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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uccessful medical tourism does not merely depend on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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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and prejudice from cultural differences, along with a low level
awareness from providers of medical tourism service. This study therefore focuses on
introducing concepts of cultural competenc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trust. In addition, solutions regarding the issues of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between medical tourism related personnel have been examined. The study utilized
153 individuals and 170 individuals from medical service and tourism service fields,
respectively. A structural analysis was utilized to examine the effec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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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지 : 성공적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라는 기술적 능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한국 의료관광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편견과 차별, 타문화 이해에 대한 의료관광
서비스제공자의 낮은 인식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
적 역량,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신뢰 개념을 도입하고, 의료관광 이해관계자 간 발생하
고 있는 편견, 차별과 같은 문제 등을 완화, 해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료 및 관광부문 서비스제공자 각 153명과 170명을 표집하였다. 그리고 구조분
석을 통해 그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문화적 역량 중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지식·기술은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이 높을수록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 역시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에 타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등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
였다.
열쇠말 : 의료관광서비스제공자, 문화적 역량,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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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은 의료관광국으로서 의료수준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
다(경기개발연구원, 2014; 한국의료관광협회, 2017). 그러나 의료관광 산업 경쟁력은 낮
게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의료관광 성장과 관련된 국제경쟁력은 OECD 34개국 중 중하
위권이다(경기개발연구원, 2014; 유승각, 2014). 성공적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라는 기술
적 능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서정태, 2013; Capell, Veenstra, & Dean, 2007).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가 가지는 기술적, 이성적, 과학적 성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
로 인본주의적 가치를 기초로 한다(이려정, 2017). 한국관광공사(2013) 역시 환자의 감성
과 가치의 중요성을 제시, 감성마케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예컨대, 환자의 욕구(needs)
와 필요(wants)를 제대로 이해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문화권별 차이를 파악,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의료관광에 있어 감성적 가치서비스의 만족도는 낮은 실정으로(박사라, 2015),
의료관광서비스제공자와 의료관광객 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편견과 차별, 타문화 이해
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낮은 인식 등은 한국 의료관광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이병숙·오익근·이은미, 2011; MediTimes, 2012). 환자와 공급자 간 문화적 이
질감에서 오는 장애, 의료관광 종사자들의 편견과 선입견 등은 의료관광 성장을 저해하
는 요인이다(서정태, 2013; Taylor, 2005). 기술적 의료서비스를 넘어 환자 내면의 고통과
마음을 이해하는 감성적 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이인영·권유홍·조승아, 2014).
문화는 감성을 자극하는 도구로, 인간의 정신적·정서적 잠재력을 고양시킴으로써 소
통과 교류를 돕는데 탁월하다(김소영, 2007; 김익진, 2008). 또한 타 문화에 대한 차별 해
소, 문화적 다양성 인식과 이해, 공감 등을 위해서는 문화적 역량 증진이 요구된다(김선
녀, 2013; 이려정, 2017; Benkert, Templin, Schim, Doorenbos & Bell, 2011). 이에 선행
연구자들(박형숙·하수정·박정하·유지형·이상화, 2014; 안정원, 2015; 이려정, 2017; 진기
남·김진주·성동호·황슬기·전원주, 2010)은 의료관광 인적자원의 문화적 역량 구비에 대
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의료관광에 있어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의료관광에 있어 문화적 요소가 가지는 경쟁력을 살펴보고
자 하였다. 특히 의료관광서비스제공자가 가지는 편견, 차별과 같은 문제를 완화, 해소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를 통해 한국 의료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에 의료관광서비스제공자와 관련해서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 역
량 개념을, 의료관광과 관련해서는 신뢰개념을 도입하였다.
편견과 선입견은 개인의 문화적 역량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이려정, 2017; Campi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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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또한 서비스제공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은 다문화 서비스이용자와의 효과적
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긍정적인 서비스 성과창출에 핵심역할을 한다(김아래미·
이민경, 2015). 아울러 신뢰는 관계품질의 중요요인으로 지속적 관계의 근간이다(박소영·
배상욱·전재균, 2013; 황정현·이수범, 2014; Bowen & Shoemaker, 2003).
의료, 보건관광 분야에서 문화적 역량 및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한 연구는 매
우 부족하다(박동영·정경화, 2014; 박사라, 2015; 이은미·김선희, 2017). 특히 문화 간 의
사소통 역량은 의료관광서비스제공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으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
한 영향요인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이은미·김선희, 2017).
본 연구에서는 의료관광서비스제공자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 간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의
료관광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신뢰 정
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구조분석을 통해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간 영
향관계 및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과 신뢰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문화적 역량이 높
을수록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이 상승한다면 한국 의료관광의 중요 장애요인인 의료서
비스 조직의 문화적 지식·기술의 부족, 환자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편견과 선입견(고
진강, 2007; 서정태, 2013) 나아가 의료 외적서비스 수준의 낮은 평가(이원재·서원식·이재
희·박하정·오현복·임미림·박성원·이예진·윤영섭·고영미, 2012)를 완화·해소하는데 직접
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면 이는 한
국 의료관광 발전의 중요 디딤돌로 가치를 가진다.

