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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타인에게 보이는 표정이나 몸짓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다(Hochschild, 1983).
감정노동 개념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관련 연구가 이어졌다.
그 중 감정노동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주요 연구로 Ashforth &
Humphery 감정노동이론(1993), Morris & Feldman 선행요인과
결과 이론(1997), Grandey 감정조절 개념 모델(2000)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감정노동의 발생 범위를 개인과 조직에 한정함
으로써 해결책 역시 그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학계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한 감정노동 메커니즘 연구는 없으며
다양한 연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급성장과 경쟁 심화로 병원에도 경영합리화 전략이
도입됐다. 병원은 자본과 기술과 노동이 고도로 집약된 곳으로,
특히 노동의 특성이 강조되는 조직이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 등
다양한 직종이 일하고 있으며 그 중 간호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병원은 막대한 투자에 비해 투자 회수율이 낮으며 인건비가 매출
액의 50% 초과해 이를 축소하는 것이 경영합리화의 주요 전략이
되었다. 그 결과 86.2%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의 정원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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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간호사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주말 및 야간 노동 등 교대제 근무에 투입되어 노동
강도가 더욱 강화됐다. 간호사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근무환경을
찾아 이직하거나 아예 간호사직을 그만두게 됐고 병원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게 됐다.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은 수도권 대형
병원보다는 지방의 중소형 병원에서 더욱 심각하다.

간호노동은 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서 규정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간호노동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람
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서비스로서 비물질성, 현장성,
상호작용의 특성을 지닌다. 간호사는 노동과정 중에 발생하는 전통
적인 산업재해 외에 감정노동과 작업장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환자와의 접촉
지점에서 환자와 상호작용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감정노동은
작업장 폭력에 비해 물리적 또는 기타 형태로 문제를 드러내기
쉽지 않다.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간호사가 환자에게 보이는 표정이나 몸짓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감정을
바탕으로 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간호노동이 항상 감정노동이라고
는 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병동간호사를 중심으로 감정노동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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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감정노동에 관해 이론적 고찰을 하고 간호와 감정노동 선행
연구를 정리했다. 감정노동의 개념을 정리하고 감정노동 메커니즘
연구와 감정노동과 직업과의 연관성을 살펴봤다. 또한 감정노동에
건강생성이론을 적용하여 고찰했다.

다음으로 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에 대해 근거이론적 접근을 했다.
병동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귀납적으로 분석해
감정노동 과정에 모형을 제시하고 구조적 맥락을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해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에 관한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했다.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병리학적 개념과 달리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인간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건강생성이론이다. 건강생성이론은 개인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 수준에도 적용 가능하다.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한 감정노동 현상의 가설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감정노동자의 통합력이 높을수록 감정노동 대처 능력이 높았
으며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비롯한 일반적 저항자원이 풍부해야 통합력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일반적 저항자원은 건강을 유지, 증진하
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개인, 조직,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의미한다. 일상의 업무 수행 중에 감정노동 발생이 불가피하다면
감정노동자의 통합력을 향상시키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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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때 감정노동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아져 삶의 질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은 환자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과 같이
감정노동은 노동자가 업무상 만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시작되는
사회적 문제다. 개인과 조직, 사회 각 층위별 감정노동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진지한 성찰과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건학적 관점에서 감정노동을 이해하는 분석 틀을
제시하고 감정노동과정의 인과 관계를 확인해 감정노동 메커니즘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아울러 감정노동자
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및
관리 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감정노동, 근거이론, 포커스그룹, 심층면접, 건강생성이론, 구조
방정식모형, 삶의 질
Key words : emotional labor, grounded theory, focus groups,
interview, salutogene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quality of life
학 번 : 20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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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감정은 인간의 삶에 깃들어 있다. 감정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으로
자아가 느끼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자연스런 일이다. 감정은 인간
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연
스런 자신의 감정은 접어둔 채 타인을, 고객을 위한 표정이나 몸짓
을 만들기 위해 심리적 노력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항공기 승무원에게 라면을 6번이나 다시 끓여오라고 하고도 자신
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 머리를 내리친
대기업 임원,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면서 출발 예정
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회항시킨 항공사 부사장 등은 ‘라면 상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불리며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을 불러 일으
켰다. 일부 기득권층의 횡포로 부각되기는 했으나 그 이면에는 고객
의 부당한 요구에도 순응해야 하는 승무원의 감정노동이 있었다.
고객으로서 병원, 마트, 백화점, 커피숍, 레스토랑 등을 방문할
때에는 직원들이 언제나 밝은 미소로 반갑게 맞아 주며 친절하게
응대할 것을 요구한다. 고객이 자신의 지갑을 열어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하므로 고객은 노동자의 친절한 서비스를 당연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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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고용은 2000년 956만 명에서 2010년에는 전체 취업
자 수의 73.3 %에 해당하는 1,293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은 2009년 기준 68.8 %로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다(Park, Kim & Lee, 2012). 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함과 동시
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만족이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부상했으
며 병원산업에도 경영 합리화 전략이 도입됐다.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고객을 만족
시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표현을 스스로 규제하는 노력하는 것을
‘감정노동’이라고 명명했다(Hochschild, 1983).
노동자의 적절한 감정 표현은 고객의 추가 주문과 반복 구매를
유도하고 고객의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감정노동은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고 서비스업에서는 노동자
들의 감정 표출 행위에 깊이 개입하게 되었다(Rafaeli, A., &
Sutton, R. I., 1987). 기업의 입장에서 감정노동은 노동자들의 업무
수행에 필수 요소이며 이윤 창출해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규정에 따른 감정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도록
노동자의 모집, 선발에서부터 사회화, 보상과 처벌 등에까지 다양한
수단으로 통제하게 되었다.
고객이 제공받는 ‘서비스로서의 감정’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민간 기업뿐 만 아니라 공공의 영역
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서비스를 하는 ‘노동자의 감정’에 대한 인식과 배려는 상대
적으로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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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감정노동자를 위한
인권 가이드>와 이의 <실천을 위한 사업주 안내서> 등을 발간하면
서 감정 노동 문제 해결을 구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을 확산시키고 감정노동자의 인권
개 선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감정노동 대책으로 제시한 업무에서
의 분리, 휴식, 긴장 해소를 위한 스트레칭 등은 대증적 요법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감정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병동간호사를 중심으로 감정노동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발생하게 되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살펴보고 규명해 보고
자 한다. 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을 근거이론적 접근을 하여 감정
노동이 발생하게 되는 선행요인과 과정, 결과를 규명하여 감정노동
과정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여 감정노동을 구조적 맥락에서 파악
하고자 한다.
또한 감정노동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해결 방향
을 찾기 위해 건강생성이론을 적용하여 감정노동 현상을 설명하고
자 한다.

감정노동 전반에 대한 파악은 감정노동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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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병동간호사를 중심으로 감정노동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노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간호와 감정노동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감정노동의 개념과 감정노동 메커니즘 연구를
살펴보고 감정노동과 직업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간호노
동의 특성과 감정노동과의 관계, 그리고 간호사의 감정노동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감정노동 과정과 건강생성이론을 접목한
연구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병동간호사들의 감정노동 과정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고자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병동간호사들의
감정노동 현상을 중심으로 감정노동 과정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감정노동을 구조적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감정노동이라는 사회 현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해결 방향
을 찾기 위해 ‘건강생성이론’(salutogenesis)을 적용하여 감정노동과정
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생성이론은 감정노동이라는 스트레스 상황
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며 개인, 조직,
사회 수준에서 적용 가능하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감정노동을 이해
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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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제 1 절 감정노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Hochschild가 1983년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이라는 저서에서 제시한 ‘감정노동’이라는 개념
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관련 연구로 이어져 감정노동
연구논문의 수는 1 만 건이 넘었으며,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2006년 이후 출간된 것으로서 감정노동 연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Grandey et al., 2013).
감정노동 연구는 그 양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진행되었기에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Grandey 등이 2013년에 출간한 <21세기의 감정노동 (Emotional
Labor in the 21st Century)>에서도 감정노동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을 따름이다.

감정노동 연구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노동 자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다. Hochschild가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이후 감정노동에 대한 이론 개발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고 있으며 관련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감정노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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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감정노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이다. 선행연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비행기 승무원, 콜센터 직원, 간호사, 비서, 호텔 종사자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 면접 등의 방법으로 각종
행태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감정노동의 실태와 경험을 가시화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셋째, 학문 영역에 따른 접근이다. 사회학에서 시작된 감정노동
연구는 감정노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개념화를 중심
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영학에서는 감정노동의 완화 내지는 조절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적자원관리나 조직행동 측면에서 접근
하고 있다. 보건학, 간호학, 의학에서는 감정노동을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간주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신건강 측면에서 접근
하고 있다.

1. 감정노동의 개념
감정은 ‘느낌’이다. 감정의 영어 단어 ‘emotion’은 ‘흐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emotio’에서 유래했다. 감정은 어떠한 느낌이 자아
안에서 밖으로 흐르는 것이다. 감정은 인간 내면의 자연스런 반응
으로 사랑, 기쁨(喜), 분노(怒), 슬픔(哀), 즐거움(樂) 등이 있다.
인간이 세상과 만나는 과정에서 개인의 태도나 인식이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감정을 지니고 살아가며 감정은 인간
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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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labor)은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으로
경제활동에서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 자원과 그에
따른 인간의 활동을 의미한다. 노동에는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
이 모두 포함되며 보수를 대가로 받는다는 점에서 여가나 취미
활동 등과는 구별된다.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노동을 통해 자신을 인간이라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Sayers, 2007). 인간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도구를
쓰거나 다른 사람들과 일함으로써 존재하며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드러낼 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은 개인의 일상을 구조화하고 정체성을 뚜렷하게 만들며 개인
을 집단의 목적에 참여시켜 자신이 존재하는데 도움을 준다(Jahoda,
1982). 노동을 통한 자기 이해를 재형성하도록 사측은 인적자원관리
를 통해 조직 몰입, 조직과의 동질감, 조직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끌
고자 한다. 노동자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규범의
가치를 내면화 시켜 노동자의 노력을 얻고 이를 통해 통제함으로써
조직 권력을 행사한다(Ulrich & Ulrich, 2010).

‘감정노동’은 ‘감정’과 ‘노동’이라는 단어의 단순조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감정노동은 노동자가 자신의 몸이나 머리 뿐 아니라 마음
까지 써서 일하는 것이다. 임노동자는 일하는 동안 조직이 정한
규칙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과정에서 자기 고유의 정체성,
특히 내면의 느낌이나 정서, 감정 등까지 잃어버리는 것이다. 과거
생산수단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이 경제적 차원에서 무산자로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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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프롤레타리아화’에

대비되어

‘감성적

프롤레타리아화

(emotinal proletarianization)’ 된다고 보았다(Hochschild, 1983).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과 달리 다소 생경했던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는 언론을 통해 항공기 승무원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 백화점
판매직원 등의 구체적인 사례가 보도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 감정노동 개념의 전제
Hochschild가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기 이전에도 사회적
관계에서 감정을 통제하는 자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Riesman(1952)은 인간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았고 이를 3가지로 구분했다.
전통

사회의

규율이나

의식에

따르는

전통지향형(tradition

directed type), 가족에 의해 학습된 내면적 도덕과 가치관을 기준으
로 하는 내적지향형(inner directed type), 동료나 이웃 등 또래
집단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타인지향형
(other directed type) 등이 그것이다.
반면 Lifton(1970)은 인간의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Hochschild는 인간의 감정과 사회의 감정규칙이 상충될 경우
인간의 대응 방식에 주목하게 되었다. 인간의 감정이 본연의 자연스
런(natural) 것인 동시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조절 가능한
(managed)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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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chschild의 감정노동 개념
미국의 사회학자 Hochschild는 ‘타인에게 보이는 표정이나 몸짓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the management of
feeling to create a publicly observable facial and bodily display)’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노동자가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
규칙(feeling rules)’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그 결과 감정적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 [Figure 1].

Hochschild는 감정노동을 사회구조의 산물로 보았으며 노동자가
조직이 정한 규칙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정해진 감정규칙
에 따라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현상을 ‘인간감정의 상품화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라고 했다. 특히 후기 산업
사회에서 등장하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에게 감정규칙을 학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Figure 1. Model based on Hochschild’s emotional labor thory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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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규칙을 따르기 위해 감정을 관리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표면행위와 내면행위로 구분했다.

