은 2.18점(최대 5점)으로 중간보다 낮았는데 세

부 영역별로는 법적지위 1.94점, 언어갈등 2.36점, 차별경험 2.41점이었다. 이는 동

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국내 다국적 출신 이주근로자(중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이인선, 2004)에서 법적지위 3.35점, 

언어갈등 3.34점, 차별경험 3.07점이었던 것에 비하면 낮은 점수이다. 한국에서의 거

주기간이 평균 4.8년으로 오랜 기간 거주하지 않은 본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응 스트

레스의 점수가 낮은 데에는 재외동포 및 방문취업 등의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

아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실제로 없었거나, 불법적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조선족의 경

우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거의 없거나 언어적 갈등이 비교적 적어 나타난 결과로 여

겨진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단변량 분석에서 성별, 연령, 거주형태, 가구 월소득, 출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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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면서 연령대가 

낮고, 가족보다는 회사 동료 및 친구와 함께 거주하며, 가구 월소득이 적고 한족 출신

이면서 한국에 온지 3년 이내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이주근로자는 모국인 공동체나 모국인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언어갈등 및 문

화적 차이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입국 초기 모국인과의 관계는 비슷한 경험을 통해 서로간의 어려움을 

나누고 친밀감을 유지하는 등의 긍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Lee et al., 2009). 국

내에 거주하는 조선족 이주근로자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 부담감이 

높고 우울 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볼 때(Lee et al., 2014), 중국 출신 이주 근

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을 가진 이주 초기의 근로자를 모국인 모

임에 연결되도록 돕고, 모국인 모임을 통로로 활용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를 

전달하는 것은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

이는 것과 함께 문화적으로 민감한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Mier 등 

(2010)은 이주민에게 문화적으로 민감한 간호중재를 위한 구성요소로서, 해당 문화

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a) 이중 언어로 된 자료 및 이중 언어가 가능한 촉

진자(facilitators)를 활용하는 것, (b) 가족 단위를 기반으로 중재하는 것, (c) 문해

력을 파악하여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 (d)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들었다

(Mier, Ory, & Medina, 2010). 

   또한, 미국 내 문화적 특수성을 가진 소수집단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Campbell et al., 2007)에서는 문화적으로 민감성을 갖춘 연구전략으로서, 

(a) 연구자가 지역사회 이주민 공동체의 건강문제, 정신건강 수준 등에 대해 보고하

고 지역사회의 지도자들로부터 대상자 모집전략 및 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 (b) 이주민의 문화적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연구과정에서 발생하

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같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중재제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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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것, (c) 중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배우자(파트너)를 

포함하는 것, (d) 연구목적, 참여자, 결과 및 향후 연구 계획을 포함하여 간략한 요약 

형태로 연구참여자 및 지역사회의 게이트 키퍼(gatekeepers)에게 연구결과를 보급하

는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주민 또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같은 대상자를 중재제공자로 활용하는 것이 건강성과 개선에 효과적이었음을 선행연

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 내 만성 질환을 가진 방글라데시인을 대상으로 

문화적으로 적합한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인을 중재의 

촉진자(facilitator)로 활용한 결과,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 및 자가관리행위 향상과 

함께 우울이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Griffiths et al., 2005). 또 다른 연구에서 

미국 내 소수인종 집단인 멕시코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중 언어(영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 건강요원들을 교육시킨 후 이들이 주도하는 당뇨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무작위 시험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참여자들의 당뇨관련 지식 증가와 함께 

당화혈색소 감소라는 유의한 건강성과를 보였다(Luzan, Ostwald, & Ortiz, 2007).

   이를 바탕으로 중국 이주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전략을 요약하면, 이주근로자의 

문화적 민감성 및 건강에 대한 요구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

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되, 중국 출신 근로자들의 모국인 단체/모임을 통해 중재를 전

달하고, 이들의 실정에 민감한 이주근로자가 중재 제공자이자 건강증진 활동의 촉진

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이주근로자의 주요한 건강문

제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 활동에 대해 이주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

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결과에서 직무 스트레스, 건강문해력,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건강증진

행위를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45.31점이었는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경기지역에서 공장 및 건설업, 서

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이주근로자 4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나타난 남성 

48.6점, 여성 45.5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이선웅 등, 2009), 국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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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무 스트레스 점수의 중위수와 유사하였다(Chang et 

al., 2004). 주로 저임금 고강도 노동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주근로자는 위험한 물리

적 작업환경, 직무 불안정성, 보상의 부적절, 조직 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55.3%, 60시간

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5.7%에 달하였으며, 21.5%가 관절 및 근골격계 질환을 보유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무료진료소를 방문한 목적 역시 근골격계 통증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23.7%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주근로자의 업무강도는 높을 것

으로 예상되며 실제로는 많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 직무 스트레스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건강증진행위를 

매개로 한 유의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근로자 삶의 질 예측모형 연구

(Lee & Jung, 2011)에서 직무 스트레스는 건강증진행위에 강한 직접적 영향을 미

치며, 건강증진행위는 근로자의 개인적 요인이나 직무 환경적 요인을 비롯한 각종 삶

의 질 관련 요인들을 매개함으로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중국의 이주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흡연과 같은 건강위험행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Cui et al., 2012), 이주근로자의 직무 스

트레스 감소를 통해 건강행위를 증진하고 더불어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최근 근로자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고된 핵심전략은 개인과 

조직수준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건강위험요인과 건강관리 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위험 및 보호요소별 맞춤형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Yoo, JeKarl, & Kim, 2015). 국내 이주근로자의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주근로자의 직무관련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중재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주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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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주근로자에게 보다 적합하고 실용적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내 차이나타운 식당에서 근무하는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상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Minkler et 

al., 2010)에서 지역사회 참여형 연구(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접근방법으로 중국인 이주근로자들을 모집하여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이주근로자 작

업환경 특성에 맞춘 근로자 안전 체크리스트 및 설문도구(유해인자 노출, 차별 등)의 

개발과 시험평가의 전 과정에 이주민을 포함한 것은 문화적으로 적합한 직무 스트레

스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으로 참조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건강문해력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

나 건강증진행위를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증진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효과크기가 큰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건강

문해력의 전체 평균은 2.73점이며, 기능적 문해력이 2.57점, 의사소통 문해력이 2.72

점, 비판적 문해력이 2.86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특성에 따라서는 20대 이하의 건

강문해력이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의 건강문해력이 가장 낮았으며, 남성보다는 여성

의 건강문해력이 높았고 출신 민족에 따라서는 의사소통 문해력만 차이를 보였는데, 

한족 보다는 조선족의 의사소통 문해력이 유의하게 높았다(t=-2.16, p=.031). 건강

문해력이 높으면 진료나 상담 시 의료인의 설명과 지시사항, 건강교육자료를 잘 이해

하지만(이수현, 2012), 낮은 건강문해력을 가진 사람은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향이 있어 정확한 건강기록을 위한 정보를 의료인에게 제공하기 어렵고, 건강문제

를 스스로 관리하기에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관리 제공자에 대한 불

신까지도 종종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12, 

Gonzalez-Ramos, & Gonzalez, 2005).

   이는 이주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이

주민의 건강문해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주근로자 대상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시 사전에 개인의 건강문해력 수준을 파악하고, 이주근로자들에게 친

숙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통역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모국어로 전달함으로써 이

주근로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주민의 건강문해력과 의사소통



- 82 -

에 대한 요구를 감안하여 보건의료 제공자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대해 고찰한 연구결

과(Kreps & Sparks, 2008)를 토대로, 이주민 관련 단체나 조직간 파트너십을 개발

하여 대상자뿐만 아니라 건강정보 제공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 건강정보를 제공

할 때에는 이용자 중심(consumer oriented)의 문화적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적절

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상자에게 친숙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주민의 가족

과 지역사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일 방향으로 정보만 전달하기 보다는 건강증진

을 위한 선택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점수는 평균 

8.25점(3~15점 범위)이었으며, 세부 영역별로는 지역사회 조직/모임 참여는 2.88점

(9점 만점), 미디어 이용은 1.60점(5점 만점), 이웃과의 대화정도는 2.98점(7점 만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손경은, 2015)에서 나타난 평균 9.10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조직/모임 참여 1.03점, 미디어 이용 1.89점, 이웃과의 대화정도 

2.85점으로서, 내국인과 지역사회 조직/모임 참여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직

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건강증진행위를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보다 잘 하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동원 가능한 자원이 무엇인지 규명하

고, 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건강 관련 지식의 향상과 더불어 문제해결행동(예: 건

강 예방 및 증진활동, 공동체 참여)에 착수하도록 돕는다는 커뮤니케이션 하부이론의 

핵심주장(Ball-Rokeach et al., 2001; Kim et al., 2011)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국내 결혼이주여성 연구(박현옥, 2014)에서 역시 이주민이 참여하는 모임이 있을 

경우 건강증진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주근로자의 건강행위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이들이 모이는 종교단체, 고향모임, 친목모임을 

통해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건강정보를 확산하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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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위를 촉진하는 방안이 중재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주근로자의 경우 한국

인보다 모국인과의 접촉 빈도가 높고, 종교 활동 참여, 친구나 이웃 방문, 직장관련 

모임 참여 순으로 사회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이인선, 2004), 네

트워크 형성이 어려운 초기 이주근로자의 경우 지역사회 차원에서 모국인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출신 이주민 중 조선족의 경우, 서울시에만 약 30여종의 조선족 커뮤니티에

서 발행하는 신문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신문들은 대체적으로 중국 이주민 밀집 거주 

지역의 중요한 스토리텔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이주민들에게 각종 지역 정보 제공

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유정 등, 2012). 중국 이주민

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를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

체로 활용할 수 있겠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90.4%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

었고, 건강정보를 탐색할 때 가장 먼저 이용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응답

자는 전체의 37.3%였다.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 기술의 발전으로 지리적·언어적 제

한을 넘어선 정보전달이 가능해졌는데, 미국 내 한국 출신의 초기 이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제공원(health information source)으로서의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

에 대한 연구결과, 당뇨관련 건강정보 제공원으로서의 유용성과 접근성이 검증되었다

(Kim & Huh, 2012).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에게 문화적으로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

운 언어로 개발된 건강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이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

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건강정보 접근 및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이주민 건강 애플

리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전략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맥락적 요인(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중 

건강 관련 삶의 질에는 연령, 출신민족, 한국 거주기간, 이환질환 유무, 현재 투약여

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주요변수들을 모두 

투입한 상태에서 연령과 한국 거주기간은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정신적 기능저하와 함께 건강 관



- 84 -

련 삶의 질이 감소한다는 연구(Habib, 2015; 김신정 등, 2008)를 지지하는 결과이

다. 또한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데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타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주 

초기에는 건강상태가 좋은 것처럼 나타난다는 건강한 이주자 효과(healthy migrant 

effect)로 설명할 수 있겠다(McDonald & Kennedy, 2004). 따라서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를 고려할 때에는 대상자의 연령과 한국 거주기

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종합하여 볼 때,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및 요인의 

직·간접 효과를 파악한 본 연구는 건강취약 집단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Stuifbergen 

(1995)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개념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중국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확인된 바 없었던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및 건강문해력과 건강증진행위, 건강 관련 삶의 질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본 연구는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재할 수 있는 건강증

진행위의 자원요인들을 확인함으로서, 실질적인 중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

강증진행위 및 자기효능감 향상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행위는 직무 스트레스 감소와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강화, 건강문해력 향상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

구대상자는 서울과 부산 두 지역의 이주민 지원기관에서 열리는 무료진료소에 자발적

으로 방문하는 이주근로자에 한정하여 모집되었는데,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이주근로

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은 기관

을 이용하지 않는 이주근로자들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질병 발생 시 의

원이나 병원을 방문하는 이주근로자와 무료진료소를 찾는 이주근로자들의 특성이 다

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둘째, 인과관계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횡단적 연구보다 종단적 연구가 

더 적합하지만,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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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셋째, 건강문해력 등 모든 연구변수를 자가보고식으로만 측정하였는데, 주관

적인 평가로만 측정한 결과는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고 한 가지 방법으로 측정 시 동
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측정도구를 

병용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타 문화권에서 개발된 측

정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대상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 될 수 있으며(Regmi, Naidoo, & Pilkington, 2010), 연구 결과에는 대상자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측정오류(measurement error)를 포함하고 있을 가

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SF-12는 해외에서 개발되어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사용되고 있고, 직무 스트레스의 경우 국내 모든 직업군에 적용 가능하다고 밝

히고는 있으나, 이주민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는 아니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주자

가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간호학적 의의

1) 간호이론의 측면

   본 연구는 Stuifbergen (1995)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개념모델과 문헌고찰을 

통해 이주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나타낸 요인을 찾아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였다. 각 요인들의 직·간접 효과 및 총 효과를 근거로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확인한 본 연구는 Stuifbergen (1995)의 모델이 건강

문제를 가진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용함을 확인하

였는데 의의가 있다.