II. 이론적 고찰 및 가설
1.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
인종, 민족 간 의료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이에 다양한 행동양식을 이해하기 위한
타 문화 수용능력이 요구되면서 문화적 역량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진기남 외, 2010; Castillo & Guo, 2011). 문화적 역량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타인과 협
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Sue, 2006), 다양한 문화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능력이다(Diller, 2007). 문화적 욕구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성급한 결론을
배제하고, 중용의 태도로 문화적으로 자각하며 문화적 지식과 기술을 가짐으로써 문화적
대면을 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서정태, 2013; Gallegos, Tindall, & Gallego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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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역량은 지식적인 이해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닌 인식의 전환 및 실천적 능력을 요
구한다(문계완·배재정, 20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은 의료관광객의 질병에 대한 불
안, 낯선 장소에 대한 두려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었다는 불안과 같은 스트레스를 해소
시키는 것이 외국인 환자유치의 핵심임을 강조한 바 있다. 문화적 역량은 이를 위한 직
접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인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존재하나(김정연, 2013), 대체적으로 인
식, 지식, 기술(행동) 등으로 구성된다(이려정, 2017). 먼저 타 문화에 대해 편견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문화적, 전문적 배경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문화적
인식이다. 둘째 서비스 제공자가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에 대해 교육적 기초를 추구하
고 획득하는 과정이 문화적 지식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기술은 서비스 대상에 대한 문
제와 관련하여 문화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기초한 서비스가 정확히 수행될 수 있는 능
력을 뜻한다(Campinha, 2003).
의료관광 분야에서 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이려정(2017)은 의료
관광 수용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 통합된 인식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문화적 역
량이 이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론적 고찰과 양적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박사
라(2015)는 한국 의료서비스제공자의 문화적 역량실태 및 의료관광객이 인지하는 문화
적 역량과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의료서비스제공자의 타문
화(중국문화) 이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실천기술
역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 의료관광객은 삶
의 질, 마음의 편안함과 같은 감성적 차원의 가치서비스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hana, & Mash(2015)는 의사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환자와 의료팀
간 관점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문화적 역량에 대한 의사관점과 의사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환자관점이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의사의 문화적 역량으로 의사를 지각하고 의학적 추천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 Robert, Mona, Robyn, & Fatema(2011)는 소수인종·민족 집단의 증가를 예상하고
건강관리조직의 문화적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적 역량은 건강불평
등이라는 사회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낮은 비용과 고객유지, 다양한 환자집단에게 성공적
서비스 제공 등 건강관리조직의 질적 개선을 위해 유용한 도구임을 강조하였다. 몇몇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의료관광서비스제공자가 가지는 문화적 역량의 가치는 매우
높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의료관광 분야에 있어 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박사라, 2015; 이려정,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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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은 단순히 언어구사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 의
사소통 능력과 차이가 있다(Fantini, 2006).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 서비스이용자들
과 해당 문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태도는 물론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지식 등을 바탕
으로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다(이두
원, 2011). 문화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갈등과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
한 갈등과 오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문화 차이에서 빚어질 수 있는 문제를 줄여나가
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다(Stuart, Verville, & Taskin, 2012). 따뜻
하고 마음을 연 문화 간 의사소통은 상대를 설득하고, 서로 공감하고, 다문화 사회를 조
화롭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정의철, 2013). 반면 낯선 이에 대한 불신, 인종차별, 편
견, 고정관념 등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저해한다(Henderson, Barker, & Mak, 2016)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하여 이은미·김선희(2017)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분석을 통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은 다문화 교육경험 유무, 외국인 친구
유무, 영어능력 정도, 해외 체류경험 유무 그리고 해외 체류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인식, 다문화 교육경험, 영어능력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동영·정경화(2014) 역시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연구를 하였다. 연구를 통해 문화 간 의사소통능
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Gibson & Zhong(2005)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차원에서의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종사자의 이중 언어 능력이 아닌, 타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과
해외거주를 통한 다양한 문화 경험이 주요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Ni, Wang, &
Flor(2015)는 개인수준의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과 바람직한 공공관계 활동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연구를 통해 문화적 공감과 편견 없는 열린 마음 그리고 융통성 등이 바람직한
공공관계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인수준의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은
대칭적이고 윤리적인(symmetrical and ethical) 공공관계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lorack, Rohmann, Palcu, & Mazziotta(2014)는 초기 집단
간 우정이 문화 간 의사소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 거주 스
페인어 사용 이민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분석을 통해 초기 집단 간 우정이 집단 사
이의 불안감 감소와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켜 접촉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더
많은 접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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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향상에 타문화에 대한 인식, 이해,
공감 및 타문화 경험, 감성적 가치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은 원인 및 결과변수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신뢰(Trust)
신뢰는 거래상대에 대한 전문성, 확신성, 의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믿음, 감정, 기
대를 의미한다(Ramayah, Lee, & In, 2011).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를 예상하고 선택을
해야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신뢰이며(조재수, 2014), 고객과의 관계관리에 있
어 매우 중요한 것이 신뢰이다(김유경·이형룡·이원봉 2007).
신뢰와 관련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이려정·정병웅(2017)은 재중 중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류문화콘텐츠와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류문화콘텐츠에 대한 개인적 가치라
는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 & Chang(2016)은
환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와의 관계몰입에서 신뢰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
해 환대 온라인 SNS와 같은 커뮤니티의 신뢰는 관계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렇게 형성된 관계몰입은 온라인 구전과 재구매 의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경미·유재원·서진욱(2015)은 온라인 여행
업 웹사이트 고객 대상 연구를 통해 신뢰는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Abubakar & Ilkan(2016)은 터키를 방문하고자 하는 잠재관광객을
대상으로 신뢰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을 통해 의료대상국에 대한 신뢰는 관광의도에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연구를 통해 신뢰는 관계 관리를 위한
중요한 변수이면서 구매 의도 등과 같은 고객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임
을 살펴볼 수 있다.