표면행위(surface acting)는 노동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 표정이
나 몸짓을 조직의 감정규칙을 따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
느끼지 않은 감정을 가장하여 드러내는 것으로 노동자 자신에게
아직 내면화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부러 코웃음 치거나 어깨를
으쓱해 보이거나 한숨을 쉬는 등의 신체 표현으로 나타난다.

내면행위(deep acting)는 자신의 감정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 상태를 조직의 감정규칙에 일치시키기 위해 진심으로
느끼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내면행위는 자신의 감정 상태와 표현을
조작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감정을 움직이는 것과 훈련된 상상력
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감정을 이용하는 것 등 두 가지로 구분한다.
감정노동의 결과 노동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감정과 겉으로 드러나
는 감정 사이의 차이가 있을 때 ‘감정부조화(emotive dissonance)’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감정적 탈진’을 경험하게 된
다.

감정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Hochschild
는 공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감정노동은 임금을 받고 판매되기 때문
에 ‘교환가치’를 갖는 반면 감정노동과 유사하나 개인적 삶의 영역
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정관리(emotional management)라 하고 이는
‘사용가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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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schild는 감정노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 일반 대중과
학계의 주목을 받으며 감정노동 연구를 촉발 시켰다. 그러나 감정
노동의 구성요소와 메커니즘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2. 감정노동 메커니즘 연구
Hochschild(1983)이 감정노동 개념을 제시한 이후 감정노동의
발생 경과에 대한 연구도 이어졌다. 감정노동의 메커니즘 연구 중
Ashforth

&

Humphrey(1993),

Morris

&

Feldman(1996),

Grandey(2000)를 중심으로 연구자별 감정노동의 정의와 선행요인,
과정, 결과 등을 요약하여 표로 정리했다[Table 1]. 상기 4건의
연구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으나 4건 중 3건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감정노동의 선행요인으로 감정규칙, 표현규칙이 있다고 보았
다. 노동자가 자신의 감정을 평가하고 타인의 평가도 살펴보며 자신
과 타인이 용인하는 정도를 통해 규칙을 인식하게 된다.

둘째, 감정노동의 과정에는 표면행위와 내면행위가 있다고 보았다.
표면행위는 얼굴 표정이나 몸동작은 겉치레이며 내면행위는 의식
적인 정신 작용의 결과이다. 두 가지 행위 모두 감정노동자는 자신
의 행위와 생각을 분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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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감정노동의 결과로 개인에게는 감정적 탈진으로 나타나고
조직에 있어서는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연구자별로 내린 감정노동의 정의에는 차이가 있으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합의된 감정노동의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감정노동 메커니즘 연구에서 제시된 관련 요인과 이들의 관계 역시
여전히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감정노동 메커니즘 연구가 개인과 조직의 범주에서 설명하고
있어 사회 현상으로서 감정노동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감정
노동이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개인의 감정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그러한 감정과 경험을 형성하는 되는 사회적 배경에 대한
거시적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Ashforth & Humphrey(1993),
Morris & Feldman(1996), Grandey(2000)의 감정노동 메커니즘
연구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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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dels of Emotional Labor
No

1

Author
(year)

Hochschild
(1983)

Ashforth
2

& Humphrey
(1993)

Morris
3

& Feldman
(1996)

4

Grandey
(2000)

Emotional labor

Definition
Antecedents

Processes

Outcomes

The management of
feeling to create a
publicly observable
facial and bodily
display

Feeling rules

Surface acting,
Deep acting

Emotional exhaustion,
Disassociation

The act of
expressing socially
desired emotions
during service
transactions

Display rules

Surface acting,
Deep acting,
Genuine emotion

Task effectiveness,
Alienation,
Self-esteem

Explicitness of
display rules,
Routiness of task,
Job autonomy,
PoIr of role receiver

Frequency of
interaction,
Duration of
interaction,
Emotional
dissonance

Emotional exhaustion,
Job satisfaction,
Role internalisation

Individual factors,
Organizationa factors

Surface acting,
Deep actng

Individual wellbeing,
Organizational wellbeing

The effort, planning,
and control
necessary to express
emotions desired by
the organization
during service
transactions
The process of
managing feelings
and expressions in
order to fulfill
emotional
requirements as part
of the job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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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hforth & Humphery의 감정노동 이론
Ashforth & Humphery(1993)는 Hochschild의 감정노동
이론을 좀 더 구체화시켰다. 표현규칙에 따라 감정노동이
발생하며 이는 중재인자의 영향을 받아 웰빙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Figure 2].
Ashforth & Humphery는 감정노동을 ‘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의식적
인 노력을 필요로 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역할 특이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본 것이다.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Figure 2. Model based on Ashforth & Humphery’s emotional labor theory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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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내부적인 감정 경험보다는 오히려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을 강조하여 감정에 대한 초점을 내부적인
것에서 외부적으로 이동시켜 감정 표현으로부터 감정 경험을
분리시키고자 했다.

Ashforth & Humphery는 Hochschild의 감정규칙이라는
개념을 ‘표현규칙(display rules influences)’으로 재구성했다.
노동자의 감정이 조직이 요구하는 표현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규칙의 준수가 감정노동을 구성하는 것
이다. 노동자의 감정을 관리하지 않고도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규칙의 준수 여부를 판단했다.
Hochschild는 감정을 관리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중시한
반면 Ashforth & Humphery는 그 결과를 중시한 것이다.

Ashforth & Humphery는 감정노동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특정한

인상을 심어주려 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이 인상관리

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감정노동의 범주를 가식행위(표면행위), 내면화행위(내
면행위) 외에 진심행위(genuine emotions)를 포함시켜 구분
했다. 노동자가 적절한 감정을 실제 경험함과 동시에 이를
표현하는 것을 진심행위로 본 것이다. 예를 들어, 다친 어린
아이를 돌보는 간호사는 그 아이에게 자연스레 동정심을
느끼고 이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가식행위나 내면화행위
를 할 필요 없이 저절로 진실한 감정을 표현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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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서비스 주체에 의해
기대되는 감정의 표현이다. 감정노동자들은 고객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감정을 표현규칙에 따라 경험하고 표현해야
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결과를 낳는다.

Ashforth & Humphery는 관찰자를 통해 표현규칙에 따른
행위에 차이를 두어 감정노동을 측정하고자 했다. 감정노동
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느낌, 표현, 감정적 기대가
표현규칙에 일치하면 감정적 조화(emotional harmony)를
느낀다. 반면 노동자의 표현, 감정적 기대가 표현규칙에 불일
치하면 감정적 편향(emotional deviance)을 느낀다. 더욱이
노동자의 표현이 진심으로 보이는 정도까지 확장 되면 진실
성(authenticity)을 느끼게 된다. 감정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경험하는 실제 감정이 진심행위에 부합하면 감정
노동의 강도는 낮아지게 된다. 반면 표현 규칙 중 진심행위
를 경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했으며
감정노동의 강도도 높았다. 억지로 감정 표현을 하거나 진심
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감정노동은 조직은 물론 노동자
개인에게도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Ashforth & Humphery는 감정노동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표현규칙을 들었다. 표현규칙은 조직적, 사회적,
직업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는데 이외에 개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좀 더 고려해야 할 요소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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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rris & Feldman의 감정노동의 선행요인과 결과 이론
Morris & Feldman(1996)은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에서 감정
노동의 선행요인과 결과 이론을 제안했다[Figure 3].
일정한 관점을 가지고 감정노동을 설명한 것이 Hochschild,
Ashforth & Humphery 이론과의 차이점이다.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 아울러 인간이 처한 현실은 사회적으로 만들어
진 합의이며 인간이 자신을 정의하고 자신 주변의

세상을

정의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의미를 발견한다고 보았다.

Figure 3. Model based 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Source; Managing emotions in the workplace. By J. A. Morris and
D. C. Feldman (1997).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9, page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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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 개인의 특성과 환경요인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Morris &
Feldman은 감정노동을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출하고자
하는 노력, 계획, 조절’이라고 정의했다. 인간이 자신의 감정
을 스스로 관리하더라도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감정표현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과 같이 조직에 속한 개인은 자신의
표현이나 감정을 꾸며내거나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규칙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다.

Morris & Feldman은 처음에는 감정노동의 차원을 감정
표현의 빈도, 지속기간 및 강도, 감정의 다양성, 감정부조화
등 4가지로 보았다. 이후 감정의 다양성을 제외하고 상호
작용의 빈도, 주기, 감정부조화 등 3가지로 수정 제시했다.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감정노동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것은 분명한 성과이나 빈도, 주기 등과 같은 양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정작 감정노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Morris & Feldman이 제시한 감정노동의 중심개념 중 감정
부조화는 감정 요구 사이의 불일치로 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감정과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
사이의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노동자가
자신의

감정에서도

소외되기도

한다.

감정부조화는

Hochschild의 표면행위 개념과 대비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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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행위가 정형화 되어있고 업무통제력이 낮은 직업에서는
감정부조화가 심화되며 이는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Morris & Feldman은 감정노동의 선행요인을 표현규칙의
명확성, 직무 일상화, 직무 자율성, 역할 수행자의 권한 등
네 가지로 보았다.
표현규칙의 명확성(Explicitness of Display Rules)은 회사
측에서 노동자에게 고객응대메뉴얼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응대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과거 감정 관리는 개인의
몫이었으나 대면직종에서 감정이 노동으로 판매되면서 회사
의 서비스 담당부서에서 표현규칙을 만들게 되었다. 그 결과
표현규칙은 표준화되고 좀 더 명확하게 되었다.
직무 일상화(Routineness of Task)는 직무가 정형화된 것을
말한다. 노동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가 분명하기에 자신의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대처도 용이하
다.
직무 자율성(Job Autonomy)은 직무 계획이나 수행 절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노동자에게 허용된 재량권의 정도를 의미
한다. 직무 자율성이 높은 노동자일수록 감정노동에 잘 대처
하고 직무만족도도 높다고 보았다.
역할 수행자의 권한(Power of Role Receiver)은 감정노동의
대상자의 직위나 권한에 감정표현의 정도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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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고객이 감정표현을 할 때 상대가 말단직원인지,
담당부서장인지 또는 장소가 동네 가게인지, 고급 백화점인
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한다.

Morris & Feldman은 감정노동의 결과로 감정 소진
(emotional exhaustion), 직무 만족(job satisfaction), 역할
내면화(role internalization)로 제시했다.
감정적 탈진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소모가 과도해
에너지가 결핍된 상태로 소진으로 가는 과정이다.
직무만족도는 감정노동을 많이 하는 노동자일수록 떨어졌다.
역할 내면화는 노동자가 조직의 표현규칙을 자신의 내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Morris & Feldman의 모형은 감정노동의 구성요소를 제시
했으나 Hochschild의 이론에서 제시한 감정노동의 표현행위
와 내면행위가 생략 되었고 감정노동자의 개인특성에 대한
고려가 생략되어 있다.
또한 감정부조화를 감정노동의 구성요소로 보았으나 이는
이후 진행된 연구를 통해 감정노동의 구성요소보다는 결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Morris & Feldman의 모형은 감정
노동의 선행요인, 과정, 결과 등으로 구분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의미 있었으나 이에 대해 전체적인 개연성을 제시하
기 보다는 각각에 대해 분절적으로 연구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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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randey의 감정조절 개념모델
Grandey(2000)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감정조절 개념모델
을 그림으로 제시했다[Figure 4]. Grandey는 감정노동을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느낌이나 감정의 표현을 조절
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업무상 타인과 상호 작용할 때
노동자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Figure 4. The proposed conceptual framework of emotional regulation
performed in the workplace setting.
(Source: Emotion regulation in the workplace: A new way to conceptualize
emotional labour. By A. A. Grandey (2000),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 page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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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기대에 부합하는 표현을 조절하는 ‘표면행위’와 직업
적 기대에 부합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내면행위’에 다시 주목
했다.

감정조절이론에 근거하여 감정노동이 개인의 건강이나 조직
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상황적 단서 → 감정조절
과정 →

장기적 결과’의 3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1단계 상황적 단서는 개인에게 감정노동 과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상황적 단서
에는 상호작용의 빈도, 주기, 감정의 다양성, 표현규칙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사건이 포함된다.