2) 간호연구의 측면

   본 연구는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 

자원요인, 인지요인 및 행위요인의 직·간접효과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설명과 추론을 제공함으로서,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 86 -

질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지식체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무엇인지 제안하므로 향후 수

행될 간호중재 연구를 위한 실질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간호실무의 측면

   본 연구를 통해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및 

간호중재의 방향, 이주근로자 지원정책의 수립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이주근로자의 문화적응 스

트레스는 낮추고 건강증진행위를 잘 수행하도록 돕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전략

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건강증진행위를 통해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건강문해력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한 상담, 지지,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은 이주

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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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Stuifbergen (1995)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개념모델과 문헌고찰을 토

대로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가설적 

모형을 만들어 모형의 적합도 및 요인들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요인(장애요인, 자원요인, 인지요인)과 행위요인으로 구분

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건강문해력,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직·간
접 추정하기 위한 가설모형을 구축한 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가설적 모형을 통해 수립된 가설 6개 모두 직접 또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지지되었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모형의 검증 결과, 건강증진

행위와 자기효능감,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스트레스,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

결성 및 건강문해력은 건강증진행위를 매개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간접효과

를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건강증진행위는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증진행위를 강화

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건강증진행위에는 직무 스트레스와 지역사회 스

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및 건강문해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를 계획할 때에는 이주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강화와 건강문해력을 높여 건강자원을 극대화함으로써 건강증진행위를 향상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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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방향과 간호실무에서의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주근로자라는 특성 상 무작위 표본추출이 어려웠으며 대상

자 표집의 한계로 인해 일부 지역 이주민 지원단체의 무료진료소를 내원하는 이주근

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출신 민족, 대상자 연령 

등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건강문해력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

로, 본 연구결과를 국내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한정된 지역이 아닌 폭 넓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확대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를 비롯하여 이주근로자 

대상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이주민 지원기관을 중심의 편의표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만 사실 상 전체 이주민 중 이주민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를 이용하는 비율

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관의 지지나 지원을 받으며 사회적 관계망을 맺고 있

는 이들의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전혀 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형편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주근로자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에 각종 단체나 기관을 이용하는 이주

근로자 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주근로자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주

로 개인의 인식과 행위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출신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제 요인의 반복연구를 통한 검증과 더불어서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 물리

적 차원의 요인 등을 보다 다양하게 탐색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건강증진행위 및 

자기효능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등을 고려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적

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가보고식의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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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고식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관찰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거나 건강문해력에 대한 의료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등 연

구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완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 90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고은주. (2011).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

논문).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양.

곽미정. (2015). 다문화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울. 

김계형, & 박상민. (2014). 국내 이주민을 위한 정착 시기에 따른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 방안. 다문화사회연구, 7(2), 29-59. 

김선화. (2005).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대전.

김신정, 이순희, 김숙영, 김애리, 박현태, & 이영주. (2008). 이주노동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성인간호학회지, 20(5), 791-803. 

김신혜. (2016).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체적 건강, 문화적응 스트레스, 통합성, 건강관

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대학원, 대구.

김연희, & 서영준.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학연구, 24(1), 35-62. 

김유정, 김용찬, 김지현, 우지희, 정혜선, & 손해영. (2012). 중국동포 커뮤니티 형성

과 에스닉미디어의 역할. 한국언론학보, 56(3), 347-375.

김정식. (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결정요인: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부부적응을 중심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혜련, 황나미, 장인순, 윤강재, & 강복정.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식건강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from: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

1002/1583

노유성. (2004).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

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91 -

노하나. (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문화적

응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이

화여자대학교, 서울. 

문수백. (2017).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실제. 서울: 학지사. ISBN 

978-89-5891-932-9

박세훈, & 정소양. (2009).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따른 외국인의 공간분포 특성과 시

사점. 국토정책 Brief,(254), 1-8.

박소연. (2009).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전인건강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국내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부산.

박현옥. (2014).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국내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배정이, & 박영숙. (2010). 캐나다 이민자의 정신건강 구조 모형. 대한간호학회지, 4

0(3), 389-399.

법령정의사전. (200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3908호, 20

16.1.27.]. from:http://www.law.go.kr/lsTrmScListP.do?p1=1&fsort=10&o

utmax=50&q=*.?#

법무부. (2016). 2016년 7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from: http://www.moj.

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20

8&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40402000&strOrgG

bnCd=104000

보건복지부. (201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from: http://ww

w.mv.go.kr

서민숙, 박경숙, 박형무 & 박현옥. (2013).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위와 

삶의 질. 대한폐경학회지, 19(2). 112-121.

서혜연. (2016).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가족건강성과 삶의 질 (국내석사학

위논문).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대전. 

설동훈, 홍승권, 고현웅, & 김인태. (2005). 외국인 노동자 보건의료실태 조사연구. 



- 92 -

서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 . .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

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손경은. (2015). 가족요인이 지역 커뮤니티 관여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 하부

구조이론의 관점에서.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서

울.

양숙자. (2010). 한국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 보건의료이용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4(2), 323-335.

양숙자, 지연경, 안지숙, 박민희, & 정선옥. (2014). 조선족과 다른 출신국 여성결혼

이민자의 건강문해력과 영향 요인 비교.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8(2), 

211-227.

양옥경, & 김연수. (2007). 서울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8(26), 79-110.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160-176.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ISBN : 9788955661248.

윤기찬, 장한나, & 문신용. (2016).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QOL) 도농간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42(2), 343-367. 

윤지원, & 강희선. (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

      (1), 32-42.

이경혜, & 김경원. (2011).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 문화적 적응과 정서 상태 및 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5(2), 121-131. 

이금희. (2008). 조선족과 한족 노동자들의 한국에서의 직업/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 ERG이론을 중심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원, 서

울.

이민혜, 이현경, 김수, & 장연수. (2013). 조선족 이민자의 문화적응, 사회적 관계망

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4), 438-450.



- 93 -

이복임, & 정혜선. (2011). 근로자의 삶의 질 예측모형. 한국산업간호학회지, 20(1), 

35-45.

이상미. (2010). SF-12를 이용한 근로자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국내석사학위논

문).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  

이선웅, 김규상, 김태균, 류향우, 이미영, 원용림, 송윤희. (2009). 경기지역 일부 이

주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의 상관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21(1), 76-86.

이수현, 장기환, 한흥식, 박병규, & 김성수. (2012). 부산지역 여성결혼 이민자의 건

강정보이해능력과 건강태도. 여성학연구, 22(1), 165-200.

이숙경. (2012).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예측모형 (국내박사학위논문). 고

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영민, 이은하, & 이화용. (2014). 서울시 중국인 이주자 집단의 거주지 특성과 장

소화 연구: 조선족과 한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2), 

15-31.

이윤호. (2006). 베트남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이인선. (200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

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

울.

이정미, & 이은주. (2013). 이주노동자의 의료정보문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

본간호학회지, 20(3), 269-277.

정기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0, 69-103. 

정기선, 김석호, 고지영, 이규용, 이혜경, 이창원, & 최서리. (2013). 2013년 체류외

국인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과 사회생활. 법무부 용

역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802-01). IOM 이민정책연구원. 

대한민국 고양시. from: https://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



- 94 -

p?contents_id=CNTS-00067631169#

정남옥, & 이명하.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증진행위 예측모형. 대한간호학회

지, 40(5), 695-704.

정다와. (2013). 수도권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서울. 

정의철. (2013).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과 헬스커뮤니케이션: 이주와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중심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9, 77-111.

정자경, & 박연환. (2012).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도,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행

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2. 29-52.

정진경 & 양계민. (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 

101-136.

조성혜, & 이현경. (2013). 중국 이민여성의 신체활동 관련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3(6), 760-769.

주영수. (2011).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 교육: VolumeⅡ, 이주자의 건강. IOM 이민

정책연구원 이주교육 시리즈 No. 2010-02.  IOM 이민정책연구원. 대한민국 

고양시.

최명애, 이명선, 최정안, & 신기수. (2012).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지식, 건강증진행위 

및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2(5), 622-631.

최지현. (2011). 결혼이주 일본여성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요인.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대구.

통계청. (2016).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from: http://kostat.go.kr/

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6794

한종완. (2011). 중국이주민 문화접변 양상 연구: 광주, 전남지역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중국과 중국학, 14, 66-108.

- 국외 문헌 -

Alderete, E., Vega, W. A., Kolody, B., & Aguilar‐Gaxiola, S. (1999). 

Depressive symptomatology: prevalence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 95 -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s in California.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4), 457-471.

Arion, K., Wu, B., & Tran, T. V. (2005). Health care and social service use 

among Chinese immigrant elder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8(2), 

95-105.

Bakas, T., McLennon, S. M., Carpenter, J. S., Buelow, J. M., Otte, J. L., 

Hanna, K. M., ... & Welch, J. L. (2012). Systematic review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odels.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0(1), 134.

Baker, D. W., Wolf, M. S., Feinglass, J., Thompson, J. A., Gazmararian, J. A., 

& Huang, J. (2007). Health literacy and mortality among elderly 

persons.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7(14), 1503-1509.

Ball-Rokeach, S. J., Kim, Y. C., & Matei, S. (2001). Storytelling 

neighborhood paths to belonging in diverse urban environments. 

Communication Research, 28(4), 392-428. 

Bandura, A. (1997). Theoretical perspectives.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Baumann, M., Chau, K., Kabuth, B., & Chau, N. (2014). Association betwee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being an immigrant among 

adolescents, and the role of socioeconomic and health-related 

difficul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1(2), 1694-1714. doi: 10.3390/ijerph110201694

Beaudoin, C. E., Thorson, E., & Hong, T. (2006). Promoting youth health by 

social empowerment: a media campaign targeting social capital. Health 

Communication, 19(2), 175-182.

Belizaire, L. S., & Fuertes, J. N. (2011). Attachment, coping, acculturative 

stress, and quality of life among Haitian immigrants. Journal of 



- 96 -

Counseling & Development, 89(1), 89-97.

Benach, J., Muntaner, C., Chung, H., & Benavides, F. G. (2010). Immigration, 

employment relations, and health: Developing a research agenda.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53(4), 338-343.

Bentsen, S. B., Wentzel-Larsen, T., Henriksen, A. H., Rokne, B., & Wahl, A. 

K. (2010). Self-efficacy as a predictor of improvement in health 

status and overall quality of life in pulmonary rehabilitation? an 

exploratory study.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81(1), 5-13.

Berkman, N. D., Sheridan, S. L., Donahue, K. E., Halpern, D. J., & Crotty, K. 

(2011). Low health literacy and health outcomes: an updated 

systematic review.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55(2), 97-107.

Bhandari, P. (2012). Stres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Nepalese 

students studying in South Korea: a cross sectional study.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0(1), 1-9.

Bhugra, D. (2004). Migration and mental health.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9(4), 243-258.

Bize, R., Johnson, J. A., & Plotnikoff, R. C. (2007). Physical activity level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general adult population: a 

systematic review. Preventive Medicine, 45(6), 401-415.

Blanchard, C. M., Courneya, K. S., & Stein, K. (2008). Cancer survivors’ 

adherence to lifestyle behavior recommendations and associations with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results from the American Cancer 

Society's SCS-II.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6(13), 2198-2204.

Bonsaksen, T., Lerdal, A., & Fagermoen, M. S. (2012). Factors associated 

with self-efficacy in persons with chronic illnes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3(4), 333-339.

Caidi, N., Allard, D., & Quirke, L. (2010). Information practices of 



- 97 -

immigrant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4(1), 491-531. 

Campbell, C., & McLean, C. (2002). Ethnic identities, social capital and 

health inequalities: factors shaping African-Caribbean participation in 

local community networks in the UK. Social Science & Medicine, 

55(4), 643-657.

Campbell, L. C., Keefe, F. J., Scipio, C., McKee, D. C., Edwards, C. L., 

Herman, S. H., ... & Donatucci, C. (2007). Facilitating research 

participation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for African American prostate 

cancer survivors and their intimate partners. Cancer, 109(S2), 

414-42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0). Measuring healthy days: 

population assessment of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vailable from: 

http://www.cdc.gov/hrqol/pdfs/mhd.pdf. Accessed January 10, 2015.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Surveillance of fruit and 

vegetable intake using the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Available from: http://www.cdc.gov/brfss/data_documentation/PDF/fruits_

vegetables.pdf. Accessed January 10, 2015.

Cervantes, R. C., Padilla, A. M., & Salgado de Snyder, N. (1991). The 

Hispanic stress inventory: a culturally relevant approach to 

psychosocial assess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38.

Chae, S. M., Park, J. W., & Kang, H. S. (2014). Relationships of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to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5(2), 137-144.

Chang, S. J., Kang, D. M., Kang, M. G., Koh, S. B., Kim, S. A., Kim, S. Y., ... 



- 98 -

& Roh, S. C. (2004). Standardization of job stress measurement scale 

for Korean employees: the 2nd year project. Inche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Chang, S. J., Koh, S. B., Kang, D., Kim, S. A., Kang, M. G., Lee, C. G., ... & 

Kim, J. W. (2005). Developing 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Korean 

employe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7(4), 297-317.

Chen, G., Gully, S. M., & Eden, D. (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1), 62-83.

Cheong, P. H. (2007). Health communication resources for uninsured and 

insured hispanics. Health Communication, 2, 153-163.

Chinn & McCarthy (2013). All Aspects of Health Literacy Scale (AAHLS): 

developing a tool to measure functional, communicative and critical 

health literacy in primary healthcare setting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90(2), 247-253.

Chino, B., Nemoto, T., Fujii, C., & Mizuno, M. (2009). Subjective 

assessments of the quality of life, well-being and self-efficacy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63, 

521-528.

Coffman, M. J., & Norton, C. K. (2010). Demands of immigration, health 

literacy, and depression in recent Latino immigrants. Home Health Care 

Management & Practice, 22(2), 116-122.

Cui, X., Rockett, I. R., Yang, T., & Cao, R. (2012). Work stress, life stress, 

and smoking among rural–urban migrant workers in China. BMC Public 

Health, 12(1), 979.

Deering, M. J., & Harris, J. (1996). Consumer health information demand and 

delivery: implications for librarie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 99 -

Association, 84(2), 209. 

DeWalt, D. A., Berkman, N. D., Sheridan, S., Lohr, K. N., & Pignone, M. P. 