4.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신뢰에 대한 선행연구
김아래미·이민경(2015)은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조직의 문화적 역량
이 종사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높은 긍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영·정경화(2014)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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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상관관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연구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강지은(2016)
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 간 문화충돌 공유와 간접 체험은 한국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갈등 해소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한
국문화에 대한 인식, 태도, 지식의 변화를 통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
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문화적 역량은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과 밀접한 관련
성은 물론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수립하고 그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1 : 의료관광서비스제공자의 문화적 역량은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의사소통은 신뢰대상자들의 신뢰를 결정하는 주요 선행변인이다(Nooteboom, 2011).
빈번한 의사소통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때문
에 신뢰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조재수, 2014). 박미령(2017)은 호텔 이용자 대상
연구를 통해 환대서비스접점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 수용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객이 승인
되고 개선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서비스제공자들과 보다 유사하게 자신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많을수록 신뢰 역시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연성(2012)은 철강금속,
섬유，플라스틱류 등 원자재 수입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파트너들과의 의사소통이 신
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Christoffersen(2013)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의사소통 경험
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신뢰를 높여준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를 통하여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은 신뢰와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살
펴볼 수 있다. 아울러 최윤영·백대일·김현덕·진보형·배광학(2007)은 의사와 환자 간 의사
소통 연구를 통해 대화유형별 신뢰도 연관성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혜경·김주미(2011)는 의사와 환자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그 대안
적 채널로서 의사의 블로그 운영과 관련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블로그 운영을 통해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는 등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실현에
노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 연구는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는 아니다. 그러
나 의료분야에 있어 의사소통 개념과 신뢰 간에 관계성이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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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의료관광 분야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과 신뢰 간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
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 연구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 선행
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 그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2 : 의료관광서비스제공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은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III. 연구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문화적 역량은 의료관광서비스제공자들의 자각을 기초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이해관계자들의 신념, 행위 및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 개선하
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이려정(2017)의 연구를 기초로 12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은 의료관광서비스제공자들이 문화적 배경이 다른 타 이해관계
자들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아래미·
이민경(2015)의 연구와 Fantini(2006)의 연구를 기초로 8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신뢰는 한국 의료관광서비스가 약속한 것에 대해 믿을만하며 사회적 교환 관계 속에
서 기대하는 바들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뜻한다(이려정·정병웅, 2017). 이
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려정·정병웅(2017)의 연구와 Chai & Kim(2010)의 연구 등을 기초
로 4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국제의료관광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대학병원
의 의료서비스 제공팀과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관광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 여행사 및
유치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은 임의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설문
지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은 2017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자기기입식
방법을 활용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의료서비스 부문과 관광서비스 부문 각 200부였으
며 무기입 항목이 있거나 일괄 동일표시 등을 한 의료서비스 부문 47부와 관광서비스 부
문 30부를 제외한 각 153부와 170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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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의 통계처리는 SPSSWIN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방
법으로 기술통계 분석 외에 탐색적 요인분석과 크론바하 알파계수에 의한 신뢰도 분
석을 하였다. 또한 전체 연구단위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분산
추출값(AVE)과 잠재요인신뢰도값(CR) 등을 산출하였다. 아울러 상관분석을 통해 구
성개념들 간 관련성 및 방향성, 판별타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구조모형 분석을 실
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154명(47.7%), 여성은 169명(52.3%)으
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명