2단계 감정조절과정에서 감정노동은 노동자의 감정을 수정
해야 하는 ‘내면행위’와 노동자의 표현을 수정해야 하는
‘표면행위’로 구분했다. 내면행위로서의 감정 표현은 노동자
개인과 조직에 긍정적이나 표면행위는 그렇지 않았다. 감정
조절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로 젠더, 감정표현력,
정서지능, 감정 상태 등의 ‘개인적 요인’과 직무자율성,
상사나 동료의 지지와 같은 ‘조직적 요인’을 들고 있다. 비슷
한 상황적 단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에 따라 감정노동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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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장기적 결과는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으로 구분
했다. 감정노동의 결과가 개인에게는 소진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직무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았다. 조직에는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업무 위축이 나타나 조직의 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Grandey의 감정조절 개념모델은 감정노동을 내면행위와
표면행위로 구분하고 감정조절 과정으로 설명했다. 또한,
감정조절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개인적, 조직적 차원
에서 제시했다. Morris & Feldman은 감정노동의 빈도, 기간
등을 감정 노동을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Grandey는 감정노동을 일으키는 상황적 변수로 보았다.

Grandey는 감정조절이론을 근거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기존의 이론에서 진일보하여 포괄적 관점에서 다차원적인
감정노동의 선행 요인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감정노동
의 선행요인을 개인적, 조직적 요소로만 구분하는 것은 설득
력이 부족하다.
한 개인의 건강 문제가 오롯이 개인 단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 듯 감정노동이라는 사회현상을 좀 더 심도 깊게
고찰해야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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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노동과 직업
Hochschild(1983)는 자본주의가 서비스업에서 조직의 목적을
위해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감정을 노동자에게 강요
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연출적 관점에서의 감정
노동을 소개했다. 승무원과 추심원이라는 양 극단의 직업
사이에 감정노동을 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감정노동 직종(emotional labor job)’이라 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공공과 접촉이 잦고 고객과 직접 대면(face-to-face)
하거나 일대일로 통화(voice-to-voice) 해야 한다.
둘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족감, 위협감과 같은 특정한 감정
을 끌어내어 감정조절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조직은 연수프로그램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감정적 활동을 일정 정도 통제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감정노동이 특정한 직업집단의 문제가 아니며 감정
노동의 범주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
다(Han, 2016). 이에 ‘감정노동 직종’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직업지표연구(2012)
결과를 토대로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업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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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간호와 감정노동

병원은 기술과 자본, 노동이 고도로 집약된 곳이다. 막대한
기술과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서비스를 사람의
노동력에 의해 제공되는 특징을 지닌다. 일반 산업은 기술과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 노동 집약적 성격은 약화되지만
병원은 여전히 노동의 특성이 강조되는 독특한 조직이다.
또한 병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시간적 압력(time pressure)이
있고 업무량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다른 부서나 직종으로부터의
관련 정보와 물품 공급 등에 의존하고 있어 상호 협력이 중요
하다(Tucker & Edmondson, 2003).
병원의 인력은 의사, 간호사, 행정직 등 여러 직종으로 구성
되는데 이 중 간호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간호(nursing)는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의 유지와 그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이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의 정의).
간호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
을 간호사(registered nurse, RN)라 한다. 간호사는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에 관한 지식과 간호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취업 가능하므로 전문화
된 직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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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
하는 것을 ‘간호노동’이라고 명명했으며 간호직군 중에서도
병동 간호 직무를 담당하는 ‘병동간호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자 한다.

1. 간호노동의 특성
간호노동은 흔히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다. 간호를 ‘노동’으로
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사적 영역에서 주로 이뤄지던
가사, 양육, 돌봄 등이 공적 영역으로 이행하면서 이런 행위들
에 대해 노동으로서 인식하고 평가하는 수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간호노동은 간호사가 하는 돌봄 노동이다. 간호노동은 사람
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피는(caring)
행위인 것이다. 이는 기계로 대체할 수 없으며 환자를 대상으
로 직접적인 노력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Waerness(1984)는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보살피는 노동은
단순한 수발이 아니라 정서적 보살핌의 차원을 내포하며 환자
에 대한 관심을 갖는 감정과 구체적으로 돌보는 행위를 포괄
하는 조금 다른 노동 개념으로 풀어내야 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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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돌봄 노동과 차별화 되는 간호노동의 특성을 Morse
(1990)는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 도덕적 이상, 정서적 특성,
대인관계, 치료적 중재로 범주화했다. 간호노동의 돌봄은 인간
이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돌봄 노동을 통해 도덕적
이상을 실천하게 된다. 또한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
는 정서적 특성을 지니며 간호사와 돌봄을 받는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치료적 중재 역할을 한다.

간호노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
사의 업무로 파악할 수 있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지원 등이다.
법 규정에서도 간호사는 환자, 의사, 간호요구자 등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간호노동은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관계
적 과정(relational process)인 것이다(Watson, 2006). 간호
노동은 간호사의 노력으로 환자와 관계를 형성한 후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원산업은 막대한 투자에 비해 투자회수율이 낮은데다 인건
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여 인건비
의 축소가 중요한 병원 합리화 전략이 되었다(병원경영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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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병원은 인력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
사 인력의 축소로 경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어 86.2%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정원 기준
조차 준수 하지 않고 있는 실정(2014년 기준)이다.

이는 국가 간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한국의

인구 1천 명 당 활동

간호사 수는 5.6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9.1명의 절반에
머물러 있다(OECD, 2016). OECD 34개 국가 중 29위로
최하위권에 속하며 인구 대비 간호 인력이 가장 많은 스위
스 17.4명과 비교하면 약 1/3도 안 되는 수준이다.
더욱이 한국의 활동 간호사 수 산정에는 간호조무사까지
포함 되어 실제 활동 간호사 수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간호사들은 장시간
근무하게 되고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교대근무 순번
제 근무에 투입되어 야간 및 주말 근무까지 하고 있어 간호
사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 결과 간호사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근무환경과 임금조건을
찾아 이직하거나 아예 간호사직을 그만 두게 되었고 병원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게 되었다.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은 수도권 대형 병원보다는 지방 중소형 병원에서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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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인력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채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런 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86.2%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의료법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법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객관적으로 납득
하기 어렵다.
간호사의 이직률이 16%로 높고 근속기간도 교대제 간호사의
경우 4.5년(2015 병원간호사회 조사 결과)으로 매우 짧으며,
전체 간호사 면허자 수와 활동 간호사 수의 비가 46%(2015
보건복지부 통계 연보)로 간호사 면허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
에 취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일하고 싶은, 좋은 일터가 아니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간호노동에 대한 연구는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힘든 과정을 거쳐 간호사가 되고
어렵게 병원에 취업했지만 얼마지 않아 병원을 떠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류이다. 이들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노동의 문제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간호사의 성격, 동기 부여(motivation), 임파워먼트
(empowerment), 전문직업관(professionalism),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소진 등 개인적 측면이다.
간호사 개인의 성격에 따라 또는 동기 부여, 임파워먼트,
전문직업관, 직무만족의 정도에 따라 이직 선택 여부가 달라
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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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간호노동의 결과로 간호사에게 감정노동, 직무스트레
스, 소진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감정노동을 간호사
의 직무스트레스 중 하나로 간주하고 그 결과 소진에 이르게
된다고 본 것이다.

둘째, 일-가정 양립, 역할 갈등, 조직몰입, 조직문화 등 조직
적 측면이다.
병원은 교대제 근무를 하며 출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병원 내 여러 직종 간
역할 갈등이 있으며 간호사는 병원 조직으로부터 충분한 혜택
과 보상을 받지 못하여 조직몰입도가 낮은 편이다. 또한 병원
의 보수적 조직문화로 인해 간호사는 병원 내에서 변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병원 이탈을 선택하게 된다.

셋째, 간호사의 근무시간, 휴가, 주말 및 야간 근무, 임금
수준 등 노동조건을 다루는 사회적 측면이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연차휴가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모성 보호 조치 등, 의료법의 적정 인력기준 등 법률로 보장
된 기본적인 권리가 병원 간호사들에게는 적용,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간호노동 연구를 개인, 조직, 사회 측면에서 구분했으나 각
단계의 주제는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 간에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각기 해법을 찾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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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간호노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은
관련 법 규정의 준수이다. 생명이 존중되어야 할 병원에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확보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간호사의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되면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의 일정 정도는
해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간호노동과 감정노동
간호노동은 돌봄을 받는 환자와 돌보는 간호사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노동이자
소통 행위이다. 간호노동이 과정을 중시하며 감정노동이 간호
노동을 실행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간호노동이
감정노동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간호노동은 기존의
교육 방법과는 다른 관계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간호노동의 개인, 조직, 사회적 특성은 감정노동의 발생 원인
이 되고 있다. 또한, 이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진
은 간호노동의 결과이기도 하고 감정노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간호노동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활동으로 일종의
서비스에 해당한다. Haller(2001)가 제시한 서비스의 세 가지
공통적

특성도 그대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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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간호노동은 비물질성(immateriality)을 뛴다. 간호노동
은 일정한 질량과 부피를 가지는 존재는 아니다. 직접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한다.

둘째, 간호노동은 현장성(uno-actu prinzip)을 지닌다. 간호
노동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진다.

셋째, 간호노동은 외적 요인이 결합(integration of external
factors) 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인 간호사가 소비자인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자가 간호노동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간호노동의 비물질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겉으로 잘 드러나
지 않아 평가절하 되거나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간호사의 친절한 서비스를 간호노동의 일부라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간호노동의 현장성과 상호작용성은 서비스 제공 수준의 평가
수단이 되기도 한다. 간호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서 간호서비스의 질은 간호노동의 기술적 측면보다는 간호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의
질에 의해 평가된다(Gountas et al., 2014). 간호노동 자체로
는 제대로 평가 받고 있지 못하지만 고객, 환자에 대한 서비
스 제공 수준을 평가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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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결핵, 수두 등의 감염성질환, 작업 도구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중량물 취급 및 반복 작업, 환자 및
기구의 운반, 장시간 기립 등에 기인한 근골격계질환 등 노동
과정 중에 발생하는 전통적인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간호노동의 현장성과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새로운 건강
위험요인에 노출되기도 한다.
간호사는 업무 특성 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환자와의 접촉 지점에서 환자와 상호작용하
여

일하기

때문에

감정노동과

작업장

폭력(workplace

violence) 등에도 노출되어 있다. 특히 감정노동은 작업장
폭력에 비해 물리적 또는 기타 형태로 문제를 드러내기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1950년 ILO 제네바 국제회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요소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직무평가’의 보편적인 요소
로 기술(skill), 노력(effort), 책임(responsibility), 작업조건
(working condition) 등 4가지를 들었다.
이에 따라 영국의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서는 간호노동의 직무평가를 간호사가 자신의
지식, 훈련, 경험 등의 기술을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노력을
통해 환자 치료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어진 노동조건에
서 일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간호노동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서 간호사의 의사소통 및
관계 기술, 감정적 노력 등을 명시하여 간호사가 보건의료

- 33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표정이나 몸짓, 감정 등을
활용하는 것을 업무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평가하는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NHS의 이런 시도가 간호사 개인과 조직,
사회에 향후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간호사의 감정노동
역사적으로 간호는 업무 수행에 있어 간호의 감정적 요소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신체적 노동인 간호
행위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은 자연과학에 근거한 생의학적
모델이 우세하여 의료 서비스 전달에서 과업 중심의 접근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Menzie, 1960).
그러나 간호노동의 특성에 대인관계와 정서적 특성이 포함된
것과 같이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환자와의 상호작용에서 필수
적이고 중요한 직업적 요소이다. 감정은 타인의 태도, 행동,
감정 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나타내게 된다.

간호노동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감정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하여 Hochschild(1983)의 감정노동
개념을 차용하기 시작했다(James 1989, Smith 1992). 감정관
리가 간호노동 과정 중에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여성 다수의
집단인 간호사들이 당연하게 소유한 기술로 소외시키는 경향
을 강조하기 위해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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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일은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기는
성별 고정관념의 결과로 감정노동은 주로 여성이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항공기 승무원, 고객 상담원, 간호사 등과 같이
여성이 다수로 성별화된 집단은 노동자와 고객 사이의 상호
작용은 젠더에 따라 달라지며 순종(deference)을 요구하는
직무가 많은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낮으
며 타인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지위보호막(status shield)이
부족하기 때문이다(Hochschild, 1983).