(2004). Literacy and health outcomes.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19(12), 1228-1239.

Documet, P. I., & Sharma, R. K. (2004). Latinos' health care access: 

financial and cultural barrier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6(1), 5-13.

Epel, O. B., Kaplan, G., & Moran, M. (2010).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Arabs and Jews in Israel: a 

population-based survey. BMC Public Health, 10, 282. doi: 

10.1186/1471-2458-10-282

Ferrans, C. E., Zerwic, J. J., Wilbur, J. E., & Larson, J. L. (2005). 

Conceptual model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7(4), 336-342.

Franzini, L., & Fernandez-Esquer, M. E. (2006). The association of 

subjective social status and health in low-income Mexican-origin 

individuals in Texas. Social Science & Medicine, 63(3), 788-804.

French, D. P., Olander, E. K., Chisholm, A., & Mc Sharry, J. (2014). Which 

behaviour change techniques are most effective at increasing older 

adults’ self-efficacy and physical activity behaviour? a systematic 

review.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48(2), 225-234.

Furukawa, R., Driessnack, M., & Colclough, Y. (2014). A committee approach 

maintaining cultural originality in translation. Applied Nursing Research, 

27(2), 144-146.

Gagnon, A. J., Zimbeck, M., Zeitlin, J., & ROAM Collaboration. (2009). 

Migration to western industrialised countries and perinatal health: a 

systematic review. Social Science & Medicine, 69(6), 934-946.

Garcini, L. M., Renzaho, A. M., Molina, M., & Ayala, G. X. (2017). 



- 100 -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Mexican-origin Latinos: the role 

of immigration legal status. Ethnicity & Health, 1-16.

Gee, G. C., Ryan, A., Laflamme, D. J., & Holt, J. (2006). Self-reported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African descendants, 

Mexican Americans, and other Latinos in the New Hampshire REACH 

2010 Initiative: the added dimension of immigr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6(10), 1821-1828.

Gee, G. C., & Ponce, N. (2010). Associations between racial discrimination, 

limited English proficienc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6 

Asian ethnic groups in Californi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5), 888-895. doi: 10.2105/AJPH.2009.178012

Gil, A., Vega, W.A., & Dimas, J. (1994). Acculturative stress and personal 

adjustment among Hispanic adolescent boy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 43–53.

Gonzalez-Ramos, G., & Gonzalez, M. J. (2005). Health disparities in the 

Hispanic population. An overview. In M. J. Gonzalez & G. 

Gonzalez-Ramos (Eds.), Mental health care for new immigrants: 

Innovative approaches to contemporary clinical practice (pp. 1-19). 

Binghamton, NY: The Haworth Social Work Practice Press.

Griffiths, C., Motlib, J., Azad, A., Ramsay, J., Eldridge, S., Feder, G., ... & 

Barlow, J. (2005). Randomised controlled trial of a lay-led 

self-management programme for Bangladeshi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55(520), 831-837.

Habib, A. R. R., Manji, J., Wilcox, P. G., Javer, A. R., Buxton, J. A., & Quon, 

B. S. (2015). A systematic review of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adolescents and adults with cystic 

fibrosis. Annals of the American Thoracic Society, 12(3), 420-428.



- 101 -

Han, K. S., Lee, S. J., Park, E. S., Park, Y. J., & Cheol, K. H. (2005). 

Structural model for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chronic 

cardiovascular disease in Korea. Nursing Research, 54(2), 85-96.

Hankonen, N., Absetz, P., Haukkala, A., & Uutela, A. (2009).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osocial mechanisms of lifestyle change in a type 2 

diabetes prevention trial.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38(2), 160.

Haun, J. N., Valerio, M. A., McCormack, L. A., Sørensen, K., & 

Paasche-Orlow, M. K. (2014). Health literacy measurement: an 

inventory and descriptive summary of 51 instrument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9 (sup2), 302-333.

Heaney, C. A., & Israel, B. A. (2008).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 189-210.

Hjellset, V. T., Ihlebaek, C. M., Bjorge, B., Eriksen, H. R., & Hostmark, A. 

T. (2011).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ubjective health complaints, 

psychological distress and coping in Pakistani immigrant women with 

and without the metabolic syndrome : The InnvaDiab-DEPLAN Study 

on Pakistani immigrant women living in Oslo, Norway. Journal of 

Immigrant & Minority Health, 13(4), 732-741. 

Hovey, J. D., & Magana, C. G. (2002).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s: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8(3), 223-237.

Kamimura, A., Myers, K., Ashby, J., Trinh, H. N., Nourian, M. M., & Reel, J. 

J. (2015). Women in Free Clinics: An assessment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for prevention and health education. Journal of 

Community Health, 40(4), 793-801. 



- 102 -

Kim, H. K., Yoo, S. H., Cho, S., Kwon, E. J., Kim, S. Y., & Park, J. Y. 

(2010). Health status and associated health risks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7(5), 79-89.

Kim, J., Huh, J. (2012). Perception and use of ethnic online communities as 

a health information source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Health Communication Research, 6(1), 43-91.

Kim, J. A., Yang, S. J., Chee, Y. K., Kwon, K. J., & An, J. (2015). Effects of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s on depression among married female 

immigrants in South Korea. Asian Nursing Research, 9(2), 125-131.

Kim, K. H. (2005). The relation among fit indexes, power, and sample size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2(3), 

368-390.

Kim, Y. C., & Ball-Rokeach, S. J. (2006a). Community storytelling network, 

neighborhood context, and civic engagement: a multilevel approach.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2(4), 411-439.

Kim, Y. C., & Ball-Rokeach, S. J. (2006b). Civic engagement from a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erspective. Communication Theory, 

16(2), 173-197.

Kim, Y. C., Lim, J. Y., & Park, K. (2015). Effects of health literacy and 

social capital on health information behavior.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0(9), 1084-1094.

Kim, Y. C., Moran, M. B., Wilkin, H. A., & Ball-Rokeach, S. J. (2011). 

Integrated connection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education, 

and chronic disease knowledge among African Americans and Latinos 

in Los Angele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6(4), 393-415.

Kline, R. B. (2005).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 103 -

modeling(2nd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Knoops, K. T., de Groot, L. C., Kromhout, D., Perrin, A. E., 

Moreiras-Varela, O., Menotti, A., & Van Staveren, W. A. (2004). 

Mediterranean diet, lifestyle factors, and 10-year mortality in elderly 

European men and women: the HALE project.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2(12), 1433-1439.

Koochek, A., Montazeri, A., Johansson, S. E., & Sundquist, J. (2007).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migration: a cross-sectional study on 

elderly Iranians in Sweden.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5. 

doi: 10.1186/1477-7525-5-60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6). 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201

5. Retrieved June 15, 2016, from: https://www.immigration.go.kr/HP/CO

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6&strWrtNo=129&strAn

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50&strAllOrgYn=N&

strThisPage=1&strFilePath=im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The national health pla

n 2020 of Korea. Retrieved March 31, 2011, from http://www.kihasa.r

e.kr/html/jsp/

Kreps, G. L., & Sparks, L. (2008). Meeting the health literacy needs of 

immigrant population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71(3), 

328-332. 

Kwon, S. C., Wyatt, L. C., Kranick, J. A., Islam, N. S., Devia, C., Horowitz, 

C., & Trinh-Shevrin, C. (2015). Physical activity, fruit and vegetable 

intak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Chinese, 

Hispanics, and Blacks in New York C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5, S544-S552. doi: 10.2105/AJPH.2015.302653

Lee, B., Jung, H. (2011). A predictive model of workers' quality of life. 



- 104 -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 35-45. 

Lee, C. H., Yun, J. M., Han, J. S., Park, S. M., Park, Y. S., & Hong, S. K. 

(2012).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mong migrants in Korea 

according to their length of stay and residential status.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33(1), 34-43.

Lee, H. J., Ock, M., Kim, S. Y., Kim, S. H., Kim, S. H., & Jo, M. W. (2016). 

Health group and disease group's perceptions of health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 focus group study and in-depth 

Interviews.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6(1), 56-66.

Lee, H., Ahn, H., Miller, A., Park, C., & Kim, S. (2012). Acculturative stress, 

work-related psychosocial factors and depression in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in Korea.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54, 

206-214.

Lee, H, Cho, S., Kim, Y., & Kim, J. (2016). Is there a disparity in 

cardiovascular health between migrant Korean-Chinese and native 

Korean women workers? Workplace Health & Safety, 64(8), 350-358.

Lee, J. E., Kim, M. T., & Han, H. R. (2015). Correlate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Korean immigrant elder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4(7), 844-857. doi: 10.1177/0733464813490247

Lee, K. H., & Kim, K. W. (2011). Relationship of social-cultural adaptation, 

emotion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married female immigra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5 (2), 

121-131.

Lee, K. E., Yom, Y. H., & Chang, H. K. (2011). Influence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514-523.



- 105 -

Lee, S. H., Chang, K. H., Han, H. S., Park, B. K., & Kim, S. S. (2012). The 

relationship of health literacy of female married migrants in Busan with 

their attitudes towards health. Female Studies, 22(1), 165-200. 

Lee, S. H., Lee, Y. J., Kim, S. Y., & Kim, S. J. (2009).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in migrant wor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6), 899-910.

Lee, S. Y. D., Arozullah, A. M., & Cho, Y. I. (2004). Health literacy, social 

support, and health: a research agenda. Social Science & Medicine, 

58(7), 1309-1321.

Lorant, V., Van Oyen, H., & Thomas, I. (2008). Contextual factors and 

immigrants’ health status: double jeopardy. Health & Place, 14(4), 

678-692.

Lujan, J., Ostwald, S. K., & Ortiz, M. (2007). Promotora diabetes 

intervention for Mexican Americans. The Diabetes Educator, 33(4), 

660-670.

Magana, C. G., & Hovey, J. D. (2003). Psychosocial stressors associated 

with Mexican migrant farmworkers in the midwest United State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5(2), 75-86.

Magnet de Saissy, C. K. (2009). Acculturation,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mong Chinese immigrants in Norther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3(4), 291–300.

Marks, R., & Allegrante, J. P. (2005). A review and synthesis of research 

evidence for self-efficacy-enhancing interventions for reducing chronic 

disability: implications for health education practice (part II). Health 

Promotion Practice, 6(2), 148-156.

Maruish, M. E. (Ed.). (2012). User’s manual for the SF-12v2 Health 

Survey (3rd ed.). Lincoln, RI: QualityMetric Incorporated. 



- 106 -

McDonald, J. T., & Kennedy, S. (2004). Insights into the ‘healthy immigrant 

effect’: health status and health service use of immigrants to Canada. 

Social Science & Medicine, 59(8), 1613-1627.

Mier, N., Ory, M. G., & Medina, A. A. (2010). Anatomy of culturally 

sensitive interventions promoting nutrition and exercise in Hispanics: a 

critical examination of existing literature. Health Promotion Practice, 

11(4), 541-554.

Minkler, M., Lee, P. T., Tom, A., Chang, C., Morales, A., Liu, S. S., ... & 

Krause, N. (2010). Using community? based participatory research to 

design and initiate a study on immigrant worker health and safety in 

San Francisco's Chinatown restaurants.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53(4), 361-371.

Mohamadian, H., Eftekhar, H., Rahimi, A., Mohamad, H. T., Shojaiezade, D., & 

Montazeri, A. (2011). Predicting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by using 

a health promotion model among Iranian adolescent girls: a structural e

quation modeling approach. Nursing & Health Sciences, 13(2), 141-14

8.

Morawa, E., & Erim, Y. (2015).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sense of c

oherence among Polish immigrants in Germany and indigenous Poles. T

ranscultural Psychiatry, 52(3), 376-395. doi: 10.1177/1363461514565

851

Mui, A. C., Kang, S. Y., Kang, D., & Domanski, M. D. (2007).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Chinese 

and Korean immigrant elders. Health & Social Work, 32 (2), 119-127.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12, May). Clear communication: An NIH heal

th literacy initiative. Retrieved from http://www.nih.gov/clearcommunicat

ion/healthliteracy.htm



- 107 -

Nesterko, Y., Braehler, E., Grande, G., & Glaesmer, H. (2013). Life 

satisfact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immigrants and 

native-born Germans: the role of immigration-related factors. Quality 

of Life Research, 22(5), 1005-1013. 

Nutbeam, D. (2000). Health literacy as a public health goal: a challenge for 

contemporary health education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into the 

21st century.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15(3), 259-267.

Nyamathi, A., Koniak-Griffin, D., & Ann Greengold, B. (2007). Development 

of nursing theory and science in vulnerable populations research. 

Annual Review of Nursing Research, 25(1), 3-25.

Otiniano, A. D., & Gee, G. C. (2012). Self-reported discriminat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Whites, Blacks, Mexicans and 

Central Americans.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4(2), 

189-197. doi: 10.1007/s10903-011-9473-6

Pender, N. J. (1996).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3rd ed). 

Stamford, CT: Appleton and Lange.

Pender, N., Murdaugh, C., Parsons, M. (2010).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Health.

Phillips, L. J. (2005). Analysis of the explanatory model of health promotion 

and QOL in chronic disabling conditions. Rehabilitation Nursing, 30(1), 

18-24.

Regmi, K., Naidoo, J., & Pilkington, P. (2010). Understanding the processes 

of translation and transliteration in qualitativ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9(1), 16-26.

Rivers, P. A., & Patino, F. G. (2006). Barriers to health care access for 

Latino immigrants in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33(3), 207-220.



- 108 -

Rooks, R. N., Wiltshire, J. C., Elder, K., BeLue, R., & Gary, L. C. (2012). 