항목

성별
연령

의료부문
업무
분야
관광부문

남성 /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의사
간호사
행정직
영업
오퍼레이터
예약/발권
기타

빈도(명)

백분율(%)

154 / 169
66
101
96
60
34
67
52
61
47
32
30

47.7 / 52.3
20.4
31.3
29.7
18.6
10.5
20.7
16.1
18.9
14.6
9.9
9.3

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크론바하 알파계수
를 계산하였다. 또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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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베리맥스(varimax)회전을 실시하
였다. 공통성 값의 경우 0.4 이하면 낮다고 보고 이를 포함하지 않았는데(이학식, 2017),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변수 중 ‘문화적 배경이 다른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반응
(두려움, 거부감, 비웃음, 역겨움 등)을 인지하고 있음‘ 이라는 변수의 공통성 값이 0.4 이
하로 나와 이를 제거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적 역량은 3개,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과 신뢰는 각 1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표 2, 3, 4 참조〉.
<표 2> 문화적 역량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변

수

CC1 타문화 이해를 위하여 교육을 받았음

공통성

문화적
경험

.688

.801

CC2

나의 직장은 타문화 이해를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 참가에 지원을 함

.680

.736

CC3

타문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짐

.609

.697

CC4 타문화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

.634

.692

CC5 타문화 이해 위한 교육·훈련에 참가하기 원함

.573

.644

문화적 문화적
신뢰도
인식 지식․기술

0.839

CC6

상대방을 이해할 때, 그들의 성별, 연령,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692

.781

CC7

교육 또는 삶의 경험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
간 문화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

.682

.741

CC8

의료관광서비스제공자로서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견 점검

.598

.703

CC9

타문화 사람들은 나름의 방식이 있으며,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590

.677

CC10

다른 문화권에 대한 의료(관광)관련 내용을
알고 있음

.658

.778

CC11 상대방과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구사

.569

.708

CC12 다른 문화권의 습관, 관습에 대해 알고 있음

.625

.614

0.788

고유값

2.930

2.671

1.996

분산 (%)

24.419

22.258

16.634

누적 (%)

24.419

46.677

63.311

주1) 도출된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63.311%임
주3) 전체표본적합도(KMO)는 0.875임

0.677

주2) 전체알파계수는 0.874임
주4) Bartlett 검정 카이제곱 1517.107 유의확률 0.0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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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변

수

공통성

문화 간
의사소통

ICC1

문화적 배경이 다른 서비스 이용자들의 감정을 이해

.660

.812

ICC2

문화적 배경이 다른 서비스 이용자들의 비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음

.558

.747

ICC3

문화적 배경이 다른 서비스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하고자 노력

.556

.746

ICC4

문화적 배경이 다른 서비스이용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고려하고 신경 쓸 수 있음