James(1989)는 감정노동이 생산적이나 힘들고 어려우며 심지
어 슬픈 일이라고 묘사하며 이것이 간호노동의 중요한 부분이
지만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잘 설명되지 않으며 대체로 기록
조차 되지 않는 것은 집안을 보살피는 여성의 역할이 공적인
영역까지 확대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간호사가 환자에게
보이는 표정이나 몸짓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순서대로 선행요인, 과정, 결과로 나눠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감정노동의 선행요인으로, 간호사는 생산과 소비의 접촉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 환자와 면대면 접촉을 하게 된다.
병원에서는 이를 위해 친절교육 등을 통해 감정법칙을 교육
훈련하며 감독을 통해

간호사들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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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의 과정으로, 간호사는 업무 중에 자신의 실제 감정
을 억누르거나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환자들을 간호
하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안정감, 신뢰감 등의 감정 상태
를 유지하고자 한다.

감정노동의 결과로, 간호사들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
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선 감정노동은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적으로
실제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면역체계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
나게 된다. 또한, 수면 부족과 피로에서부터 고혈압과 암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Ashkanasy, 2001).
간호사들이 느끼는 주요 스트레스 중 하나가 환자를 잘 보살
피고 있음을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간호사의 표정 등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McVicar, 2003). 간호 실무를
능숙하게 잘 하는 것은 물론이며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과정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영향으로 대표적인 것이
감정부조화(emotional dissonance)이다. 자신의 실제 감정과
겉으로 표현하는 감정과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부조화
는 간호사에게 자존감 저하, 소외감, 냉소, 우울증, 도덕적
고뇌(moral distress)를 일으키게 된다(Raines, 2000). 지속적
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면 마침내 소진하게 된다
(Smith,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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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감정노동과 다른 직종의 감정노동이 갖는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승무원이나 콜센터 직원 등의 감정노동 사건이 일회성
이라면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최소 1일 이상의 환자의 입원
기간 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며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그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질병으로 고통 받거나 죽음
을 앞둔 환자들이다. 간호사는 환자의 곁에서 24시간, 1년
내내 돌봐야하기 때문에 환자를 보살피는 것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그대로 즉각적이고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또한
간호사는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에 불쾌하고 혐오스럽고
무서운 일을 하기도 한다(Menzies, 1960). 그 결과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여타 직종에 비해 그 여파가 더욱 위중하게 나타
날 수 있다.

둘째, 간호사에게는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s)이
있어(Bolton, 2001) 노동과정에서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환자를 잘 보살피
고 공감하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를 실천하면서 환자들을 감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환자들
은 물론 간호사 스스로도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Shannon, 1991). 이러한 사회적 표상은
여느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법칙보다 강력하게 간호사는 물론
환자에게도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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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더욱
‘감정적 곡예사(emotional jugglers)’가 된다는 비판도 있다
(Bolton, 2001).
간호노동에는 환자의 위생 상태를 관리하는 일도 포함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호사는 때로는 역겨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를 환자가 눈치 채지 않도록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
며 세심하게 잘 보살피며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간호사 자신이 느끼는 슬픔,
동정, 안타까움 등의 개인적인 감정은 일체 배제하면서 환자
의 감정을 지지하여 환자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
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병원에서 환자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며 일하고 있으나 정작 간호사의 감정은 관리 되지
않고 있다(Smith, 1992).

셋째,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환자와의 관계에서 전문가적
감정규칙의 범주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있다.
간호사는 감정을 바탕으로 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간호노동
이 항상 감정노동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간호사의 감정관리
는 노동과정 중에 조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Bolton &
Mark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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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생성이론의 적용
보건사회학자

Antonovsky(1987)는

‘건강생성이론

(salutogenesis)’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

인간의 건강을 건강(편안함)과 불건강(불편함, 질병)의 연속
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았다[Figure 6]. 모든 인간은 이
연속선 상 어디쯤에 있는 것이다. 연속선 상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 능력을 통합력
이라 한다.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상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긴장 상태가 된다.

Figure 5. Antonovsky’s own way of explaining the health continuum
and the salutogenic direction
(Source: Lindström B. Eriksson M.(2010), The Hitchhiker’s Guide to
Salutogenesis, FolkhälsanHealth Promotion Research Report 2010:2)

- 39 -

이에 자신의 위기 상황을 통합력으로 잘 관리하면 건강 상태
에 이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불건강 상태를 초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건강생성이론은 인간 사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구조 간의 상호작용도 포함한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조건을 말한다.

건강생성이론은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며 자원을 강조하는
스트레스-자원 중심의 개념이다. 이는 고난과 스트레스 상황
에서도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생성이론은 개인 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 수준에도
적용 가능하다. 장애와 결핍을 강조하는 병리학적 개념과는
상반된다.

건강생성이론의 핵심 개념에는 ‘통합력(Sense of Coherence,
SOC)’과 ‘일반적 저항자원(General resistance resources,
GRRs)’이 있다.
통합력은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하여 활용 가능한
자원을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에 대한 관점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나타내며 구조적이고 관리 가능하며 의미 있거나 일관된 삶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의미한다. 인간이 자신의 내적
인 신뢰로써 생각하고 존재하며 행동하는 방식이며 자원을
규정하고 이익을 보며 활용하고 재활용하기 위하여 인간들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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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저항자원은 통합력을 작동하게 하는 자원을 의미한
다. GRRs은 인간과 능력을 이어주는 자원으로서 인간에게
발견될 뿐 아니라 근접 환경과 광대한 환경까지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활용하느냐가 아니라 의도한 목적대로
자원을 활용하고 재활용하는 능력이다. GRRs은 인간이 자원
을 활용하여 삶의 경험을 의미 있고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
도록 한다.
GRRs은 유전적, 체질적, 심리사회적 특성이다. 심리사회적
특성에는 금전, 지식, 자존감,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연대, 문
화적 안정성, 종교/철학/예술과 예방적인 건강 오리엔테이션
등이 있다(Antonovsky, 1979, 1987).

현대 사회에는 불안, 초조에서부터 정신질환까지의 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도 그 중
하나로 분류된다. 건강생성이론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와 정신건강증진 측면에서 회복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통합성을 높을수록 좋은 건강 상태,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성
이 높았으며 삶의 질도 높았기 때문이다.
건강생성이론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자신과 소속 조직과 사회의 통합성으로 일반적 저항
자원을 활용해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상황 중 하나인 감정노동은 노동자 개인에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감정 관련 문제이므로 객관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진단 내리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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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문제도 건강증진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과정으로서
건강생성이론을 적용하면 그 결과로서 삶의 질을 관찰할 수
있다.

감정노동자의 경우 건강생성이론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정노동자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 측면에서
성장, 활동, 자존감, 기분, 삶의 의미 등으로 들 수 있다.
감정노동자의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와 지지의
자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 차원에서는 감정노동자의 직업, 수입, 주거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원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 차원에서는 감정노동자가 속한 사회의 문화, 인권 등
사회정치적 자원을 확인할 수 있다.

Antonovsky(1987)는 건강생성이론을 근거로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운용했다. 중재의 주요
목적은 참여자들의 가능성, 내외적 자원, 그리고 그것을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켜 그들의 통합력,
대처 능력,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이 중재
방법은 다양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정신문제를 가진 사람들
을 위해 개발 되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체계의 도움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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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건강생성이론을 바탕으로 각 층위별,
주제별, 대상자별 등으로 요구에 따라 실제 적용가능한 제도
와 정책, 프로그램 등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과정에 건강생성이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안하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Figure 6].

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
감정노동의 선행요인, 과정, 결과에 대한 구조적 맥락을 파악
하여 좀 더 구체적인 감정노동과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후 본 모델에 대한 실증연구를 할 것이다. 일반적 저항자
원이 감정노동의 발생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친다. 또한 통합력이 일반적 저항자원과 감정노동과정
에 영향을 미친 결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입
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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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or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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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제 1 절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고객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적절한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 것을 감정노동이라
한다. 감정노동은 미국의 사회학자 Hochschild가 제시한
개념으로 서비스 분야에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뿐 아니라
이와 차별화 되는 또 다른 형태의 노동이 존재한다고 보았
다. 이를 감정노동이라 명명하고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표
정이나 몸짓을 만들기 위한 느낌의 관리’로 개념화했다
(Hochschild, 2003). 노동자의 적절한 감정 표현은 고객의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감정노동은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고 서비스업에서는 노동자들
의 감정 표출 행위에 깊이 개입하게 되었다(Rafaeli &
Sutton, 1987).

최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의 감정’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의료서비스산업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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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접하고 있는
병동간호사를 중심으로 감정노동 현상을 살펴보고 감정노동
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한다.
보살핌(caring)은 간호를 이해하는 핵심개념이다. Morse
(1990)는 보살핌은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정서적 특성
을 지니며 치료적 중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살핌은 Hochschild(1983)가 제시한 감정노동의 세
가지 특성에도 부합한다. 간호사는 불특정다수와 면대면 접촉
을 하면서 이 관계에서 신뢰, 안정감, 온화함 등 일정 수준의
감정 상태가 요구되며 병원 측은 교육훈련과 감독을 통해
간호사들의 감정을 일정 정도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는 보살핌과 감정노동이 결합된 개념으로 간호
사가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조절은 간호
업무의 일부분으로 간호사를 통해서 감정노동의 특성을 고찰
할 수 있다.
Smith(1992)는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연구했다. 간호사는
질병으로 고통 받거나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를 24시간, 1년
내내 돌봐야 한다. 간호업무표준에 규정된 업무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감정적 지지도 한다. 보살핌이 간호사의
주요 업무이다 보니 간호사의 봉사와 희생이 노동조건화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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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간호사의 업무에 감정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으나 정작 감정의 주체인 간호사의 감정은 관리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Smith, 1992).

국내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 연구는 대학병
원, 중소병원, 아동병원, 요양병원, 호스피스, 외래, 응급실
등과 같이 근무조직과 직무형태의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수준 차이 연구(Kang & Kwon, 2015; Kwak, 2014.; Kim
& Kim, 2014; Kim, 2013; Nam, 2014; Noh & Na,
2015; Shin, 2015)와 직무스트레스, 소진, 직무만족, 이직
의도, 대처 유형, 업무환경 특성 등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진행되었다(Song, 2014; Kim & Lee, 2015;
Kwon, Kim & Ahn, 2014; Yang, 2011). 간호사의 감정노
동 연구 성과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유사 연구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병동에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사들의
감정노동 경험을 탐색해 보고 이들의 문제를 확인해 현실적
인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감정노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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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통해 병동간호사들이 경험하는 감정노동 현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유발하는 요인과 그로 인한 결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
과정을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질적연
구 방법 중 하나인 Strauss & Cobin(1998)의 근거이론
(grounded theory) 방법을 적용한 귀납적 서술연구이다.

2. 근거이론의 적용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는 인간의
내면심리나 동기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문제를 파악하는데 쓰인
다. 질적 연구 방법은 인간의 경험을 그 경험이 이루어지는 특정
한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며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하고
생성되는 맥락적, 시간적, 문화적 복잡성에 주목한다(Sherman &
Reid,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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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질적 연구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에 Creswell(2010)은 ‘질적 연구의 5가지
접근’으로 과감하게 정리했다. 내러티브연구, 현상학, 문화기술
지, 사례연구, 근거이론 등의 5가지이다. 연구 단계 별로 관점과
접근방법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다.