Health information seeking and use outside of the medical encounter: 

Is it associated with race and ethnicity?. Social Science & Medicine, 

74(2), 176-184.

Salgado, H., Castaneda, S. F., Talavera, G. A., & Lindsay, S. P. (2012).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day laborers in Northern San Diego.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4(3), 379-385.

Salinero-Fort, M. A., Gomez-Campelo, P., Bragado-Alvarez, C., 

Abanades-Herranz, J. C., Jimenez-Garcia, R., de Burgos-Lunar, C., & 

Health & Immigration Group. (2015).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Latin-American immigrants and Spanish-born attended in Spanish 

primary health care: socio-demographic and psychosocial factors. PloS 

one, 10(4), e0122318.

Stevens, J. (1996).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Schloman, B. (2004). Information Resources Column: " Health Literacy: a ke

y ingredient for managing personal health.". Online Journal of Issues in 

Nursing. from: http://www.nursingworld. org/MainMenuCategories/ANAM

arketplace/ANAPeriodicals/OJIN/TableofContents/Volume92004/No2May

04/HealthLiteracyAKeyIngredientforManagingPersonalHealth. aspx.

Schwarzer, R. (2014). Self-efficacy: Thought control of action. Taylor & 

Francis. 

Sevillano, V., Basabe, N., Bobowik, M., & Aierdi, X. (2014).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thnicity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among immigrants 

and natives in Spain. Ethnicity and Health, 19(2), 178-197. doi: 

10.1080/13557858.2013.797569



- 109 -

Shaw, S. J., Huebner, C., Armin, J., Orzech, K., & Vivian, J. (2009). The 

role of culture in health literacy and chronic disease screening and 

management.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1(6), 

460-467.

Shaw, S. J., Armin, J., Torres, C. H., Orzech, K. M., & Vivian, J. (2012). 

Chronic disease self-management and health literacy in four ethnic 

group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7(sup3), 67-81.

Shin, H. C. (1998). Definition of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19(11), 1008-1015.

Shin, H. S., Han, H. R., & Kim, M. T. (2007).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st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a 

structured interview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4(3), 415-426.

Stephens, K. K., Rimal, R. N., & Flora, J. A. (2004). Expanding the reach of 

health campaigns: community organizations as meta-channels for the 

dissemination of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9(S1), 97-111.

Stuifbergen, A. K. (1995). Health-promoting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among individuals with multiple sclerosis. Scholarly Inquiry for Nursing 

Practice, 9(1), 31-50.

Stuifbergen, A. K., & Rogers, S. (1997). Health promotion: An essential 

component of rehabilitation for persons with chronic disabling 

conditions.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9(4), 1-20.

Stuifbergen, A. K., Seraphine, A., & Roberts, G. (2000). An explanatory 

model of health promotion and quality of life in chronic disabling 

conditions. Nursing research, 49(3), 122-129.

Stuifbergen, A. K., Seraphine, A., Harrison, T., & Adachi, E. (2005). An 



- 110 -

explanatory model of health promotion and quality of life for persons 

with post-polio syndrome. Social Science & Medicine, 60(2), 

383-393.

Sudore, R. L., Mehta, K. M., Simonsick, E. M., Harris, T. B., Newman, A. B., 

Satterfield, S., ... & Yaffe, K. (2006). Limited literacy in older people 

and disparities in health and healthcare acces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4(5), 770-776.

Taechaboonsermsak, P., Kaewkungwal, J., Singhasivanon, P., Fungladda, W., 

& Wilailak, S. (2005).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in cervical cancer patients undergoing 

radiotherapy. Southeast Asian Journal of Tropical Medicine and Public 

Health, 36(6), 1568.

Tsai, S. Y. (2012). A study of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work-related stress of white-collar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9(10), 

3740-3754.

Tsai, S. Y., & Sun, W. J. (2013). Evaluating the satisfaction of immigrant 

women from a rural community regarding family functioning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omen and Health, 53(2), 135-153. doi: 

10.1080/03630242.2013.767302

Villalonga-Olives, E., von Steinbuchel, N., Witte, C., Kasten, E., Kawachi, I., 

& Kiese-Himmel, C. (2014).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immigrant 

children: towards a new pattern in Germany? BMC Public Health, 14, 

790. doi: 10.1186/1471-2458-14-790

Volandes, A. E., Paasche-Orlow, M., Gillick, M. R., Cook, E. F., Shaykevich, 

S., Abbo, E. D., & Lehmann, L. (2008). Health literacy not race 

predicts end-of-life care preferences.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 111 -

11(5), 754-762.

Walker, R. J., Smalls, B. L., Hernandez-Tejada, M. A., Campbell, J. A., & 

Egede, L. E. (2014). Effect of diabetes self-efficacy on glycemic 

control, medication adherence, self-care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in a predominantly low-income, minority population. Ethnicity and 

Disease, 24(3), 349-355. 

Walker, S. N., & Hill-Polerecky, D. M. (1996).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 120-26.

Ware, J. E., Kosinski, M., & Keller, S. D. (1996). A 12-Item Short-Form 

Health Survey: construction of scales and preliminary test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Medical Care, 34(3), 220-233.

Ware, J. E., Kosinski, M., Dewey, J. E., & Gandek, B. (2001). SF-8 Health 

survey manual—how to score and interpret single-item health 

measures: A manual for users of the SF-8 health survey. Lincoln, RI: 

Quality Metric Incorporated.

Ware, J. E., Jr., Kosinski, M., Turner-Bowker, D. M., & Gandek, B. (2005). 

How to score version 2 of the SF-12 Health Survey (2nd ed.). 

Lincoln, RI: Quality-Metric Incorporated.

Ware, J. E., Jr., Kosinski, M., Gandek, B., Sundaram, M., Bjorner, J. B., 

Turner-Bowker, D. M., & Maruish, M. E. (2010). User’s manual for 

the SF-12v2 Health Survey (2nd ed.). Lincoln, RI: Quality-Metric 

Incorporated.

Weigel, M. M., Armijos, R. X., & Beltran, O. (2014). Musculoskeletal injury, 

functional disabilit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aging Mexican 

immigrant farmworkers.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6(5), 904-913. doi: 10.1007/s10903-013-9788-6



- 112 -

WHOQOL group. (1995).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WHOQOL): position paper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41(10), 1403-1409. 

doi:10.1016/0277-936(95)00110-K

Wilson, I. B., & Cleary, P. D. (1995). Linking clinical variables with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 conceptual model of patient outcomes.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3(1), 59-65.

Wolf, M. S., J. A. Gazmararian, & D. W. Baker. (2005). Health literacy and 

functional health status among older adults.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5(17). 1946-1952.

Woo, J. P. (2012). The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Hannarae Academy: Seoul.

Wood, R., & Bandura, A. (1989). Impact of conceptions of ability on 

self-regulatory mechanisms and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407-415.

World Health Organization statistical profile (2015).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Geneva. Available from: 

http://www.who.int/gho/countries/en/ [cited 2016 Mar 25].

Wu, Z., Penning, M. J., & Schimmele, C. M. (2005). Immigrant status and 

unmet health care need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96(5) 

369-373.

Wyatt, L. C., Trinh-Shevrin, C., Islam, N. S., & Kwon, S. C. (2014).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health behaviors in a 

population-based sample of older, foreign-born, Chinese American 

adults living in New York City. Health Education & Behavior, 41(1), 

98S-107S. doi: 10.1177/1090198114540462

Yang, Y. M., & Wang, H. H. (2011a).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 113 -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etween Taiwanese women and 

transnational marriage Vietnamese women in Taiw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9(1), 44-52.

Yang, Y. M., & Wang, H. H. (2011b). Acculturat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transnational 

marriages in Taiwan.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2(4), 

405-413. doi: 10.1177/1043659611414144

Yoo, E. K., Kim, H. J., & Kim, M. H. (2012).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2(2), 171-180.

Yoo, S., JeKarl, J., Kim, H. (2015). Trends of workplace health promotion 

models and strategies. Health and Social Science, 39, 25-47.

Zhang, Q., Zhang, Z., & Sun, M. (2017). The mental health condition of 

manufacturing front-line workers: the interrelationship of personal 

resources, professional tasks and mental health. In MATEC Web of 

Conferences, 100, p. 05012

Zimmerman, C., Kiss, L., & Hossain, M. (2011). Migration and health: a 

framework for 21st century policy-making. PLoS Med, 8(5), 

e1001034.



- 114 -

1저자

(게재

연도)

연구

지역

연구

종류
이주민 그룹

이론적

배경
대상자

HRQOL

측정도구/

분석방법

연구 변수 분석 결과 결론

김신정
(2008)

한국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
구

동남아 출신 
이주근로자(중
국, 베트남, 필
리핀, 인도네
시아, 몽고, 기
타)

특정 
이론모델 
없음, 
문헌고찰

1 3 3 명 , 
무 료 진
료소 방
문자

SF-36 / 
Pearson's
Correlation

연령, 성별, 학력, 질병
의 수, 흡연여부, 음주
여부, 월  소득

HRQOL 평균(100점 만점): 
61.66 ± 13.68점(신체적 건강이  
64.39점, 정신적 건강 57.80점),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임

이주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영역별로 파악 함, 신체
적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 간에는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음

배정이
(2010)

캐나다 경로분
석연구

한국인 이민자 특정 
이론모델 
없음, 
문헌고찰

3 8 6 명 , 
한인 교
회를 중
심 으 로 
모집

Lee (1998) 
/ SEM

선행변수(신체적 건강
상태, 영어능력, 가족응
집력, 사회적 지지), 매
개변수(이민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삶의 질), 
결과(정신건강)

신체적 건강상태, 삶의 질, 이민스
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
(간이정신진단검사 도구로 측정)
에 직접적인 영향 있음. 사회적 지
지, 영어구사 능력, 가족응집력은 
간접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

삶의 질에는 사회적 지지와 신체적 건강 
상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삶의 질이 최종변수는 아니지만, 내생
변수여서 포함하여 고찰)

고은주
(2011)*

한국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
구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여성 

특정 
이론모델 
없음, 
문헌고찰

170명 WHOQOL/ 
다중회귀분석

출신 민족, 직업 여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
지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높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
의 조절효과가 있음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

이경혜
(2011)

한국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
구

결혼이주여성 
(필리핀, 
베트남, 일본, 
중국)

특정 
이론모델 
없음, 
문헌고찰

133명 심재용 
(1999) 등의 
KoQoLS / 
Pearson's 
Correlation

나이(이주 여성과 남편
의 나이), 한국 거주기
간, 사회문화적  적응, 
정서 상태(우울)

남편의 나이와 이주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삶
의 질이 높게 나타남. 사회문화적 
적응, 정서상태, HRQOL은 상호간
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연령 및 거주기간과 HRQOL 관계가 선
행연구와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이유는 나이와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주자들이 문화적응 되기 때문으로 보
고 있음

이숙경 한국 구조모 동남아 출신 특정 278명 Smith Kline 외생변수(건강지각, 자 외로움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HRQOL에 건강지각, 자아존중감, 우울이 

부록 1. 문헌고찰 결과 요약표 
                                 *학위논문연구



- 115 -

(2012)* 형분석 결혼이주여성
(베트남, 태국, 
중국, 필리핀,  
기타)

이론모델 
없음, 
문헌고찰

Beecham 삶
의 질 척도/ 
SEM

아존중감, 문화적응 스
트레스, 사회적지지, 내
생변수(외로움, 우울)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줌. 우울에는 자아존중감, 외로움,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 영향을 미침

직접효과가 있었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외로움은 간접효과를 보임

서민숙
(2013)

한국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
구

거주 1년 이상 
결혼이주여성
(중국, 일본, 
베트남, 기타)

특정 
이론모델 
없음, 
문헌고찰

169명 SF12/ 다중
회귀분석

일반적 특성, 건강 관
련 특성, 건강행위, 사
회적 지지

연령 많고, 대졸이상, 중국 출신, 
핵가족, 폐경 아닌 경우, 규칙적 
운동과 저염식이를 하며, 높은 사
회적지지 일수록 삶의 질이 높음 

HRQOL에 나이, 가족 형태, 출신국가, 
최종 학력,  건강행위(소금섭취),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침
(거주기간의 영향은 조사하지 않음)

이민혜
(2013)

한국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
구

1년 이상 체류 
중인 조선족

특정 
이론모델 
없음, 
문헌고찰

147명 SF13/ 다중
회귀분석

문화적응, 사회적 관계
망 크기, 친밀도, 접촉
빈도, 나이, 근로유무, 
월평균수입, 만성질환 
보유수, 우울

신체적 삶의 질에는 연령, 월수입, 
근로유무, 만성질환 보유 수, 우울
이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 삶의 질
은 근로유무 등이 영향 미침

문화적응(연령, 한국 체류기간, 월수입 
영향 미침), 사회적 관계(연령, 우울 유
무, 종교, 동거유무 영향 미침), 조선족
은 국내 체류인구가 많아 사회적 관계망
이 큰 것으로 해석

정다와
(2013)*

한국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
구

중국(조선족 
포함),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결혼 이주 
여성

특정 
이론모델 
없음, 
문헌고찰

101명 심재용 등
(1999)의 
KoQoLS / 
상관관계 분
석

문화적응 유형, 건강에 
대한 문화적 신념(문화
적 신념, 과학적 신념, 
신에 대한 신념)