.553

.744

ICC5

문화적 배경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오해, 충돌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음

.552

.743

ICC6

서비스이용자의 문화와 관련한 대화예절을 알고 있음

.508

.713

ICC7

문화적 배경이 다른 서비스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옷차림, 행동 등을 배려할 수 있음

.502

.708

고유값
분산 (%)
누적 (%)
주1) 도출된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65.555%임
주3) 전체표본적합도(KMO)는 0.863임

신뢰도

.866

3.889
65.555
65.555
주2) 전체알파계수는 0.866임
주4) Bartlett 검정 카이제곱 927.978 유의확률 0.000임

<표 4> 신뢰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변

수

공통성

신뢰

TR1

정직한 거래가 될 것으로 평가

.646

.804

TR2

의료관광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직한 관계

.634

.796

TR3

한국 의료관광 관련정보에 대한 신뢰

.566

.753

TR4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믿음

.524

고유값
분산 (%)
누적 (%)
주1) 도출된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59.239%임
주3) 전체표본적합도(KMO)는 0.77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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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770

.724
2.370
59.239
59.239

주2) 전체알파계수는 0.770임
주4) Bartlett 검정 카이제곱 318.731 유의확률 0.0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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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신뢰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분석
을 하였다. 이에 먼저 측정 항목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연구 단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X2=440.603,
X2/df=2.030(df=217), GFI=0.892, AGFI=0.863, RMR=0.039, NFI=0.863)는 비교적 신
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2006). 아울러 AVE
값 0.5 이상, CR 값 역시 0.7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측정모형)
유형

문화적
경험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기술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신뢰

경로

요인
부하량

CC5
CC3
CC2
CC4
CC1
CC8
CC7
CC9
CC6
CC12
CC11
CC10
ICC6
ICC4
ICC7
ICC2
ICC5
ICC3
ICC1
TR3
TR2
TR1
TR4

1.000
1.132
1.191
1.399
1.500
.858
.986
1.000
1.073
1.000
.945
.785
.665
.769
.834
.867
.894
.945
1.000
.974
1.000
1.013
1.264

표준
오차
.118
.089
.134
.143
.093
.088
.093
.075
.068
.064
.068
.071
.070
.070
.075
.098
.099
.116

표준화 요인
AVE
부하량
.652
.666
.703
.753
.757
.759
.735
.699
.769
.809
.761
.693
.629
.675
.669
.697
.717
.761
.788
.653
.707
.672
.962

.500

.553

.571

.500

.576

CR

.872

.891

.801

.904

.858

t

p

9.629
13.407
10.441
10.477
9.210
11.225

***
***
***
***
***
***

11.593

***

12.665
11.555
10.424
11.308
11.774
12.295
12.682
12.665

***

9.973

***

10.205
10.938

***
***
***
***
***
***
***

***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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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구성개념들 간 관련성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또한 각
요인의 평균 응답경향을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표 6>과 같이 모든 구
성개념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판별타당성을 살펴보기 위
하여 두 잠재요인 각각의 AVE와 그 두 잠재요인 간의 상관관계 제곱을 비교하였다. 분
석을 통하여 각각의 AVE 모두 상관관계 제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가지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 각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
요인

평균

표준
편차

문화적
경험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기술

의사소통
역량

문화적 경험

3.610

.672

1

문화적 인식

3.768

.566

.659

1

문화적 지식·기술

3.489

.654

.678

.672

1

의사소통 역량

4.014

.626

.164

.243

.223

1

신뢰

4.136

.635

.221

.251

.196

.745

신뢰

1

5. 가설검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X2, 자유도(df), GFI, AGFI, RMR, CFI 등의 적
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모수추정법은 사용된 변수들의 정규분포를 가정하면서 일반
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X2=443.999, X2/df=2.018(df=220), GFI=0.891,
AGFI=0.863, RMR=0.040, NFI=0.862로 나타났다. 이는 적합도 기준을 대체로 충족
시키는 수치로, 구성개념들 간 관계를 추론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표 7〉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가설 1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사이의 영향관계 분석에서는 문화적 인식 및 문화적 지식·기술요인이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과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문화를 인정하고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수록 그리고 타문화에 대해 알고 있을수록 타문화 서비
스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역량이 높아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의 긍정적 영향관계를 나타낸 김아래미·이민경(2015)의 연구결과와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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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또한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이 높을수록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는 향상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2 역시 채택되었다. 이는 호텔고객을 대상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과
신뢰 간 긍정적 영향관계를 분석한 박미령(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7> 각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 및 가설검증 결과
경로
문화적 경험
가설 1