본 연구에 앞서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 경험을 분석한 바 있다(Kim, Jung & Kim, 2016).
감정노동이라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고자
했으나 병동간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크게 부각됨으로써
감정노동이라는 현상 그 자체를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감정노동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근거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근거이론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로 인한 결과 자체보다는 그
사건이나 행위,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변화의 맥락이나 과정을 포착하는데 유용하다(Maxwell, 2005).
또한, 근거이론 방법은 자료 그 자체에 근거를 두고 이론을 구성
하기 위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이고
유연한 지침이다(Charmaz, 2006).
근거이론은 실질적인 경험 자료를 근거로 귀납적 분석을 하면서
이론의 개념적 틀을 만들어 내는 데 초점을 두는 질적 연구 방법
인 것이다. 추상화된 개념으로 형성된 공식 이론(formal theory)
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경험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자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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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범주를 찾고 도표화하거나 연결화(mapping)과 같은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그들 간의 구조를 엮어 기존의 이론체계에
없던, 어떤 현상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
다.
분석적 범주는 자료에 직접적인 ‘근거(grounded)’를 두고 있다.
근거이론은 묘사보다는 분석을, 기존 이론보다는 자료의 범주를,
대규모의 초기 표본보다는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자료 수집방법을 선호한다. 풍부한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의
관점, 감정, 의도, 행동과 함께 그들 삶의 맥락과 구조를 드러내주
는 역할을 하고 이론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구성하려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 쓰인다(Charmaz,
2006). 근거이론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분석하는 것이 다른 연구
방법과 구분되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에서 얻은 실체적
자료에서 개념과 범주를 개발하고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중심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
적 접근, 결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감정노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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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최소 1년 이상 병동에 근무한
현직 간호사이다. 현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온·오프 라인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포털의 간호사

온

라인 카페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간호사 그룹에 인터뷰
참여자 모집 공고를 2개월 간 게시했다. 아울러 지방 도시에
위치한 종합병원 간호부 몇 곳에 연락하여 인터뷰 관련 홍보
물을 병원 게시판에 공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참여 희망자는 연구자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했다. 온라인을
통한 참여희망자는 3명이었으나 근무 경력을 충족시키지 못하
거나 일정을 맞출 수 없어 전원 탈락했다. 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참여희망자는 9명이었으며 개별적으로 면담의 세부 사항
을 공지했다.
자료 수집 전에 미리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참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으로 처리함을 알렸다. 또한 대화 내용은
녹음이 되며 면담 도중에 언제라도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준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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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론적 민감성을 높
이기 위하여 감정노동이 주제인 학술적 문헌과 보도기사,
사례집 등과 같은 비학술적 문헌을 통해 연구 질문과 관련
된 배경 지식을 습득했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와 심층면접(in depth interview)을 사용했다.
인터뷰는 평균 두 시간 가량 소요되었으며 연구자는 지침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노트에 인터뷰 내용과 현장
분위기 등을 관찰하여 기록했다.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2016년 2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당일에는 연구참
여신청자 9명 중 7명이 참여 했다. 2명은 개인사정
으로 참여할 수 없음을 인터뷰 시작 직전에 알려왔
다.

참여자 전원 여성으로 지방 도시 지역 종합병원 2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서로 친분이 있는 2명을 제
외한 나머지 5명은 일면식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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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연령은 25~48세로, 평균 연령은 36.4세
였다. 임상 경력은 최소 1년에서부터 최고 24년으
로, 평균 8.4년이었다. 참여자 중 6명은 일반병동에
서 근무하고 있었고 나머지 1명은 병동을 거쳐 인터
뷰 실시 한 달 전 수술실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
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을 작성
했다. 초안을 만든 뒤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
구자에게 조언을 구했다. 상호 질의·응답을 통해 질
문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검토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인터뷰 장소에는 사전
에 녹음 및 촬영 장비를 설치해 두었다. 모든 인터
뷰 내용은 MP3 기기와 녹음기로 녹음하였고 비디
오카메라로 현장을 녹화했다. 약속한 시간에 모여
10분 정도 모든 참여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연구자가 인터뷰의 취지와 목적, 진행
방법,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설명을 한 뒤 인터
뷰를 시작했다.

인터뷰는 간호사를 하게 된 이유와 근무 경력 등의
일반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업무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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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등의 구체적인 질문의 순서로 진행했다.
간호사들의 감정노동 경험을 중점적으로 질문하여
내면적 경험과 상황 규정을 파악하고자 했다.

인

터뷰를 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캐
묻기(probing)를 통해 보다 깊은 내용을 파악하도록
했다.

인터뷰는 연구자에 의해 이뤄졌으며 인터뷰 시
방향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
을 말하도록 유도했다.

인터뷰가 끝난 뒤에는 10분 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전에 미리 진행 지침을 만들어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모든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2) 심층면접
심층면접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완료한 이후
미진하거나 추가 질문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실
시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7명에게
심층면접에 참여 가능한 지를 확인한 결과 3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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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은 3명이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연구
자가 찾아가서 진행했다.
면접 내용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동일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미 확보된 인터뷰 내용을 확
인하면서 심도 깊은 질문을 하여 면접 내용을 더 풍
성하게 할 수 있었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심층면접 등의 질적 자료
는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근거이론은 Glaser &
Strauss(1967)가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근거이론 분석법은
Strauss & Cobin(1998)이 정리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내용은 필
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거쳤다. 자료 수집 결과의 필사본을
원 자료로 하여 단위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
의 절차를 거쳐 밝혀진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끼리
통합하고 추상화하여 범주화 시켰다.
분석 과정은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순서에 따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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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의 목적은 여기 저기 널려 있는 자료를 원 자료를
정리, 축소하는 것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묶는 것이다. 코딩은 단순히 자료를 축소하거나 묶는 작업
이 아니라 자료를 재해석함으로써 개념화하는 과정이다.

개방코딩단계에서는 원 자료를 줄 단위로 분석하여 반복
적으로 나타나는 어휘, 개념 등을 추출하여 이름을 부여하
고 범주를 발견했다. 축 코딩(axial coding) 단계에서는, 개
방 코딩의 결과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다시 조합하여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 있는 것들을 짝짓기(matching) 하
는 방식으로 중심 현상을 추출했다. 선택코딩(open coding)
단계에서는 범주들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면서 범주들을 연
결하는 스토리를 구성하고 다른 모든 범주가 통합된 중심현
상인 핵심범주를 선택했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학교의 생명윤리심의의원회 승인
(IRB No.1505/001-009)을 받은 후 진행했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정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
게 된 동기와 연구 목적, 방법, 인터뷰 내용의

녹음 및

촬영 등에 대해 참여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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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 목적으
로

사용될 때에도 개인적 정보는 알 수 없도록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인터뷰 도중에 중단하고 싶을 때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이전에 제공
한 모든 정보를 영구적으로 파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동의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하여 연구자와 참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했다. 1차로
녹취록을 작성한 뒤에는 참여자의 신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는 가명이나 기호로 대치하는 절차를 거쳤다.

7.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andelowski(1986)가
제시한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applicability), 감사가능성
(auditability) 및 객관성(confirmability)을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뷰 절차를 충실
하게 이행했다. 인터뷰 전에 미리 질문을 개발하고 진행지
침을 마련하였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모두 녹음한 후 필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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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필사한 결과는 비디오 촬영본을
보면서 다시 확인하였으며 심층면접을 필사한 결과는 수 회
반복하여 들으며 다시 확인한 후 분석에 이용했다. 인터뷰
를 진행할 때에는 참여자의 이야기에 경청하였으며 현장노
트를 기록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도출된 결과를 연구 참여
자들에게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결과가 다른 비슷한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가를 나타
내는 ‘적합성’을 위하여 연구 세팅과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관해 자세하게 기술 했다.

연구의 전개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감사가능성’을 위해
연구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근거이론 분석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분석과정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시기별
분석 자료를 보관하였고 연구일지를 작성했다.

이와 같이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연
구 결과에 연구자의 선입견이 배제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객관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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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결과

1. 개방 코딩 결과
Strauss & Corbin(1998)이 정리한 근거이론 분석법에 따
라 먼저 개방 코딩을 실시했다. 개방 코딩은 수집한 자료를
줄 단위(line by line) 분석을 통해 세밀하게 읽어가면서
자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생각, 사고, 의미를 드러나게 하는
작업이다.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의 절차를 통해 의미
있는 사건, 물체, 작용과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개념을 찾아
냈다. 개방 코딩은 수집된 자료로부터 두드러진 범주를
찾아내기 위한 텍스트의 검토 단계인 것이다.
찾아낸 개념들은 다시 비교분석하여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 있는 개념들을 통합하여 범주화 했다.
이러한 개방 코딩의 결과는 [Table 4]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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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Concepts, Categories & Process Analysis according to
Paradigm
Paradigm

Categories

Subcategories

노동 조건의
악화

Labeling of phenomena

▪ 노동 강도 강화에 따른 소진
▪ 인력 충원 안 됨
▪ 신규 간호사의 백일근무 축하행사

보건 의료
인과적
조건

환경의

고객만족경영

▪ 주기적 친절교육
▪ 각종 평가 시행 : 환자만족도 등

변화

일상화된
갑질

▪ 환자와 보호자들의 끊임없는 요구
▪ 폭행, 협박, 언어폭력
▪ 성희롱

사랑과 봉사의

▪ 나이팅게일 선서문 되뇌임
▪ 사랑과 봉사 정신의 각인

내면화

▪ 사랑과 봉사 정신의 학습, 체화

▪ 환자들에게 맞추려고 함

참고
중심현상

견뎌야만
하는

환자 중심의

▪ 환자는 어떤 상황에서나 본인을
먼저 응대하기를 원함

감정관리

▪ 역지사지

현실

: 환자와 보호자 입장을 이해하려 함

▪ 환자들은 ‘백의의 천사’를 원함
감정을 억누름

▪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냥 참음
▪ 실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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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Concepts, Categories & Process Analysis according to
Paradigm (continued)
Paradigm

Categories

맥락적

열악한

조건

노동환경

Subcategories

Labeling of phenomena

▪ 만성적인 인력 부족
조직의 현실

▪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
▪ 체계적이지 못한 인력 관리

▪ 환자의 건강 회복
감정노동의

▪ 가치 있는 일, 역할에 대한 자부심

완화조건
중재적

감정노동

접근

조절

▪ 진심어린 감사
▪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감정노동의

▪ 인증평가 대응 등 업무가 가중됨
▪ 감정노동 발생 시 고충처리 장치

악화조건

미비

▪ 의도적 망각
상호작용

마음

적 전략

다스림

위로 받고

▪ 동료 간의 대화, 지지

싶음

▪ 상사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
▪ 종교 활동

▪ 누적된 피로, 쉬고 싶음

예전과
같지 않음

결과

▪ 건강 악화로 버티기 힘듬
▪ 삶에 대한 회의, 이직 고려

지쳐가는
몸과 마음
쌓여가는
불만

▪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현실
▪ 인정받지 못함
▪ 부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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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노동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축코딩(axial coding)은 개방코딩 과정을 분해되었던 자료를
다시 조합하는 과정이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확인된
범주와 하위 범주들을 연결시키고 현상을 설명하는 패러다임
(paradigm)을 밝혀내게 된다. 선택코딩은 코딩의 마지막 단계
로서 핵심범주를 선택하고 다른 범주들과 핵심 범주를 체계적
으로 비교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새롭게 개발할
범주를 채우는 통합적인 과정이다. 선택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중심현상을 발견하고 이론화 작업을 완성하게 된다.
패러다임은 범주 간의 관계를 정렬하고 조직화하는데 사용되
는 도식 중 하나이다. Strauss & Corbin(1998)은 여러 가지의
코딩 패러다임이 있을 수 있지만 행위의 ‘구조’에 해당하는 것
과 그것에 의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구조와 과정의 결합
으로 생기는 최종 ‘결과’가 모든 패러다임의 모형이 된다고
설명했다. 패러다임 모형은 다양한 조건(condition), 작용/상호
작용(action/interactions), 결과(consequences)로 구성된다.
구조는 관심을 두고 있는 중심현상의 인과적 조건이고 과정은
참여자가 문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갖는 일상적인 반응으로
서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뜻하며 결과는 그와 같은 행동이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다.

개방코딩에서 발견된 개념과 범주 간의 관계를 축코딩 분석
과정에 따라 재구성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면 [Figure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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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을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적 전략,
결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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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aradigm model on the emotional labo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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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이 되거나 영향을 주는 조건이다. 병동간호사들이 경험하
는 감정노동의 인과적 조건에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의료 수요가 증가하여 병원과 병상 수가 급증했다. 병원
은 점차 대형화, 고급화 되면서 병원 간 경쟁도 치열해졌
다. 병원에도 ‘고객 만족 경영(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이 도입되어 환자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어 친절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도입된 경영
합리화 전략으로 병원은 외연 확장에 따른 인력 충원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구조조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간호
사를 비롯한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은 악화되었고 친절한
서비스를 당연시 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갑질’은 일상
화 되었다.