문화적 신념과 정신적 건강 삶의 
질, 통증 건강 삶의 질은 부적 상
관관계 있음. 과학적 신념과 환경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정적 상관관
계 있음. 신에 대한 신념과 신체
적, 정신적, 역할, 통증, 활력 건강 
삶의 질과는 정적 상관관계, 영적 
건강 관련 삶의 질과 부적 상관관
계 있음. 문화적응 유형 중 주변화 
유형의 삶의 질이 낮음

건강에 대한 문화적 신념에 따라 
HRQOL에 차이가 있음 
(출신 국적에 따른 문화적 신념의 차이
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김연희
(2014)

한국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
구

베트남, 중국 
등 출신 결혼 
이주여성

특정 
이론모델 
없음, 
문헌고찰

284명 WHOQOL-B
REF / 다중
회귀분석

일반적 특성(연령, 출
신국가, 학력, 직업, 소
득, 거주지), 한국어 수
준, 사회적 지지(지지 
유무, 시부모와의 동거
여부), 건강행위

직업이 있고,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며, 도시에 거주할수록 삶의 
질이 높음

한국문화 교육, 남편 및 시부모 교육, 사
교류 활동기회 부여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건강행위(음주, 흡연, 
운동 등)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 대상이 대부분 젊
은 여성이기 때문으로 봄

박현옥
(2014)*

한국 구조모
형분석

결혼이주여성(
베트남, 태국, 

Pender
의 

254명 SF12/ 
Structural 

외생변수(지각된 건강
상태, 자아존중감, 문화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최종학력, 결
혼전 국적, 거주지, 월수입, 동거가

HRQOL에는 자아존중감, 지각된 건강상
태,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유익성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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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필리핀, 
기타)

건강증진
모형

Equation 
Model

적응도), 내생변수(지
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건
강증진행위)

족, 직업여부, 모임수에 따라 차이
를 보임

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특히 자아존중
감이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확인 됨

곽미정
(2015)*

한국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
구

결혼이주여성
(베트남, 중국, 
일본)

특정 
이론모델 
없음, 
문헌고찰

213명 박선태
(2012)/ 다
중회귀분석 
후 매개효과 
검증위해 
SEM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
족건강성

학력, 경제상태, 한국어 실력이 높
을수록 삶의 질 높음, 문화적응 스
트레스(두려움, 적대감, 향수병, 문
화충격)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음, 
가족건강성(유대감, 시간공유, 의
사소통)이 높을수록 삶의 질 높음

임파워먼트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
하는 요인

김정식
(2015)*

한국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
구

결혼이주여성 특정 
이론모델 
없음, 
문헌고찰

182명 WHOQOL-B
REF/ 위계적 
회귀분석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
회적 지지, 부부 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낮을수록 부부
적응과 삶의 질은 올라 감, 사회적 
지지 중 종교단체의 지지만 삶의 
질과 관련 있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질 관계에서 
부부적응의 매개 효과 있음

김신혜
(2016)*

한국 서술적 
상관관
계 조
사연구

이주근로자,
무료진료소와
종교단체에서
모집 

특정 
이론모델 
없음, 
문헌고찰

220명 SF8 / 다중
회귀분석

신체적 건강, 문화적응 
스트레스, 통합성

HRQOL에 통합성, 신체적 건강, 
문화적응 스트레스  순으로 영향
을 미침, 일반적 특성 중 성별(남
자), 나이(20대), 국적(파키스탄), 
학력(높을수록)이 영향을 미침

HRQOL 향상 위해 통합성 강화, 신체적 
건강상태 증진,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 
필요

서혜연
(2016)*

한국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
구

결혼이주여성
(중국, 
캄보디아 등)

특정 
이론모델 
없음, 
문헌고찰

163명 WHOQOL-B
REF/ 다중회
귀분석

사회적 관계망, 가족건
강성

연령이 많고, 초혼, 결혼기간 길수
록 사회적 관계망이 큼. 사회적 관
계망과 삶의 질은 관계가 없음. 가
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높음

가족건강성(의사소통, 가족원 유대, 가치
공유,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사회적 관계, 심리적 건강, 전반적 영
역, 환경적 영역, 신체적 건강)높아짐

윤기찬
(2016)

한국 전국다
문화가
족실태
조 사 , 
이차자
료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특정 
이론모델 
없음, 
문헌고찰

12,324
명

전반적 건강
상태에 대한 
5점 척도/ 위
계적 회귀분
석

사회 환경(지역단체 참
여, 이웃 간 유대 등), 
교육 환경(교육 기회, 
한국어 실력 등), 경제 
환경(임금, 근무 시간 
등)

도농지역(공통: 연령, 학력, 한국어 
실력), 도시(경제 환경), 농촌(사
회 환경) 특성이 HRQOL에 영향 
미침

연령이 낮고, 한국어실력과 학력이 높을
수록 건강만족도가 높음

Bauman 프랑스 횡단적 유럽계, 특정 54명의 WHOQOL-B 사회경제적 요인(가족 유럽 이민자들의 경우 신체 건강 낮은 삶의 질은 사회 경제적 어려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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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014) 조사연
구

비유럽계 
이주청소년과 
자국 청소년

이론 
모델없음
,문헌고
찰

유럽계 
이주민, 
54명 
비유럽
계 이주
민, 
1,451 
명 내국
인

REF/ 로지스
틱 모델

구조, 부모 교육수준, 
직업, 소득), 건강관련 
특성(흡연, 음주, 약물, 
비만, 폭력)

과 생활환경에서의 위험이 성별과 
연령을 조정한 상태에서도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비 유럽계 이민자의 경우는 신체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및 생활환경 영역에서 모두 위험
성이 더 높음

건강위험행위, 폭력으로 인해 유럽인과 
비유럽인 이민자들 사이에서 더 흔하게 
나타남

Chae 
(2014)

한국 횡단적 
조사연
구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특정 
이론 
모델없음
,문헌고
찰

216 명 SF-36/
경로분석

사회적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정신
적 HRQOL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통해 HRQOL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신체
적 HRQOL에는 우울만이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 
울 예방 및 HRQOL 증진과 연관된 요인
으로 확인 됨 

Kooche
k(2007)

스웨덴 횡단적 
조사연
구

이란계 이주 
노인

Bentha
m's 
theory

176명 
이란계
이주민, 
298명
의 이란 
내국인

SF-36/ 다
중회귀분석

연령, 이주상태, 교육수
준

연령을 보정한 상태에서 스웨덴 
거주기간이 짧은 이란계 이주민은 
HRQOL 영역 중 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스웨덴 거주 기간
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기능과 역
할제한 영역의 점수가 향상됨

거주기간이 긴 것은 낮은 HRQOL과 관
련이 없었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다양하
게 나타남. 스웨덴으로 이주 후  SF-36
의 8 영역 중 2 영역의 점수가 증가함

Mui 
(2007)

미국 횡단적 
조사연
구

중국 및 한국 
노인

특정 
이론 
모델없음
,문헌고
찰

205명 SF-36/회귀
분석

생활 스트레스원, 대처 
자원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어 능력

중국인과 한국인 노인은 국가 표
준보다 HRQOL 수준이 낮았으며, 
영어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 8개의 
HRQOL 영역 중 6개 영역에서 유
의하게 삶의 질이 낮음

이주민의 HRQOL은 건강 보험, 영어 실
력, 가족 지원, 미국 체류 기간, 생활 스
트레스 요인, 문화적 차이 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Epel 
(2010)

이스라
엘

횡단
적, 무
작위 
전화조

이스라엘인, 
이주민, 
아랍인 

특정 
이론 
모델없음
,문헌고

200명
의 이주
민과 아
랍인 및 

SF12/
로지스틱 회
귀분석

사회 경제적 지위 (고
용, 교육, 성별), 차별 
인지

사회 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차별은 비이민자 유대인 (OR = 
0.42)과 이민자 (OR = 0.51)의 
신체적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

차별은 이주민의 신체적 HRQOL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확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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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찰 유대인 적인 영향을 보였음.

Gee 
(2010)

미국 이차자
료 분
석

아시아계 특정 
이론 
모델없음
,문헌고
찰

중국
2576명, 
필리핀
1426명, 
일본 
833명,
한국 
1128명 

CDC’s 
4questions/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차별, 영어 능력 차별을 경험하고 언어능력이 떨어
지는 아시아인은 인구학적 특성
(나이, 성별, 고용, 교육, 빈곤, 결
혼 상태 등)을 조정 한 후에도 유
의하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남

차별, 언어능력은 삶의 질의 영향 요인

Hjellset
(2011)

노르웨
이

횡단적 
조사 
연구

파키스탄 이주 
여성

인지활성
화 이론

198명 SF36 
/Bonferroni 
correction 
for multiple 
comparison

주관적인 건강 불만 
(SHC), 심리적 고통,
대처

대상자들은 낮은 전반적 건강상태, 
낮은 신체 기능, 통증을 보임

대사증후군이 있는 파키스탄 이주 여성
은 특히 주관적인 건강 불만과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음

Yang
(2011b)

태국 횡단적 
조사 
연구

베트남 이주 
여성

특정 
이론 
모델없음
,문헌고
찰

203명 SF-36-V2/
상관관계 분
석

일반적 특성과 문화적
응

문화적응은 HRQOL 영역 중 정신
건강, 통증, 활력, 사회적 기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임 

거주 기간, 자녀 수, 결혼 상태, 교육 수
준, 배우자 종교 및 배우자의 취업 상태
가 문화적응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있음

Otiniano
(2012)

미국 이차자
료 분
석

흑인, 
멕시코계, 
라틴계 등

특정 
이론 
모델없음
,문헌고
찰

52,571
명

CDC’s
measures/로
지스틱 회귀
분석과 이항 
회귀분석 

인종 차별, 사회 인구 
학적 특성(연령, 성별, 
고용, 교육, 제한된 영
어 실력, 결혼 상태 및 
소득 빈곤 등)

인종차별 경험은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불건강한 날의 수, 지각
된 건강 상태와 관련 있음

인종차별은 HRQOL의 위험요인 임

Salgado
(2012)

미국 이차자
료 분
석

라틴계 특정 
이론 
모델없음
,문헌고
찰

70 라틴
계 일일 
근로자

SF12v2/다중
회귀분석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이에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
지는 신체적 HRQOL에 대한 문화
적응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으로 봄. 그러나 정신적 
HRQOL에는 사회적 지지와 문화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것은 라틴계 이주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 전략
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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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나타나
지 않음

Tsai
(2012)

중국 이차자
료 분
석

태국인 특정 
이론 
모델없음
,문헌고
찰

156명 
화이트
칼라 이
주근로
자

SF36/ 다중
회귀분석

직무 스트레스, 병력,
건강상태(우울 증상 및 
수면 상태), 생활습관
(흡연, 음주, 운동)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근로자가 
더 많은 음주행위, 고지혈증, 통증, 
수면 부족, 우울 유병률 높음

직무 스트레스 및 우울은 신체적, 정신
적 HRQOL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 됨

Nesterk
o(2013)

독일 이차자
료 분
석

유럽, 러시아, 
태국인 등

Schenk 
(2007)
의 이론

2,971 
명 이주
민과 독
일 내국
인들

SF-12v2/ 
t-test, 
ANOVA

이주 당시의 연령과 출
신국가

이민자는 내국인에 비해 HRQOL 
수준이 낮음

이주 당시에 연령(어릴수록)과 출신국가
(터키 < 독일 < 동유럽 국가)는 이주민
의 HRQOL 영향 요인

Tsai
(2013)

태국 횡단적 
조사연
구

동남아 국가, 
중국본토 출신

특정 
이론 
모델없음
,문헌고
찰

157 명
의 이주
민

SF 36/ 
multiple
regression

일반적 특성, 정신건강 
수준, 가족 기능 (적응
력, 파트너십, 성장, 애
정 및 결의)

높은 가족기능 APGAR 점수는 활
력과 정신 건강(심리적 디스트레
스, 외로움, 수면 장애 등)에 더 
긍정적인 관련 있음

여성 이주민의 정신건강은 HRQOL과 유
의한 관련이 있음. 좋은 가족 기능은 
HRQOL의 활력 및 정신건강 영역에서 
유의한 관련을 보임

Sevillan
o(2014)

스페인 횡단적 
조사연
구

콜롬비아, 
루마니아, 
볼리비아, 
모로코인 등

특정 
이론 
모델없음
,문헌고
찰

1,250명 
다국적 
이주민
500명
의 스페
인 내국
인

HRQLSF-1
2/ 위계적 회
귀분석

인종과 차별인지 콜롬비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
프리카에서 온 남성 이민자들은 
나이와 사회 경제적 및 결혼 상태
를 통제한 상태에서 내국인보다 
더 나은 HRQOL을 보임. 콜롬비아
를 제외한 이민자들은 내국인보다 
정신건강 수준이 낮았는데 그 중
에서도 아프리카계 남성 및 볼리
비아 여성인 경우에 더 낮음

인지된 차별은 사회적 일반적 특성 변수
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주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
타남

Villalong
a-Olive
s(2014)

독일 종단적 
연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계 등의 
이주민 아동

특정 
이론 
모델없음
,문헌고
찰

227명
의 이주
민과 52
명의 내
국인

Kiddy-KIN
DL/회귀분석

보호자의 교육수준 및 
직업, 일상생활에서의 
발달과 탄력성

이주 아동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아동
에 비해 HRQOL은 높음

이전의 노인 대상의 HRQOL 연구들에서
와는 상이한 결과로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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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el
(2014)

미국 횡단
적, 인
터뷰와 
사정

멕시코인 특정 
이론 
모델없음
,문헌고
찰

177 명
의 농장 
근무 이
주근로
자

SF-36/ 다
중회귀분석

근골격계 손상
(persistent 
musculoskeletal 
injury, PMI) 