문화적
역량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기술

가설 2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신뢰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 값

가설
검증

.208

.156

1.334

기각

.471

.151

3.119

채택

.339

.140

2.424

채택

.621

.064

9.749

채택

반면, 가설 1에서 문화적 역량 일부 요인(문화적 경험)과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사이
의 영향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에 다양한 문화경험과 다문
화 교육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은미·김선희, 2017; Gibson & Zhong,
2005)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는 타문화 이
해를 위한 노력(교육, 훈련, 배움기회, 지원 등)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료된다. 즉 관련 경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응답이 유의미한 의미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가 아닌 가 사료된다. 특히 본 설문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타문화 이
해를 위한 조직차원의 지원 및 기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에
서 거의 없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추론에 불과하며 후속연구를 통해 이
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V. 결 론
한국은 의료수준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최상위권이다(한국의료관광협회, 2017). 그러나
선진국과 비슷한 의료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산업 경쟁력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경기개발연구원, 2014). 이는 의료기술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 분야에 대한 낮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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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을 반증한다(김수완, 2014; 이려정, 2017).
한국 의료관광은 이해관계자 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편견과 차별, 타문화 이해에 대
한 의료관광서비스제공자의 낮은 인식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서정태, 2013;
이병숙·오익근·이은미, 2011; MediTimes, 2012). 한국 의료관광에 있어 감성적 가치서
비스의 만족도는 낮은 실정으로 기술적 의료서비스를 넘어 환자 내면의 고통과 마음을
이해하는 감성적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이인영·권유홍·조승아, 2014). 타 문화에 대한
차별 해소, 문화적 다양성 인식과 이해, 공감 등을 위해서는 문화적 역량 증진이 필요하
다(이려정, 2017; Benkert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의료관광에 있어 문화적 역량이 의료관광 이해관계자 간 발생하
고 있는 편견, 차별과 같은 애로사항을 완화, 해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
가 문화적 가치가 한국 의료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적 역량 중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지식·기술은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이 높을수록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 역시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먼저 문화적 역량 고취를 위한 개인차원을 넘은 조직차원의 체계적, 지속적 지원이 필
요하다. 특히 실제 의료관광 현장에서 이러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그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서비스제공자의 각 해당 분야에 대한 인식, 경험, 지식을 넓히
는 기회마련은 물론 타 분야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이
루어져야한다. 어렵고 거창한 내용이 아닌 이해가 용이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쉬운 내
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내용으로 타 분야에 대한 관심부터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의료분야의 관광분야 이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의
료관광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해외여행을 위한 Tip등 보편적, 상식적 차
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관광분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일차적으로 이끌어 내야 할 것
이다. 즉 타 문화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이끌어 낸 후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타 문화 의료관광객에 대한 이해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아울러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주기적으로 접촉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조직차원
에서 컨퍼런스 형식 등을 통해 일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타 분야에
대한 인지와 이해,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공간적인 제약이 있다면 원격회의 등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료관광의 기술적 차원 외 문화적 역량을 강조함으로써 의료관광을 균형
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의료관광에 있어 의료서비스가
기술요소라면 감성요소는 관광서비스의 몫이며, 관광은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임(이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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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의료관광에 있어 관광부문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에 한국 의료서비스제공자들의 관광부문에 대한 필요성을 새롭게 인
식하는데 기초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특정 지역 병원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의료관
광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 역시 의료관광서비스
제공자의 그것을 다루고 있다. 서비스제공자 스스로의 믿음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믿음
과 기대의 근간이 된다는 점(최승용, 2006)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즉 신뢰는 상호 다양
한 관계와 관련을 통해 형성되며,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모든 차원에서 의미 있는 개념
이라 할 수 있다(조재수, 2014). 그러나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는 무엇보다 의료관광객이
라는 수요자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한다. 이에 추후 연구를 통해 의료관광객 등 다양
한 의료관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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