(1) 노동조건의 악화

참여자들은 극심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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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 경쟁의 심화, 환자 중증도와 요구 증가,
각종 인증평가의 도입 등 의료 환경의 급격하고도 광
범위한 변화는 간호사에게 점점 더 많은 역할과 책임
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병원조직을 더욱 업무 지향적
이고 경쟁적인 근무환경으로 만들고 있다(Lee &
Im). 이러한 변화로 간호사의 업무가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적정 인원을 확충하지 않은 채 운영
되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병원 측에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 요구는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으며 말해봐야 소용없는 문제가
되어 있었다. 한 참여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동에
신규로 임용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간 신규간호사가
한 명도 임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참여자는 하루, 하루 버티기도 힘들 정도로 업무
량이 과다하여 출근하기 두렵다고 했다. 간호사들은
업무량은 과다하고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실수 없이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늘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이런
노동조건에서 특히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졌
고 그 결과 신규 간호사가 근무 100일을 넘기면
부서장이 이를 축하하는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고단한 현실과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간호사들은 일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좌절감으로
이직을 결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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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애정과 의리는 현실을
버티는 힘이 되기도 하고 이직을 감행하는 데 장애가
되기도 했다. 자신이 그만 두면 바로 인력 충원이 될
상황은 아니므로 남게 될 동료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그만 두고 싶어도 그만 둘 수가 없는 것이었다.

집에서 출근하려고 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벌렁거
려요.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나 싶거든요... 정말
그만 두고 싶은데 못 하는 게, 우습게 들리시겠지
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내가 그만
두면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싶어요.

제가 지금 OO병원 간호사 5년차인데 아직 막내거
든요.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신규는 안 오고
... 루틴한 일 하기에도 벅차요.

(옛날에는) 군기 참 많이 잡았어요. 군대 조직만
큼. 간호사 자체가. 지금은 그걸 못해요. 간호사가
취업 해가지고 100일 되면 부서장이 떡 돌릴 정도
로 귀하거든요. 그 정도로 간호사가 귀한 시대가
됐어요. 많이 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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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래요. 전체적으로 간호사가 귀해지니까
이 사람 나가면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옛날에는
선배가 군기 잡는다고 뭐 단속도 다 했거든요. 지
금은 그런 것 못해요.

(2) 고객만족경영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병원의 슬로건은 ‘고객에게
건강한 웃음과 행복을 선사하는 OO병원’,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최상의 진료와 사랑으로 보살피는
환자 중심 병원’이었다. 병원 경영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의 입장을 생각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환자의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환자 만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의료기관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환자만족도는 중요한 항목이 되어 있었다.
고객으로서 환자의 만족은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이윤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 결과 환자들
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들에서 더욱
친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병원들은 고객에게 건강한 웃음과 행복을 선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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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최상의 진료와 사랑으로 보살핀다고 광고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를 실행 하는 주체인 노동자인 간호
사들에 대한 고려는 찾기 힘들었다.
간호사들은 근로시간 준수와 휴가 확보 등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친절교육은 1년에 몇 번씩 받죠. 교육은 받긴
받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환자분들한테 진심 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미소와 친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들의 만족만 중요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업무 자체도 정말 겨우, 겨우 해내는데 친절하게
까지 해야 하니... 그걸 또 평가하잖아요. 거의
모든 평가에서 환자만족도가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
긴 쓰여요.

(3) 일상화된 갑질
참여자들은 가능한 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요구나
바람을 가급적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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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질병으로 고통 받아 심신이 쇠약한 상황이라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옆의 응급환자를 처치 중인 것
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부터 먼저 봐달라고 하는
환자를 보면서 그 이기심에 좌절하기도 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환자일수록 각종 요구의
종류와 정도는 점증하여 지치게 만든다고 했다. 환자
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병원의 서비스와 비교하면서 그 이상을 요구하
기도 했다.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칠게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했다. 간호사들은
자신의 역할과 업무의 범위 등에 고민하고 있었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므로 환자들
은 자신을 우선적으로 세심하게 보살펴주기를 지속적
으로 요구한다. 간호사가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환자의 수에는 한계가 분명 있으나 병원은 이를 고려
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참여자들이 전원 여성이다 보니 폭행, 협박,
언어폭력은 물론 성추행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이는 보건의료노조 병원 간호사 실태조사(201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
60.6%가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어 병원 내
간호사의 노동과정 중에 상급자나 제 3 자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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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은 일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희롱과 폭행의
유경험 비율도 12.2%, 11.8%로 보고 되었다.
병원이 간호사의 안전과 건강을 제대로 보호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환자들의 요구는 끝이 없어요. 같은 병실 내에서
도 한 사람은 중환이고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원래
중환들은 컴플레인도 못하잖아요. 중환부터 먼저
보려고 하면 바로 옆에서 자기 먼저 봐달라고 하시
고. (그럴 땐) 정말 ...

우리 병원이 조금 비싸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의사, 변호사, 교수 등 환자
들이 레벨이 있는 집 사람들이라서 그걸 다 들어
주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폭행과 언어폭력은 기본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당하고 왔어요.
(병동전화로) 계속 전화해서 언제 퇴근 하냐고,
퇴근하고 뭐하냐고 그래서 업무상 사용하는 전화기
에 대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 했는
데... 스테이션으로 와서 내가 니를 인생을
죽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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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고

저희 일이 열 번 잘 해도 한 번 어긋나면 욕먹는
일이예요.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하면
“너거들”이러시면서 바로 반말부터 하시죠.

(70대 남자) 환자분 옆에서 처치를 하고 있는데
환자분이 손을 이렇게 쓱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어르신이 (등을) 토닥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속옷) 끈을 이렇게 싸악 잡는 거예요.

2) 중심현상
중심현상(central phenomenon)은 인과적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연구 참여자들의 중심 생각이나 사건들이다.
병동간호사들이 느끼는 감정노동의 중심현상은 ‘참고 견뎌야
만 하는 현실’이었다. 간호사들은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도,
업무가 많아 제 때 퇴근하지 못해도, 휴가를 갈 수 없어도, 환자
의 무리한 요구에도, 폭언을 들어 화가 나도 그냥 참고 있었다.
좀처럼 해결 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에 참고 견뎌내고 있는 것
이다.
병동간호사들은 사랑과 봉사 정신을 내면화하여 환자를 중심
으로 감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감정노동을 대체로 표면행위와 내면행위로
구분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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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봉사 정신의 내면화를 감정노동 과정의 하나로 간주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며 이는 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에서
나타난 특징적 현상이다.
그리고 환자를 중심으로 감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
르는 것은 표면행위와 내면행위가 혼재되어 있다.

(1) 사랑과 봉사의 내면화
간호사는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환자들을 잘 보살
피고 환자와 공감하며 환자에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와 같은 간호사의 전형, 사회적 표상은
환자들을 비롯한 일반인은 물론 간호사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로 간주하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사회적으로 형성되었고 간호사들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사랑
과 봉사의 내면화(internalization)는 고된 노동 현실
을 이겨내는 원천이 되기도 했다.

간호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나가기에 앞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라는 의식을 치른다. 학생간호
사들은 가운을 입고 촛불을 들고 선서식을 거행한다.
가운은 이웃을 따스하게 감싸 보살피는 간호정신을
상징하고 촛불은 나이팅게일의 간호정신과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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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정신을 의미한다. 간호 윤리와 간호원칙을 담은
선서의 내용은 환자를 대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스스
로에게 다짐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 간호사로서 살
아가면서 직업정신을 일깨우며 힘든 현실을 버티는
힘이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랑과 봉사 정신은
타고난 성향이라기보다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되고
병원 연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화되고 있었다.

학생들이 실습 나가기 전에 ‘나이팅게일 선서
식’을 하거든요. 그 중에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전 그 문구를 늘 되뇌게 돼요. 제
자신이 좀 풀어지는구나 싶을 때 절 잡아주거든요.

우리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그것
만으로는 하긴 힘든 일이예요. 막상 말하려니까 좀
거창해지는 것 같은데...

사랑, 봉사, 희생 이런

게 없으면 좀 하기 힘든 일이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간호사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고
싶고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간호사가 되어서도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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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 중심의 감정 관리
매일, 매일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감정은 업무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간호사는 환자들
의 감정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와 요구도에
따라 감정적 지지가 필요할 때 온화한 표정이나 응원
하는 몸짓을 바꾼다. 또한 자신이 보살피던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면 진심으로 애도하기도 한다.
환자들은 간호사가 바쁘게 업무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우선적으로 응대해 주기를 원했다.
또한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신체억제대를 사용
하고자 사전 동의를 구했는데 이에 서명하기를 거부
한 보호자들의 경우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자신의 부모가 어떠한 상황에서건 억제대
로 신체적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환자를 대할 땐 답이 없어요. 그냥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환자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장기 입원 환자들은 터미널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기 때문에, 인생에 쫓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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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환자는 (저희가) 맞추는 방법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급한 오더를 처리하고 있는데 환자분이 오셔서
뭔가 말씀하시려는
하고

거예요.

제가

“잠시만요”

컴퓨터 화면 보며 클릭한 후 고개를 드니까

그 환자분이 제가 가만히 앉아서 고개만 까딱거린
다며 소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신을 무시했
다고, 불친절하다며 병원장한테 말하겠다는 거예
요.

병동에 치매환자분이 계신데 새벽에 자꾸 나가시
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억제대 오더가 나왔어요.
보호자분들께 상황을 설명하고 ‘신체억제대사용동
의서’에 서명해 주십사 했더니 펄쩍 뛰시는 거예
요. 그런 건 서명해 줄 수 없다고, 차라리 자신들
모르게 그냥 하라는 거예요...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했죠.
결국 동의를 못 받았으니 저희가 환자분을 좀 더
자주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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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을 억누름
환자나 보호자들은 간호 업무의 특성 상 간호사들이
언제나 온화한 천사가 되어주기를 원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감정을
표출할 때, 참여자들은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가급적 수용한다고 했다. 환자라는 취약성을 인정
하고 환자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려는 측면도 있지
만 사유와 상관없이 가능한 한 민원은 제기되지 않도
록 하려는 측면도 있었다. 민원이 발생하면 시비를
따지기 전에 사과부터 해서 조속하게 진화해야 하므
로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지쳐 결국은 이직을 선택하게 된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몸이 피곤해도 환자를 대할 때에는 미소
를 짓고 돌보던 환자의 죽음에도 슬픔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흔히

간호사를‘백의의

천사’라고

하잖아요.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정말 ‘천사’를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닌... 욱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일하면서 제 마음가는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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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건 작건 일단 소리 나면, 시끄러워지면 좋을 게
없으니까 민원 발생하면 사과부터 해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잘잘못 따지기 전에
일단 사과부터 해야 하니 제 속은 다 타들어가죠.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참아야
된다고 됐었죠. 사실 별다른 방법도 없어요.

일은 많지, 그렇다고 쉴 수는 없지.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되니까

몸이

천근만근이거든요.

근데 병실 들어갈 땐 피곤한 내색할 수는 없으니
억지로라도 웃으려 하죠.

저희도 돌봐드리던 환자분이 돌아가시면 얼마간은
마음이 안 좋아요. 돌아가신 분(시신)이 나가실 때
에는 일하다가도 모두들 복도로 나와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를 하거든요. 그 때는 저절로
눈물이 나죠. 그렇다고 다른 환자분들 계신데 눈물
을 보일 수는 없어 얼른 추슬러야죠. (환자분들)
계실 때 좀 더 잘 해드려야겠다 싶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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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중심현상이 발생하
는 구조적 장을 말한다. 병동간호사들이 감정노동을 일으키
게 되는 조건에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있었다.

(1) 조직의 현실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병원은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으로 병동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었다.
한 참여자의 소속 병동은 평균 65개 병상에 간호사
인원이 교대근무 당 3~4명이었다. 의료법 제38조의
의료인 정원 기준으로 산정하면 65개 병상인 경우,
간호사 수가 26명이나 참여자가 속한 병동은 수간호
사를 포함하여 12명에 불가하여 법정 인원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간호사들의 업무량
이 과다한 상황에서 3교대 근무일정을 규칙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일정을 계획할 때 교대근무자 개개
인에 대한 고려는 할 수 없다고 했다. 넘쳐나는 업무
로 정시퇴근은 할 수도 없었고 근무 중에는 식사시간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당장 문제가 되는
부서에 인원을 긴급 투입하는 땜질식 인력 운영으로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간호직의
전문성 확보에도 난항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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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동은) 65 병상에 데이 근무 간호사 3명,
이브닝, 나이트에 4명이 일하는 상황이라 그게
힘들어요.

멤버가 원활하게 안 채워지고 일은 자꾸 힘들어
지고. 멤버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돌아가니 문제는
생기게 되고.

간호직이 식사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식사는 빨리 먹고...
바로 (병동으로) 내려와요. (식사시간은) 10분, 15
분 정도?