근로자의 68 %는 현재 지속적인 
근골격계 통증을 보고했으며, 51 
%는 여러 부위에 통증이 있었음.
PMI 통증은 어깨, 무릎, 하체 장
애와 낮은 HRQOL에 유의한 관련
성을 보임

업무 관련 근골격계 통증은 기능장애,  
낮은 HRQOL의 원인이 됨

Wyatt 
(2014) 

미국 횡단적 
조사연
구
(설문, 
전화, 
면담)

중국인 특정 
이론 
모델없음
,문헌고
찰

805명 CDC /
로지스틱 회
귀분석

건강행위(신체활동, 흡
연, 과일과 야채 섭취), 
성별, 연령, 교육수준, 
영어사용 

여성의 경우와 노년의 경우 건강
이 좋지 않은 날이 많았음. 낮은 
소득수준의 경우 신체 건강이 좋
지 않은 날이 많고 자가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

성별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가 지적되
었고, 건강 관련 중재 제공시 성별과 문
화적 특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Kamimu
ra
(2015)

미국 횡단적 
조사연
구, 지
역사회 
기반의 
참여형 
연구접
근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여성, 
이주민과 미국 
출생인 
(50%가 
히스패닉인 
이었음)

특정 
이론 
모델없음
,문헌고
찰

389명
(영어사
용 미국 
외 출생
88명, 
스페인
어 사용
자 199
명 등)

Women’s 
Health 
Questionnair
e/ 회귀분석

일반적 특성(연령, 출
신민족, 출신국가, 미국 
거주기간, 교육수준, 직
업 등) 

고령은 낮은 HRQOL과 관련 있으
며 혈관 운동 증상, 수면 증상 있
음. 결혼한 참가자들은 우울증, 생
리 증상 및 성적 행동 부문에서 
더 나은 HRQOL을 보임

무료 진료소 이용자 중 대다수가 이주민
인데, 이들은 일반 인구와 비교하여 유
방 X 선 검사, 자궁 경부 세포검사 및 
HPV 예방 접종 등의  예방적 치료를 이
용할 가능성이 낮았고, 모든 측면에서 
낮은 HRQOL을 보임

Kwon
(2015)

미국 이차자
료 분
석

흑인, 
히스패닉인, 
중국인

특정 
이론 
모델없음
,문헌고
찰

3,594명 CDC도구/
로지스틱 회
귀분석

신체활동, 과일/야채 섭
취 식이 습관

모든 그룹에서 신체활동 제한과 
신체적으로 건강한 날(physical 
health days)간에는 유의한 관련
성이 있었음. 히스패닉인은 신체활
동과 정신건강이, 중국인의 경우 
야채/과일 섭취와 주관적 건강수준 
이 관련이 있음

HRQOL과 신체활동의 관계는
인종과 민족 그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남
- 중국인의 2.5%, 히스패닉 26%만 미
국에서 태어났다고 응답, 나머지는 모두 
이주민인 연구라 포함함

Lee 
(2015)

미국 지역사
회 기
반의 

한국인 특정 
이론 
모델없음

고협압
을 가진 
한국 노

HTN 
Battery of 
Scales-Red

사회적지지, 우울증상 
정도

여성이자, 많은 수의 합병증 컨디
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
가 낮고, 우울증 증상이 클수록 

우울이 고혈압 노인 이주민의 HRQOL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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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임상시
험

,문헌고
찰

인 이주
민
440명

uced 
Version/위계
적 회귀분석 

HRQOL이 유의하게 낮았음

Morawa
(2015)

독일 횡단적 
조사연
구

폴란드인 특정이론 
모델없음
,문헌고
찰

폴란드 
출신 이
주민 
260명,  
폴란드
모국인
251명

SF36/ 회귀
분석

스트레스원, sense of 
coherence (SoC)

폴란드 이민자들은 독일인 보다 
HRQOL이 현저히 낮음. 네이티브 
폴란드인 하고는 비슷함

이민자  PCS 예측요인은 연령(낮을수
록), 소득, 교육, Soc였음.
MCS에는 SoC만 영향 미침

Salinero
-Fort
(2015)

스페인 횡단적 
조사연
구, 면
대면 
인터뷰

라틴아메리카
인

특정이론 
모델없음
,문헌고
찰

라틴 아
메리카 
출생
691명, 
스페인 
출생 
903명

SF-36/ 회
귀분석

일반적 특성, 심리사회
적 특성 및 이주관련 
특성

라틴 아메리카 출생이 신체 기능 
및 활력 차원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남. 전체 대상자
에서는 더 높은 사회적 지지와 소
득 수준을 보인 대상자(남성과 여
성 모두)가 정신 건강이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남

법적 지위 같은 특성은 유의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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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추가분석표

Figur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X1: Discrimination, X2: Language conflict, X3: Legal status, X4: Physical environment, 
X5: Organizational environment, X6: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X7: Functional health literacy, X8: Communicative health literacy, 
X9: Critical health literacy, X10: Self-efficacy, Y1: Health promotion behavior, Y2: 

Physic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Y3: Ment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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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Average Variance Extracted and Construct Reliability of Latent 

Variables

Variables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R)

Construct

Reliability (CR)

Acculturative stress .723 .887

Occupational stress .693 .817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 -

Health literacy .668 .863

Self-efficacy - -

Health promotion behavior - -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888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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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variance between the Latent Variables

Variables Estimate SE CR p

AS ↔ OS 6.283 1.490 4.216 <.001
AS ↔ ICSN -.292 .188 -1.555 .120
AS ↔ HL -.164 .037 -4.471 <.001
AS ↔ SE -.148 .037 -4.037 <.001
AS ↔ HPB -.140 .031 -4.526 <.001
AS ↔ HRQOL -3.027 .837 -3.616 <.001
OS ↔ ICSN -7.561 3.720 -2.032 .042
OS ↔ HL -2.324 .720 -3.228 .001
OS ↔ SE -4.022 .888 -4.527 <.001
OS ↔ HPB -3.088 .716 -4.312 <.001
OS ↔ HRQOL -60.714 17.788 -3.413 <.001
ICSN ↔ HL .266 .103 2.576 .010
ICSN ↔ SE .523 .114 4.596 <.001
ICSN ↔ HPB .498 .096 5.164 <.001
ICSN ↔ HRQOL 11.007 2.652 4.151 <.001
HL ↔ SE .107 .022 4.980 <.001
HL ↔ HPB .089 .018 4.948 <.001
HL ↔ HRQOL 1.709 .465 3.672 <.001
HPB ↔ SE .112 .018 6.081 <.001
SE ↔ HRQOL 2.990 .541 5.523 <.001
HPB ↔ HRQOL 2.923 .479 6.109 <.001

AS: Acculturative stress, OS: Occupational stress, ICSN: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HL: Health literacy, SE: Self-efficacy, HPB: 
Health promotion behaviors, HRQO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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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Age -0.257 0.069 -.239 -3.707 < .001
Ethnic group 
  (1=Chinese, 2=Korean Chinese)

-0.144 1.485 -.006 -0.097 .923

Duration of residency in Korea -0.040 0.019 -0.128 -2.143 .033
Diseases 
  (0= No, 1= Yes)

-1.935 1.669 -0.077 -1.160 .247

Medication status 
  (0= Not medicated, 1=Currently 
   medicated)

-0.923 1.604 -0.037 -0.575 .566

Acculturative stress -2.134 1.003 -0.130 -2.128 .035
Occupational stress 0.064 0.063 0.062 1.013 .312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0.211 0.239 0.051 0.882 .379

Health literacy 3.342 1.764 0.117 1.895 .060
Self-efficacy 3.422 1.459 0.153 1.346 .020
Health promotion behaviors 9.402 1.760 0.351 5.341 < .001

Adjust R2 = .412, p < .001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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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s

  ← Exogenous variables
β SE CR p SMC

Health promotion behavior
 ← Acculturative stress -.070 0.041 -0.896 .370 .373
 ← Occupational stress -.229 0.003 -2.443 .015
 ←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228 0.009 3.941 < .001

 ← Health literacy .233 0.094 2.662 .008
 ← Self-efficacy .129 0.062 1.738 .082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 Acculturative stress -.176 1.037 -2.191 .028 .591
 ← Occupational stress .099 0.075 1.034 .301
 ←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069 0.236 1.119 .263

 ← Health literacy .137 2.434 1.493 .135
 ← Self-efficacy .186 1.559 2.446 .014
 ← Health promotion behaviors .401 1.898 5.190 < .001
 ← Age -.298 0.065 -4.557 < .001
 ← Duration of residency -.144 0.018 -2.258 .024

Table 4.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including Control Variables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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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 통보서



- 128 -

부록 4. 설문도구 사용 승인

1. 건강 관련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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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효능감

1) 원저자

2) 번역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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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문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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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스트레스

1) 원저자

2) 번역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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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적응 스트레스

1) 원저자

2) 번역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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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에의 통합적 연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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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증진행위

1) 원저자

2) 번역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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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구대상자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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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구대상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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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한국어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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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Chinese Migrant

Workers in Korea: The Impact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Sunghye Cho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is subjective and has different meanings

depending on cultural backgrounds. For migrant workers’ overall well-being and

adaptation, HRQOL is a very important aspect. Hence, it seems necessary to shed

light on the socio-cultural factors impacting on the HRQOL in Chinese migrant

workers who account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all migrant workers in Korea,

so as to develop some grounds for their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This study was intended to establish the factors influencing Chinese migrant

workers’ HRQOL, and to determine the paths among different factors by

developing and testing a hypothetical model based on Stuifbergen’s (1995) model

of health promotion and QOL as well as other previous findings. Specifically, 6

hypotheses were tested with the proposed hypothetical modeling involving the

barriers (acculturative stress and occupational stress), resources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and health literacy), a

perceptual factor (self-efficacy) and health behaviors impacting on HRQOL.

To collect the data from March 28 to May 14, 2017, structured questionn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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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administered to Chinese migrant workers using free clinics for health issues

in Seoul and Busan. A total of final 228 copies were analyzed.

With respondents’ age and period of residency in Korea (months) controlled for,

health promotion behaviors (β = .401, p = .005), self-efficacy (β = .186, p = .012)

and acculturative stress (β = -.176, p = .050) exerte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heir HRQOL, whereas their health promotion behaviors mediated the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f their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β = .091, p = .004) and health literacy (β = .093, p = .026), occupational

stress (β = -.092, p = .008) on their HRQOL. Also, the goodness-of-fit of the

structural model (Normed χ2 = 2.08, GFI = .92, AGFI = .87, SRMR = .07, RMSEA

= .07, IFI = .93, CFI = .93, NFI = .87, TLI = .89) was good. These variables

having an explanatory power of 59.1%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me strategies should be included in the

development of any health promotion programmes for the betterment of migrant

workers’ HRQOL. Specifically, migrant workers’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self-efficacy should be increased whereas their acculturative stress should be

decreased. Notably, the present study verified the effects of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health literacy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on the HRQOL

in Chinese migrant workers, which had never been documented in Korea, and thus

could be used as the reference data for effective health promotion programs that

culturally fit better Chinese migrants.


Key words: Chinese migrant worker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ealth

promotion behavior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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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요 약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Chinese Migrant

Workers in Korea: The Impact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troduction

Backgrounds

Migrants living in South Korea have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n exceeded 2

million in 2016 (Statistics Korea, 2016). By nationality, Chinese migrants including

ethnic Koreans in China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m, 51.4%

(Statistics Korea, 2016). Compared to migrants from other countries, Chinese

migrants acquire Korean nationality at a higher rate (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2016) and the flow into Korea has grown considerably. Thus,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account for a greater proportion in the future (Lee, Li, &

Lee, 2014).

Migrants are typical medically vulnerable groups (Kreps & Sparks, 2008),

passive in seeking health information,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health risk

(Rooks et al., 2012), and experience acculturative stress such as culture shock and

discrimination (Noh, 2007). In addition, health problems such as musculoskeletal

and joint diseases and depression occur more frequently in them than in Koreans

(Kim & Park, 2014).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means th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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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health status and has various meanings by cultural background (Ware,

Kosinski & Dewey, 2001; Lee et al., 2016). HRQOL is used as an important

indicator for measuring the overall well-being and adaptation level in Korean

society of migrant workers (Kim et al., 2008). Stuifbergen (1995) proposed a

conceptual model of HRQOL for chronic patients and reported that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barriers resources and perceptual factors affected HRQOL through

the mediation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Health promoting behavior is an important predictive factor for HRQOL, and it

is known that it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by maintaining the optimal health

status through the performance of health behaviors (Blanchard, Courneya, & Stein,

2008; Bize, Johnson, & Plotnikoff, 2007). Occupational stress and acculturative

stress that migrant workers in low-wage and high-intensity labor fields frequently

express are typical health-related barriers. Occupational stress due to the lack of

occupational autonomy and conflict in intra-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nd

acculturative stress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a new culture cause depression,

anxiety, and loneliness (Lee et al, 2011; Lee et al., 2009) and reduce HRQOL by

threatening health status (Tsai, 2012; Lee et al., 2011; Belizaire & Fuerte, 2011).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improve health-promoting behaviors and the

HRQOL for migrants with health problems, there is a need to maximize personal

health resources. It has been reported that social networks significantly affect their

psychological health and well-being as a representative source (Shin, Han, & Kim,

2007). Moreover, health literacy had a positive effect on various health results

such as health-related knowledge and skills and disease management (DeWalt,

Berkman, Sheridan, Lohr, Pignone, 2004). Furthermore, it has been reported that

self-efficacy is a major factor consistently predicting short- and long-term quality

of life and determining health promoting behaviors as a perceptual factor affecting

the HRQOL (Marks & Allegrant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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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it is important to encourage the acquisition and sharing of health

information and changes in interpersonal networks and health behaviors (Cheong,

2007; Cheong, 2013), there has been no study on presenting a HRQOL model

including health resources such as community storytelling network and health

literacy to acquire health information for migrants in South Korea. In addition, it

is a fact that most studies on HRQOL for migrants in South Korea reported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or described only correlations with one or two influencing

factors. Thu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specific discussions about HRQOL and

pla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ere not sufficiently proposed thus far (Kim

et al., 2008).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xplore how acculturative stress health

literacy and communication network of Chinese migrant workers living in the

Korean sociocultural context affect their health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ajor influencing

factors for HRQOL for Chinese migrants who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migrant work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eline data to

develop an effective health promoting program.