지금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간
이에요. 그 시간을 아껴줘야 오프도 받을 수 있고
한데...

퇴근 시간에 맞춰 퇴근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시간외수당으로 쳐주는, 그런 것
도 전혀 없어요. 오버타임 많이 하고.

(병동에서) 아, 이제 좀 뭔가 보이네 하니 수술실
로 가라하고. 수술실 가서 눈이 좀 뜨이는데 다시
병동으로 가라하고... 이걸 해 놓으면 저기서 털리
고 저걸 해 놓으면 여기서 털리고 이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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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중심현상을 완화
또는 악화 시키는 조건이다. 병동간호사들이 실제 감정노동
에 대처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1) 감정노동의 완화조건
참여자들은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거나 진심어린
감사를 할 때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힘겨운 일상이
지만 자신의 일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정직한 노동
이라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 했다.

입원 당시에는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한 달 뒤에 보호자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아 (간호사)
하길 잘했다’생각 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 저희 병동에서 좀 계시다
가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분들이 장례 다 치르고
저희 병동에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잘 계시다 가셨다고, 잘 돌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희도 정말 감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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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픈 환자와 보호자를 달래주는 직업이거
든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저는 간호사 좋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큰돈은 안 버는데 간호사가 제일 정직하게 버는
직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원기간 동안은) 여기가 가장 편안한 곳이다, (치
료 받기에) 제일 좋은 곳이다 생각하실 수 있도록
케어 하려고요.

(2) 감정노동의 악화조건

최근 증가한 각종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가 가중
되었으나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는 이뤄지
지 않고 있었다. 또한 감정노동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명백한 폭력 상황에도 대처할 만한 병원 내
지침이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견뎌내고 있었다.

뭔 평가는 그리 많은지, 평가 자료 준비도 만만찮
은 일이에요. 이건 기존 업무에 더해지는 거거든
요. 이거 한다고 수당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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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한 맞추려고 근무 끝나고 남아서 자료 준비
하고 그러죠. 결과가 좀 안 좋기라도 하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웃기는 건 평가 결과가 좋게 나와도
별로 득 되는 건 없어요.

환자분 보다 보면,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럴 때조차 쉴 수 없고 일해야 하니
내가 소모품이구나 싶어요. 병원에서는 아무 것도
해 주는 것도 없구요.

5) 상호작용적 전략
상호작용적 전략(interactions)은 개인이나 집단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사건, 문제, 쟁점에 대해 취하는 전략적
이거나 일상적인 반응을 말한다. 참여자들은 감정노동을 겪은
이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개인적으로 해결 방법을 구하고
있었다.

(1) 마음 다스림
참여자들은 힘겹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일상
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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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기억은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는 동료 간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
를 구하고 있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상사에게 건의하여
해결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종교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찾기도 했다.

그거(마음 상한 일)를 계속 기억하고 일을 하면은
일을 못하니까 그냥 까먹었어요. 잊는 게 제일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일반 친구들은 병원이라는 상황을 잘 모르면 이해
를 잘 못하잖아요. 그냥 일할 때 제일 편한 게
동기. 멘토처럼 자기가 짜증나면 들어주고 제가 또
짜증나면 들어주고. 같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
모든 일을 알 수 있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고 조언도 많이 받았구요.

동료들하고 이야기 하다 진짜 개선되어야 될 문제
가 있으면 저 위 샘한테나 수샘한테 얘기 하죠. 그
날 일어났던 일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샘들한테 이야기해서 해결되도록 이
야기 하구요. 저는 또 종교가 있어 가지고. 마음에
안식이 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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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병동간호사들은 참고 견뎌야만 하는 현실에서 예전과 같
지 않은 건강 상태에서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측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업무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
다.

(1) 예전과 같지 않음
입사 이후 근무여건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
되니 근무시간 중 일상적인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
기도 어렵다고 했다. 퇴근 이후의 시간에도 심신이
지쳐 여가활동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그저 누워
있거나 누워 있으면서도 업무 생각을 하는 등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었다.
과다한 업무와 점증하는 스트레스에 자신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이직을 선택하게 된다
고 했다.

(퇴근해서도) 지쳐가지고 그냥 누워 있는 시간이
많고 잠도 못자고. 나이트 (근무)하는 시간에만
정신이 멀쩡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브닝, 데이
시간에는 그냥 죽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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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내 가고 멤버 없으면 6일, 7일도 뛰고
뭐 이렇게 하니까 12시간 일하는 것처럼 하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맨날 집에서 잠만
자고 이러고 (있어요).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라서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 다 뺏긴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최근에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어릴 때 멋모르고 다녔는데 이젠 버티기 힘드네
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요. 맨날 이렇게 허덕이
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솔직히 그만 두고 싶어요.

(2) 업무 불만족
참여자들은 시간이 흘러도 자신의 노동조건이 나아
지기는커녕 악화되는데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업무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들의 원성을 듣거
나 병원 측의 급여 등 복지 수준이 현저하게 낮을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등 참여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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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들의 현실에 분노와 서글
픔을 나타냈다.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계속 많아지고 일하는 건
매일, 매일 어려워져요. 매일 어려워지는 게 조건
이 절대로

나아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환자분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근데 보호
자분이 서울로 갈 걸, 이런 데 와서 옳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다 죽게 생겼다고 고래고래 소리치
시는 거예요. 그리 위중한 상태도 아니었고 연세도
있으시고 했는데...

저희는 열심히 돌봐드리고

있었거든요.

급여도 일하는 것에 비하면 참 낮은 것 같아요.
밥도 못 먹고 일한 적도 있고 그런데 연장근무수당
도 줄 수 없다 그러고. 솔직히 이렇게 일하고 싶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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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논의 및 제언

병동간호사가 경험하는 감정노동의 중심현상은 ‘참고 견뎌
야만 하는 현실’이었다.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강화된 감정노동의 결과 병동간호사들의 삶의 질이 떨어졌
음을 확인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간호사 1인 당 돌봐야 하는 환자 수의 증가이다. 한국은 인
구 고령화와 보건의료 욕구 상승에 따라 의료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국민의료비의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제
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들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증가 추세에 상응하는 의료 인력의 확
보가 되지 않아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5.6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9.1명의 절반에 머물러 있다
(OECD, 2016).

더욱이 통계에 쓰인 활동 간호사 수에는 간호조무사가 포
함된 수치여서 이를 제외하면 실제 활동하는 간호사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본 연구의 참여자가 근무하는 병동의
경우,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2.5명이라는 법적기준을
16~21배 초과한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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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병상 수가 증가
추세인데 반해 간호사 인력 증원에는 소극적이다. 그 결과
현직에 있는 간호사의 노동 강도는 더욱 강화되고 감정노동
수준도 높아지면서 소진 되어 이직하고 있었다. 이처럼 병
동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병원의 고객만족경영으
로 환자와 보호자들의 갑질이 일상화 되는 등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는 감정노동 발생의 인과적 조건이 되고 있었
다.
이는 Choi, Lim과 Jeong(2008), Kim(2013), Yoo, Kwak
과 Shin(2014), Kim, Chung, Kim과 Seo(2014)와 Lee와
Nam(2016)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Choi 등(2008)은
조직의 특성 중 시간적 압력이, Kim(2013)과 Yoo 등(2014)
은 직무과부하가 감정노동의 선행요인이 된다고 했다.
Kim 등(2014)은 환경요인이 병원간호사의 감정노동 수준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환경 요인 중에서는 ‘업무량이
너무 많을 때’에 감정노동 수준이 높았다고 했다. Lee와
Nam(2016)은

간호사의 업무의 양이 많을수록, 업무를 빨

리 처리해야 할수록 감정노동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했다.

더욱이 참여자들의 속한 병원 조직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과 그로 인한 체계적이지 못한 인력관리 등의 문제가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여타의 직종에 비해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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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견뎌야만 하는 현실’은 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을 있
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희생과 봉사 정신
이 내면화 되어 일상화된 대상자들의 갑질에 힘들어 하면서
도 환자를 중심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억누르고 있
었다. 참여자들은 감정노동을 통해서 환자의 마음까지 보
듬는 것이 간호사가 업무에 임하는 기본자세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언어폭력에서 부터 성희롱까지 환자와 보
호자들의 갑질 행동에도 조직이나 병원 측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관련 문제 발생 시 희생과 봉사 정신이 체화되어
자신을 보호하기 보다는 그냥 참고 견뎌내고자 하는 모습이
었다. 이는 감정노동을 하는 다른 직업과의 차이점으로, 간
호대학 교육과정과 간호사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되어
내면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만족감과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될 때 현실
을 견뎌내는 힘이 되고 있었다. 이는 Park, Jeon과
Jeong(2005), Roh, Kwon과 Park(2009), Kim(2013), Yoo,
Kwak과 Shin(2014), Moon(2014)의 결과와도 부합한다.
Roh 등(2009)은 감정노동을 감정을 억압하거나 연기하는
것으로 보았다. Park 등(2005), Roh 등(2009), Kim(2013),
Yoo 등(2014)과 Moon(2014)은 감정노동을 자신의 실제
감정을 감추는 표면행위와 특정 감정을 위해 의식적으로 정
신작용을 하는 내면행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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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과 Park(2011)의 연구에서 외래간호사들이 밑바닥에
서 치밀어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고 친절한 미소와 말씨
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의사와 환자의 상반된 요구를
모두 맞추려 하면서 환자의 불만은 오로지 홀로 감당해야
함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환자 중심의 조직 분위기와 다양한 친절교육 등에 직무에
대한 책임감까지 더해져 조직이 요구하는 표면규칙을 따르
려는 분위기가 감정노동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병동간호사들의 감정노동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
에 열악한 노동환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실제 감정노동에 대처하는 전략인 중재적 조건
은 감정노동을 완화 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조건이다.
감정노동의 완화조건은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거나 진심
어린 감사를 하는 경우나 자신의 일이 가치 있으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경우라고 했다. 이는 열
악한 노동환경에서 감정을 억누르며 지치도록 일하는 현실
을 버텨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감정노동의 악화조건은 평가 대비 등 추가적인 업무 수행
에 대해서나 이후 좋은 평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경우, 또한 병원 내
에서 발생한 폭력 등의 상황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
무런 대책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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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정노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애써 잊으려 노력하거
나 동료나 상사와의 대화를 시도하거나 종교에 의지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Shin(2015)은
아동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감정노
동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변화와 사고의 전환을 통해 긍
정적 방향으로 이끈다고 했다.

병동간호사들이 감정노동의 상호작용적 전략으로 취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주
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간호사들의
감정노동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
다.
Song과 Park(2011)의 외래간호사들이 경험하는 감정노동
연구에서 내외적 자원을 동원해 마음을 다스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의도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면서 동료와의 감정
교류를 통해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병원 환경을 이해하는 동료나 친구들
과의 대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해소하고 있었다. 자신의 역
할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조직이나 사측의 지지를 받
지 못하고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었다.