Purpos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verify the suitability of a hypothetical

model by constructing it to explain the HRQOL for Chinese migrant workers and

to clarify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factors affecting their HRQOL.

Conceptual framework

This study derived its conceptual framework from Stuifbergen’s (1995)

conceptual model of health promotion and quality of life and the literature on the

factors influencing migrants’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HRQOL. As shown

in <Figure 1>,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consisted of ant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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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behaviors and health outcomes. Antecedents influence health behaviors. As

part of the health outcomes, the quality of life is influenced by antecedents, health

behaviors and contextual factors.

Disability factors among the antecedents refer to a person’s internal factors,

interpersonal relation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exert negative effects on

health behaviors, which correspond to stressors in Heaney and Israel’s (2008)

model. Migrant workers’ HRQOL and disability factors of health behaviors

involve stressors, e.g. occupational and acculturative stresses (Magana & Hovey,

2003).

Resource factors refer to the factors that have positive effects on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The social network in Heaney and Israel’s

(2008) model proved to have direct effects on the decrease in stressors and the

increase in health behaviors and health levels, and thus was included here as the

resource factor for health. Also, the health literacy reported as a very importance

component in one’s health control serves as a resource that goes beyond the

functional ability to simply read and understand written information, perceives the

needs for health information, explores related information, assesses the quality of

health information and its applicability to one’s specific condition and enables

making correct decisions on health (Schloman, 2004). The health literacy was

found to be a main resource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health behaviors

involving the use of healthcare service, performance of patient roles and disease

control by means of cognitive and socio-psychological factors (Volandes et al.,

2008). Therefore, this study included the community storytelling network (use of

community media, engagement in community groups and communication with

neighbors) and health literacy (functional literacy, communication literacy and

critical literacy) as the resource factors.

The cognitive factor refers to self-efficacy that helps predict th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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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Migrants’ contextual factors were known to

influence their poor health, health inequality and health vulnerability (Lorant, Van

Oyen, & Thomas, 2008), The antecedents and the contextual factors that

influenced their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included

demographics (age, gender, education, monthly income and marital status),

immigration-related characteristics (ethnicity and length of living in Korea),

occupation-related characteristics (types of occupation, length of service at current

work, working hours/week and company size),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types of diseases and medication).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the hypothesis model in this study

consisted of 5 exogenous variables and 2 endogenous variables. The exogenous

variables were acculturative stress, occupational stress, community storytelling

network, health literacy and self-efficacy. The endogenous variables were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HR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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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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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Design

To describe Chinese migrant workers’ HRQOL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he

present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proposed a hypothetical model concerning

their HRQOL and tested if the model and hypotheses fitted the gathered data.

Sample

This study used a convenience sampling to recruit the subjects, who were

migrant workers from China (Chinese and Korean Chinese). The inclusion criteria

were those who had visited free clinics for foreigners for health issues (diseases

or symptoms), were 18∼60 years of age, had lived in Korea for at least 91 days,

and could read and answer the Chinese- or Korean-based questionnaire.

International students or those who stayed in Korea as tourists and earned

incomes through economic activities were excluded.

As for the number of subjects required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250 subjects were included on the grounds that a sample of 200∼400 subjects

would be appropriate regardless of the model size to minimize the sampling error

(Woo, 2012), with insincere responses considered (Lee et al., 2009). The sample

size met the criteria based on the method of estimating the number of subjects

using the model fit (RMSEA) targeted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Kim,

2005).

228 out of 250 response sheets initially distributed were analyzed with 22

incomplete data excluded (8 drop-outs, 3 non-responses, 6 biased responses, and 5

non-applicable responses) (dropout rate: 8.8%).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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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udy used a self-report questionnaire. Existing instruments, which

had no Korean or Chinese version, were translated in Korean and Chinese with

the permission of their developers and in compliance with the committee method.

The first step was a preliminary translation, where two translators proficient in

English/Chinese and another two proficient in English/Korean independently

translated the instruments, and derived the mutually agreed final versions. The

second step was a review by experts, where a nursing professor check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English-to-Korean translated instrument, whilst a Chinese

nursing master check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English-to-Chinese translated

version. The third step was a pilot study with 20 Chinese migrants, where the

author checked the time spent on answering the questionnaire and the

comprehension of question items, so as to complete the final translated versions.

HRQOL

To measure HRQOL, Korean and Chinese versions of the Short Form 12-item

version 2 (SF-12v2) were used (Ware et al., 2005). This instrument divided the

HRQOL into physical and mental domains. The physical health index (Physical

Components Summary: PCS) was subdivided into four sub-domains, i.e. physical

functioning (PF), role physical (RP), body pain (BP) and general health (GH). The

Mental Components Summary (MCS) was sub-divided into four sub-domains, i.e.

mental health (MH), role emotional (RE), social functioning (SF) and vitality

functioning (VF).

To gain the quality of life score, the scores for the 12 question items relevant

to a total of 8 sub-domains were summed up. Each response was weighted to add

up the weighted scores. Then, the raw scores were converted to 0~100 points. In

the SF-12, the scores of 8 sub-scales can be used respectively, or the PCS and

MCS converted to T-scores can be used. This study used the PCS and M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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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ed to T-scores. In this study, Cronbach’s α values of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related QOL were .78 and .82, respectively, while that of the total

HRQOL was .87.

Health promotion behaviors

To measure the HPM, the 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Ⅱ (Walker &

Hill-Polerecky, 1996) adapted by Jung (2008) was used. This instrument had 6

sub-scales (health responsibility, physical activity, nutrition, spiritual growth,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tress management), each of which was rated on a

4-point Likert scale(1=never, 4=routinely). The scores of all sub-scales were added

up. The higher the total score, the better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In this

study, Cronbach’s α was .94.

Acculturative stress

To measure the acculturative stress, the Acculturation Stress Scale (Alderete et

al., 1999) was used, which was an adapted 13-item version of the original 59-item

Hispanic Stress Inventory (Cevantes et al., 1991) developed to measure the stress

events related to Spanish migrant culture. The instrument used here comprised 4

discrimination items, 3 language conflict items, and 6 legal status items, each of

which was rated on a 5-point Likert scale (1= never, 5= always). The higher the

score, the greater the acculturative stress. In this study, Cronbach’s α was .90.

Occupational stress

To measure the occupational stress, th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26

(KOSS-26) was used (Chang, 2004). The Chinese version of the instrument was

used with the permission of Lee et al (2009), who had translated the instrument in

twelve languages to survey migrant workers in Korea. The KOSS-26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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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to be applicable to all kinds of occupations in Korea, and as a result was

not intended to measure the stress levels but the sources of stress resulting from

respondents’ occupations. This study subdivided the environment into physical

environment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e.g. occupational climate, job demand,

and degree of autonomy relationship conflict) and summed up the scores. In this

study, Cronbach’s α was .76.

Community storytelling network

To measure the community storytelling network, the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ICSN) was used (Kim & Ball-Rokeach,

2006). The ICSN refers to the connectedness among local community information

resources, namely, local media, community groups, and interpersonal networks. To

determine the ICSN value based on the connectedness to three types of

community storytellers(groups/meetings, communication with neighbors, and

community media), the square root of the connectedness to a certain storyteller

(e.g. community media) multiplied by that of the connectedness to another

storyteller (e.g. neighbors) was calculated.

Health Literacy

Health literacy was measured with the All Aspects of Health Literacy Scale

(AAHLS) (Chinn & McCarthy, 2013). The AAHLS was developed based on the

Health promotion oriented model : three levels of health literacy (Nutbeam, 2000)

to rate the functional health literacy, communicative health literacy and critical

health literacy. Each item was rated on a 4-point Likert scale (1 = never, 4=

often). The higher the score, the greater the health literacy. In this study,

Cronbach’s α was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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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fficacy

To measure the self-efficacy, the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Chen, Gully

& Eden, 2001) translated in Korean and Chinese (Park, 2014) was used. This scale

consisted of 8 question items, each of which was rated on a 5-point

scale(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The higher the score, the higher the

self-efficacy. In this study, Cronbach’s α was .83.

Data collection

From March 28 to May 14, 2017, the author and seven trained assistants with

the help of migrant worker support groups and migrant communities recruited

subjects at free clinics for foreigners in foreign worker support centers and

religious facilities with a convenience sampling. To gain sincere responses from

subjects, we checke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of migrant workers visiting

each agency beforehand, and hired a Chinese interpretor living in Korea and

proficient in Korean for seamless communication with the subjects. To increase

the assistants’ and interpretor’s understanding of the content and procedure of the

questionnaire survey prior to data collection, the author met them in person for a

training and simulation session.

Subjects were asked to choose either Korean or Chinese version of the

questionnaire at their disposal. We collected data from those who consented to

answer the questionnaire voluntarily in writing. To ensure the anonymity, we

collected the consent forms separately from the questionnaire sheets. It took about

20∼30 minutes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sheets were

distributed to a total of 250 subjects and collected on the spot. Each participant

received a small gift.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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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 22.0 and AMOS 22.0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o determine the

HRQOL levels in line with the demographics of subjects, t-test and ANOVA were

used. To analyze the correlations between HRQOL and factor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To determine the normality of the sample,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were used. To analyze the

multi-collinearity between the measurement variables, correlation coefficients,

tolerance and Variation Inflation Factors (VIF) were used. The hypothesis model

was estimated with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To tes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Bootstrapping was used,

with the results checked against the path coefficient estimates and Critical Ratio

(CR). To determine how well the model fitted the data, Goodness of Fit Index

(GFI), Standard Root Mean Residual (SRMR), Root Mean Squared of

Approximation (RMSEA), Incremental Fit Index (IFI) and Comparative Fit Index

(CFI) were used.

Ethical consideration

To protect the subjects, the current study was approved by the IRB prior to

the data collection (approval number: IRB 2017-0010-1). The author informed the

subjects of the purpose and procedure and administered the questionnaire survey

only with those who voluntarily submitted the informed consent forms. The

subjects were advised that they could freely drop out of the study anytime of

their own volition without any unfavorable consequences. No personal information

was collected.

Results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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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28 subjects (females: 56.1%, males: 43.9%) analyzed were aged

41.74±11.49 on average. 58.3% were married. 46.9% were high school graduates.

54.8% were Korean Chinese people. 45.2% were the Hans. The subjects lived in

Korea for 57.85±39.90 months on average. 32.9% were engaged in service industry.

The mean weekly working hours were 45.68±13.84 hours. They had served their

current companies for 24.70±27.63 months on average. The highest percentage

(30.3%) of subjects were working for the companies hiring 2∼5 employees <Table

1>.

59.6% of subjects had one or more diseases. Among the diseases reported,

arthritis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13.6%), followed by hypertension

(8.3%), musculoskeletal disorders (7.9%), hyperlipidemia (5.7%), and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3.5%) in the order named. The mean duration of

diseases was 21.92±28.47 months. 41.7% of the subjects were on medication. 68.0%

of the subjects responded they had a health insurance. The reasons for visiting

the free clinics included ‘sickness’ (85.1%), and ‘consultation and checkup’ (14.5%).

The current symptoms the subjects complained about included headache (9.6%),

digestive problems (17.5%), muscular-skeletal pain (23.7%), cough (14.5%), and

fever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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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 20s (18~29) 41 (18.0)

30s (30~39) 68 (29.8)
40s (40~49) 46 (20.2)
≥ 50s (50~60) 73 (32.0)

Gender Male 100 (43.9)
Female 128 (56.1)

Marital status Single 60 (26.3)
Married 133 (58.3)
Etcetera (divorced, bereaved) 35 (15.4)

Living situation Solitary 54 (23.7)
Living with family 120 (52.6)
Living with coworkers/friends 54 (23.7)

Educational level ≤ Graduated middle school 73 (32.0)
Graduated high school 107 (46.9)
≥ Graduated university 48 (21.1)

Monthly income of family ≤ 200 112 (49.1)

 (10,000 KRW)a 201∼300 60 (26.3)
301∼400 21 ( 9.2)
≥ 401 19 ( 8.3)
Don’t know 15 ( 6.6)

Ethnicity Chinese 103 (45.2)
Korean Chinese 125 (54.8)

Period of residency in < 3 years 79 (34.6)
  Korea 3~< 5 years 36 (15.8)

5~< 10 years 77 (33.8)
≥ 10 years 36 (15.8)

Occupation Unskilled jobs 55 (24.1)
Blue collar work 15 ( 6.6)
Office work 23 (10.1)
Sales 8 ( 3.5)
Service work 75 (32.9)
Maintenance 4 ( 1.8)
Etc. 48 (21.1)

Company sizea 1 26 (11.4)
(no. of employees)  2~5 69 (30.3)

6~10 50 (21.9)
11~29 49 (21.5)
More than 30 24 (10.5)
Don’t know 4 ( 1.8)

Residential area Seoul 102 (44.7)
Busan 126 (55.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228)

amissing data existed (n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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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Table 2> show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principal variables. HRQOL

averaged 70.87±12.35. Physical and mental health-related qualities of life were

comparable to each other, scoring 71.22±14.82 and 70.53±12.61, respectively. Among

the barriers of HRQOL, the acculturative stress was below the medium level,

averaging 2.18±0.75. The occupational stress averaged 45.31±11.89. As a resource

of HRQOL, the ICSN scored 8.25±2.97, while the health literacy averaged

2.73±0.43. As a perceptual factor, the self-efficacy averaged 3.41±0.55, while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averaged 2.57±0.46, equivalent to the ‘medium’ level.

The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analysis posits the normal distribution of

variables. When the absolute value of skewness is below 3.0, or that of kurtosis is

below 10.0, variables are considered to be normally distributed (Moon, 2017; Kline,

2005). Here, the absolute values of both skewness and kurtosis were within the

range of the posited normal distribution. Also, the tolerance exceeded 0.1 while the

VIF was below 10.0 (Moon, 2017), which corroborated the absence of

multicolline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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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ossible
Range

M±SD Min Max Skewness Kurtosis Tolerance VIF

Barriers
Acculturative stress 1~5 2.18±0.75 1.00 4.62 0.77 0.31 0.78 1.27
  Discrimination 1~5 2.41±0.80 1.00 5.00 0.54 -0.03
  Language conflict 1~5 2.36±1.05 1.00 5.00 0.43 -0.63
  Legal status 1~5 1.94±0.78 1.00 4.33 0.87 0.19
Occupational stress 0~100 45.31±11.89 16.67 75.69 0.21 -0.19 0.73 1.35
  Physical environment 0~100 33.84±25.77 0.00 100.00 0.35 -0.71
  Occupational environment 0~100 46.95±11.52 19.05 75.00 0.07 -0.21

Resources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3~15 8.25±2.97 3.00 15.00 0.42 -0.83 0.83 1.20

  Organizations 1~9 2.88±1.59 0.00 8.00 0.55 0.56
  Local media connection 1~5 1.60±0.58 1.00 4.67 1.97 5.20
  Interpersonal neighborhood   
  storytelling 1~7 2.98±1.08 1.00 6.00 0.44 0.38

Health literacy 1~4 2.73±0.43 1.70 4.00 0.24 -0.19 0.74 1.34
  Functional health literacy 1~4 2.57±0.55 1.33 4.00 0.26 0.08
  Communicative health literacy 1~4 2.72±0.60 1.33 4.00 0.19 -0.68
  Critical health literacy 1~4 2.86±0.55 1.00 4.00 -0.03 -0.09

Perceptual factor
Self-efficacy 1~5 3.41±0.55 2.00 5.00 0.29 0.36 0.67 1.48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N=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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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behaviors
Health promotion behaviors 1~4 2.57±0.46 1.02 3.96 0.25 0.65 0.67 1.54
   Health responsibility 1~4 2.34±0.56 1.00 4.00 0.26 -0.16
   Physical activity 1~4 2.26±0.69 1.00 4.00 0.21 -0.55
   Nutrition 1~4 2.66±0.51 1.00 4.00 0.09 0.05
   Spiritual growth 1~4 2.82±0.54 1.00 4.00 -0.20 0.20
   Interpersonal relations 1~4 2.74±0.50 1.11 4.00 -0.22 0.66
   Stress management 1~4 2.58±0.54 1.00 4.00 0.20 -0.13

Health outcom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0~100 70.87±12.35 46.56 100.00 0.15 -0.90 - -
  Physic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0~100 71.22±14.82 37.50 100.00 -0.14 -0.93
  Ment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0~100 70.53±12.61 46.88 100.00 0.38 -0.34
  Physical component summary† 30~70 50.03±05.67 36.26 61.36 -0.24 -0.75
  Mental component summary† 30~70 48.04±06.27 33.28 64.29 0.34 0.07

† norm-based scor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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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QOL by gener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analyzing differences of HRQOL depending on general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By age, HRQOL of people over 50 years of age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people under 50 years of age (F=9.56, p<.001), and

by ethnic origins, HRQOL of Korean Chinese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Chinese migrant workers (t=3.48, p<.001). In addition, the longer the duration of

stay in Korea, the lower HRQOL, and according to a Post-Hoc test, HRQOL of

workers who have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10 year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people in other groups who have lived in Korea for less than 10

years (F=7.56, p<.001). Both HRQOL of people with illnesses (t=-4.01, p<.001) and

HRQOL of people with use of medication (t=-2.79, p=.006)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people in other groups.

Correlations between study variables

HRQOL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the occupational stress that are barriers, and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integrated connection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and

the health literacy that are resources. HRQOL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elf-efficacy and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that

are perceptual factors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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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Latent Variables

Variables AS OS ICSN HL SE HPB

OS .370
(<001)

ICSN -.101
(.127)

-.140
(.035)

HL -.334
(<001)

-.279
(<.001)

.198
(.003)

SE -.289
(<001)

-.403
(<.001)

.320
(<.001)

.392
(<.001)

HPB -.323
(<.001)

-.375
(<.001)

.365
(<.001)

.414
(<.001)

.441
(<.001)

HRQOL -.249
(<.001)

-.268
(<.001)

.310
(<.001)

.288
(<.001)

.449
(<.001)

.503
(<.001)

AS: Acculturative stress, OS: Occupational stress, ICSN: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HL: Health literacy, SE: Self-efficacy, HPB: Health

promotion behavior, HRQO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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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model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tandardized factor loading of functional health literacy was .43, which was

not greatly lower than the standard value of .50. Moreover, if the functional

health literacy is removed, the meaning of health literacy construction may change

so it is used when performing the analysis. All other factor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follows: the standardized factor loading above .58, the

critical ratio (C.R) above 5.7, and p<.001.

P ath analysis for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included in the structural

model

According to univariate analysis, the contextual factors tha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HRQOL were age, ethnic origins, duration of stay in Korea, presence

or absence of disease, and use or unuse of medic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se variables was performed with main variable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explanatory power and the fit of the hypothesis model are maintained even after

these variables are controlled. As a result, age and duration of stay in Korea,

among the contextual factor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HRQOL <Figure 2>.

Hence, the age and the duration of stay in Korea were included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control variables for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it of the model, all of the fit indexe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good as follows: Normed χ2 (CMIN/DF)= 2.08, GFI= .92, AGFI=

.87, SRMR= .07, RMSEA= .07, IFI= .93, CFI= .93, NFI= .89, TLI= .89.

The occupational stress (β=-.229, p=.015), integrated connection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β=.228, p<.001) and health literac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health promotion behaviors.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β=.401, p<.004),

self-efficacy (β=.186, p=.014) and acculturative stress (β=-.176, p=.028) ha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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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effect on HRQOL. The occupational stress, integrated connection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and health literacy with a mediating factor of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had a significant indirect influence on

HRQOL<Table 4>. These variables having an explanatory power of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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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

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

β (p)

Indirect effect

β (p)

Total effect

β (p)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ulturative stress -.070(.475) - -.070(.475)
Occupational stress -.229(.012) -.229(.012)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228(.005) .228(.005)

Health literacy .233(.037) .233(.037)
Self-efficacy .129(.108) .129(.108)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cculturative stress -.176(.050) -.028(.427) -.205(.036)
Occupational stress .099(.324) -.092(.008) .007(.914)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069(.321) .091(.004) .160(.040)

Health literacy .137(.199) .093(.026) .230(.044)
Self-efficacy .186(.012) .052(.086) .238(.004)
Health promotion 
behavior

.401(.005) - .401(.005)

Age -.298(.003) - -.298(.003)
Duration of 
residency

-.144(.038) - -.144(.038)

Table 4.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Hypothetical Model

including Contro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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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ath diagram of the hypothetical model including contro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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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In the proposed model of migrant workers’ HRQOL, barriers, resources, a

perceptual factor and health behaviors explained 59.1% of the HRQOL. The effect

siz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on the HRQOL proved to be largest followed

by the self-efficacy and acculturative stress in the order named.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had the greatest effects on the HRQOL, which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former.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previous findings that

health promotion behaviors were the strongest predictor of HRQOL, that HRQOL

was in effect the products of individu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Mohamadian

et al., 2011), and that health promotion behaviors had direct effects on HRQOL

and thus on health outcomes and improvement of HRQOL (Pender et al., 2010;

Han et al., 2005; Taechaboonsermsak et al., 2005).

Migrants are prone to poor health behaviors due to many factors on the

grounds that their exposure to a new lifestyle per se has negative physical and

psychological effects, whilst cultural gaps also impact on migrants’ health

behaviors (Documet & Sharma, 2004; Franzini, & Fernandez-Esquer, 2006). The

presence of any language barrier or the absence of any proper health insurance

remarkably hinders migrants from using healthcare services as part of their health

promotion behaviors (Rivers & Patino, 2006). Given health promotion behaviors led

migrant workers to an optimal health status and a high HRQOL (Blanchard,

Courneya, & Stein, 2008; Bize, Johnson, & Plotnikoff, 2007), it is necessary to help

migrant workers to cope with any barriers to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to

formulate health promotion programs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their health

care capacities.

The self-efficacy exerted the second greatest effect on the HRQOL.

Self-efficacy influences how people feel, think and act and serves as a sour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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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otivation (Chino, Nemoto, Fujii, & Mizuno, 2009). In that people with high

self-efficacy are known to actively respond to stressful settings (Chino et al.,

2009), self-efficacy should be considered a very important component of health

promotion of migrants faced with stressful situations such as the migration itself

(Yoo et al., 2012).

The acculturative stress proved to be a factor influencing the HRQOL, and

significantly varied across gender, age and period of residency in Korea.

Presumably, the acculturative stress will be very high in young males who have

stayed in Korea for no more than three years. Migrant workers of a cultural and

ethic background form ethnic communities and develop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to address the challenges resulting from language barriers and cultural

gaps and to find support in their adjustment to Korea (Lee, 2004). To decrease

their acculturative stress while increasing their HRQOL, it would be beneficial to

help migrant workers to connect to their ethnic groups upon their arrival, and to

make use of their ethnic communities as the channels through which to deliver

nursing interventions for their health promotion.

The occupational stress did not have direct effects on the HRQOL, but still the

two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Also, the occupational stress exerte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the HRQOL, mediated by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Given most of migrant workers in Korea work for small companies, to

decrease their occupational stress requires intervening in health promotion

practices in individual work places and determining and controling the occupational

stressors affecting them at the level of community.

Likewise, their health literacy did not have significant direct but indirect effects

on their HRQOL via their health promotion behaviors. Also, the health literacy

showed the greatest effect size amo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Those with higher health literacy well understood th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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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and health program materials provided by healthcare practitioners (Lee

et al., 2012), whereas those with lower health literacy found it difficult to provide

healthcare practitioners with their information for health records, and often

reported a distrust in healthcare provider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12,

Gonzalez-Ramos, & Gonzalez, 2005). When offering health promotion programs and

consultations to migrant workers, it is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their health

literacy, to identify individual health literacy levels beforehand, to use easy and

understandable words for their information, to deliver information in their native

language via interpreters and ultimately to help them better understand their

health conditions.

The present finding that migrant workers’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HRQOL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ir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supports the key argument of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heory (Ball-Rokeach, Kim, & Matei, 2001; Kim et al., 2011; Kim et al., 2012) that

communication with neighbors via the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s helped establish available resources in the neighborhoods,

improve their health-related knowledge and implement problem-solving behaviors

(e.g. health prevention and promotion behaviors and community engagement). As

the strategies to promote migrant workers’ health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to

spread health information and to encourage their health behaviors, it would be

beneficial to deliver health-related information and facilitate communication by

means of their religious and/or ethnic groups.

90.4% of the subjects in this study had smartphones, with 37.3% using the

internet first to search health information. In that ethnic online communities were

reported to serve as useful and accessible health information sources (Kim & Huh,

2012), intervention strategies worth considering for health promotion may include

developing health program materials in a culturally familiar and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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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able language for Chinese migrant workers, offering such materials via

their online communities, and spreading the information on smartphones.

The present study highlighted the age and period of residency in Korea among

other contextual facto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HRQOL. This finding

supports the previous findings that HRQOL decreased in inverse proportion to age

and resultant physical and mental dysfunction (Habib, 2015; Kim et al., 2008). In

addition, the shorter the period of residency in Korea, the higher the HRQOL,

which seems attributable to the healthy migrant effects, meaning as healthy people

decide to migrate to overseas countries they appear to be healthy in the early

days even though they are faced with adverse conditions (McDonald & Kennedy,

2004).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First,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migrant

workers, it was difficult to adopt a random sampling. Therefore, a small number

of Chinese migrant workers using free clinic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which

limits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resent findings to the entire population of

Chinese migrant workers in Korea. In addition, given the limitations inherent in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survey, further studies need to employ such

qualitative methods as focus group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or some

objective assessments of health literacy by healthcare practitioners as an effort to

reinforce the methodology.

Conclusions

Health promotion behaviors, self-efficacy and acculturative stress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he HRQOL of Chinese migrant workers in Korea,

whereas their occupational stress, integrated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storytelling network and health literacy exerte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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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QOL by the medium of their health promotion behaviors.

The finding that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outstripped the other factors in

the effects on migrant workers’ HRQOL suggests migrant workers’ health

promotion behaviors should be increased in order to improve their HRQOL. In

light of nursing intervention planning, it is highly important to increase migrant

workers’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HRQOL by reducing their occupational

stress, strengthening their connectedness to neighborhood network as a health

resource and enhancing their health liter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