병동간호사들은 감정노동의 결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다. 건강 상태도 예전과 같지 않고 업무 불만족은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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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회의로 이어져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다. 고강도 노동
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분노, 서글픔 등으로 소진되어 있었다. 이
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부합되었다. 감정노동은 노동자 개인
에게는 감정부조화(Moon, 2014)와 감정적 탈진(Koh,
2015), 정서 고갈(Moon, 2014), 감정적 고갈(Kwak, &
Hwang, 2015), 감정소진(Kim,

2013; Kim, & Choi,

2016)을 겪으면서 이직 의도를 갖게 하고 있었다. 감정노동
이 조직에는 직무스트레스(Koh, 2015; Kwak, & Hwang,
2015)를 유발하고 조직몰입(Roh, Kwon, & Park, 2009;
Yoo, Kwak, & Shin, 2014; Kim, & Choi, 2016)을 낮춰
직무만족(Kim, 2013; Yoo, Kwak, & Shin, 2014; Moon,
2014; Koh, 2015; Kim, & Choi, 2016)을 할 수 없게 된
다고 보았다.
또한, 감정노동 수준이 높을수록 소진과 이직 의도가 높
게 나타나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부합했다(Kim, 2009; Lee
& Lee, 2011; Yang & Jeou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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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자신의 실제 감정을 숨기고 환자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감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한 업무
수행 중 부당함을 참거나 억지웃음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고도 했다. 이처럼 병동간호사들은 업
무 중에 명백하게 감정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으나 감정노
동 자체에 대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Sawbridge와 Hewison(2013)은 병원에서 제공하
는 간호사들의 감정적 측면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전무하며
이는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참여자들을 통해서 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은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려나 조직적 지지와
사측의 정책적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참여자들은 그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대응
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더 이상 참기 어려울 경우
이직을 선택할 것이라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현실 회피를 선택하는 셈이다. 그러나 간호사들
스스로 조직적 결집을 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는 자발적인 움직임도 필요하다.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강조
하는 분위기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간호사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의심받기도 했지만 간호사 스스로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체의
문제 제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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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
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그 결과 노동자 개인과 병원 조
직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감정노동 문제에
대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과 집단, 사회가 공동의 대응
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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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감정노동과정 실증분석

제 1 절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 되었다. 고객 응대 직원
에 대해 사측의 보호조치 의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이 제정될 만큼 감정노동 문제는 이미 생활 깊숙이 들어
와 있다. 현행 법 적용 대상을 자본시장법 등 5개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장 종사자에 국한되었으나 점차 그 적용 범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법이다. 상대적으로 인권 의식이 높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감정노동자법이 시행되어야 할 만큼 국내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감정노동은 소진, 번아웃 등을
유발하고(Hochschild, 1983; Morris & Feldman, 1997;
Grandey, 2000) 마침내 이직한다(Shin, 2009)고 보고되고
있다. 감정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이 어
떤 상황과 조건에서 발생하게

되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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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감정노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Hochschild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표정이나 몸짓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Hochschild, 1983). 이후
Ashforth & Humphery(1993), Morris & Feldman(1996),
Grandey(2000)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감정노동의 메커니즘
을 밝히는 개념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Ashforth & Humphery(1993)는 감정노동을 ‘노동자가 직무
를 수행할 때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감정
노동 이론을 구체화시켰다. 표현규칙에 따라 감정노동이 발생
하며 그 결과 노동자의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노동
자의 감정보다는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노동자의 행동,
표현규칙의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Morris & Feldman(1996)은 감정노동을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출하고자 하는 노력, 계획, 조절’이라고 정의하며
감정노동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제시했다. 감정노동의 선행요인
을 표현규칙의 명확성, 직무 일상화, 직무 자율성, 역할 수행
자의 권한으로 보았다. 감정노동은 상호작용의 빈도, 주기, 감
정부조화라는 과정을 거쳐 감정노동의 결과로 감정적 소진,
직무 만족, 역할 내면화 등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감정노동
의 선행요인, 과정, 결과가 개연성을 갖기보다는 각각 분절적
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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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ey(2000)는 감정노동을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느낌이나 감정의 표현을 조절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감정
노동은 상황적 단서가 있어 이것이 촉발될 때 감정조절과정을
거쳐서 장기적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기존 이론에 비해
포괄적인 관점에서 다차원적으로 감정노동을 설명하고 있다.

감정노동의 개념화 연구는 진전되고 있지만 감정노동 메커니
즘 연구는 요인과 이들의 관계가 명확하지 하지 않아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감정노동의 개념화 작
업을 중심으로 감정노동이 일어나는 개인적 상황에 대해 초점
을 두고 있다. 감정노동 과정 연구의 시야를 좀 더 넓힐 필요
가 있다. 감정노동자 개인의 감정이라는 미시적 차원 뿐 아니
라 그러한 감정과 경험이 형성되는 배경에 대한 거시적 논의
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이라는 사회 현상을 좀 더 심도
깊게 고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건강생성이론’을 적용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생성이론은 감정노동이라는 스트레
스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설명 가능하며
개인, 조직, 사회 수준에서 적용 가능하므로 전체적인 맥락에
서 감정노동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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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하여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에 관한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한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에 영향
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구축된 모형과 실제 자료 간에 적합성을 검토한다.
셋째, 관련 변인 간의 영향력을 파악한다.

3. 개념적 기틀 및 가설모형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을 인간의 삶에서 발생 가능한 스트
레스 중 하나로 간주하여 감정노동 과정의 인과 관계를 설명
하고 이론을 개발하고자 건강생성이론을 토대로 가설적 모형
을 수립했다. 감정노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요
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이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그 배
경원인과 결과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했다.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한 본 연구의 구성개념은 일반적 저항자
원, 통합력, 감정노동, 삶의 질이다. 감정노동의 선행변인은
일반적 저항자원과 통합력이고 감정노동의 결과변인으로 삶의
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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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저항자원과 통합력은 감정노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반적 저항자
원과 통합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을 것이며 감정노동에
잘 대처할수록 삶의 질이 높을 것으로 가설 설정했다[Figure
6].

Figure 8.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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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 연구로서 건강생성이론을 토대로 감
정노동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삶의
질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적합성과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는
구조모형 검증 연구이다.

2. 구조방정식모형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은 실험연구가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수 간 인과관계 추론을
용이하게

해주는

다변량

분석기법이다.

공분산구조분석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이라고도 한다. 측정모형
(measurement model)과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 다양한 통계방법
을 한 번에 사용 가능하고 비신뢰도 오차까지 고려한 결과를
제시하는 장점이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이론에 의해 수립된
가설의 검증, 통계적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측정에 대한 질
을 평가하여 이론 구축, 수정, 확장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사
회 과학이론을 적용하는데 과학적 기준을 제공한다. 측정과
이론 구축을 동시에 가능한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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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건강생성이론을 토대로 감정노동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스스로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현직노동자이다. 연구 협조에 동의한 7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07명이다.
표본의 크기 산정은 모형의 크기와 상관

없이 표본크기가

적어도 200개 이상이 되어야 적합지수들이 올바른 결론을 유
도할 수 있다(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8)는 공변량 구조분석의 표본 크기 조건을
근거로 한다.
또한 표본의 크기가 400개 이상으로 커지면 구조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최대우도법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모델적합
도가 나빠지는 것으로 보고했다(Bae, 2014).
이에 조사 대상 규모를 200명 이상, 400명 미만으로 산정했
다. 설문지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24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에서 최종 207부를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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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되는 요인은 일반적 저항자원, 통합력, 감정
노동, 삶의 질 등 모두 4개이다. 본 연구에 사용될 측정도구들
은 다음과 같다[Table 5].

Table 3. Measurement Scales of Study
Variable

Scale

Number of item

General resistance resources

COPSOQ 1A~16B

31

Sense of coherence

Sense of coherence

13

Emotional labor

Emotional labor scale

9

Quality of life

Subjective well-being
Health status

6
5

total

64

1) 일반적 저항자원
Antonovsky가 제안한 건강생성이론의 핵심 2개 개념 중
하나가 일반적 저항자원(General resistance resources,
GRRs)이다. 일반적 저항자원은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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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스트레스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 상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
조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생화학적, 물질적, 인지적,
정서적, 윤리적, 인간관계적, 사회문화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Antonovsky, 1979). 일반적 저항자원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며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특성이다.
일반적 저항자원에는 금전, 지식, 경험, 자존감, 건강행위,
책임, 사회적 지지, 문화자본, 지능, 관습, 인생관 등이 있다
(Bengt & Monica, 2006). 인간이 자신의 의지대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삶의 위기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 저항자원은 인간이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삶의 경험을 의미 있고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일반적 저항자원 중에서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
한 사회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충족되는 기본적인 욕구
가 있고 이를 위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사회적 지지이다.
노동환경에서 ‘사회적 지지’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것
으로 간주되는 ‘코펜하겐 사회심리적 측정도구(Copenhagen
Psycho-Social Questionnaire, COPSOQ)’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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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SOQ는 덴마크 국립노동환경연구원에서 사회심리적
환경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1997년에 개발된 측정도구이다. 2010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COPSOQ Ⅱ 버전을 사용 중이다.
COPSOQ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도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여 유럽은 물론 미국, 페루,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COPSOQ는 3종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연구용은 141문항,
전문가용은 95문항, 현장용은 44문항이다. 하위척도에는 정
량적 요구, 속도, 인지적 요구, 감정적 요구, 감정은폐 요구,
업무상 영향력, 발전가능성, 업무의 다양성, 업무의 의미, 조
직몰입, 예측가능성, 보상, 역할 명료성, 역할 갈등, 리더십의
질, 사회적 지지, 직장 내 공동체성, 직무만족, 주관적 건강,
스트레스, 우울, 대처, 자기효능 등 개인의 성격 특성 및
심리정서적 변수도 포함한다.

덴마크 국립노동환경연구원의 COPSOQ 담당 연구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COPSOQ Ⅱ 현장용 44개 문항
중에서 관련 있는 31개 문항을 발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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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력(Sense of coherence)
Antonovsky가 제안한 건강생성이론 2개의 핵심 개정 중 또
다른 하나가 통합력이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스트
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스트레스 상황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자신이 동원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을 통합력이
라 한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활용 가능한 자원 자체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통합력을 측정하는 위한 도구는 문항의 개수에 따라
SOC-29, SOC-13 등 기본 2종이 있으며 이후 어린이용,
가족용 등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도구들이 개발되어 현재
17종이 사용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 Center on
Salutogenes의 승인을 받아 SOC-13을 사용했다.

3) 감정노동(Emotional labor)
Hochschild(1983)가 타인에게 보여지는 표정이나 몸짓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후 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감정노동 관련 연구를 촉발 시켰다. 이후 감정노동을 구체
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여럿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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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Brotheridge & Lee가 개발한 개정판 감정
노동 측정도구(Revised version of Deep acting and
Surface acting scales, 2006) 9개 문항을 저자의 승인을 받
아 번역하여
2003년에

사용했다. Brotheridge & Lee가 1998년과
개발한 감정노동측정도구에 비해 하위 주제를

내면행위와 표면행위 등 2개로 줄여 좀 더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 사이의 관계
의 방향을 고려하여 감정노동 측정 결과를 역코딩하여
‘감정노동 대처(EL_R)’로 표현했다.

4)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주관적 웰빙과 건강 수준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은 개인이 긍정적인 감정
으로 삶을 평가하는 방법을 포괄하는 개념(Diener& Tov,
2012)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사회조사에 사용하고 있는
주관적 웰빙 측정도구 중

심리적 번영(eudaimonia) 6개

항목을 사용했다.
심리적 번영은 정신건강상태를 보여주고 삶의 만족과 상당
히 관련이 깊다(Diener et al., 2010). 건강 수준은 기승인을
받은 COPSOQ Ⅱ

현장용 44개 문항 중에서 관련 5개

문항을 발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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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수집 방법
문헌고찰을 통해 설문조사에서 사용할 사회심리적 노동환경,
감정노동, 통합력, 삶의 질 등의 측정도구로 선정했다. 본 연
구에 사용된 도구는 해당 도구개발기관 또는 도구개발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했다.

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4개 측정도구 등 총 93문항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개발했다. 자료 수집은 서울대학교 생
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1505/001-009)을 받은 후 진
행 했다.

조사 대상은 지역의 보건관리자 모임에 설문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대상을 추천받았다. 추천받은 병원의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병원 7곳에서 설문조사를 허락했다. 병원의 담
당자들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 조사하기보다는 설문지를 보내
주면 작성, 회수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설문지는 각 기관별 담당자를 통해 배부·회수하게 되었다.
양면테이프가 부착된 대봉투에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1부,
동의서 2부, 설문지 1부를 넣었다. 동의서에는 조사 진행상
편의를 위해 미리 연구자의 서명을 해 두었다. 대상자는 설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를 읽고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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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방법에 대해 이해한 뒤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면 설
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연구자와 참여자가 ‘동의서’ 2부에 각
자 서명 하여 1부씩 나눠 보관하기로 했다. 설문 응답을 완료
한 설문지는 (연구자용)동의서 1부와 함께 대봉투에 넣어 밀
봉한 뒤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설문조사는 2015년 6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뤄졌다.
지방 도시의 종합병원 7곳에서 일하는 간호사 24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배포된 설문지 중
207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6.3 %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한 총 203부를 분석에 이용
했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IBM SPSS Statistics 21와 Amos
21.0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를 통해 분석했다.

둘째, 구조방정식모형 구축을 위한 요인들의 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해 Amos 23.0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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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모델

normality)을

추정을
가정하는

위해

다변량정규성(Multivariate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했다. 모형적합도 평가는 일반적으로 χ2 검증
과 기초부합지수(Goodness-of-Fit-Index, GFI), 수정기초부합
지수(Adjusted Goodness-of-Fit-Index, AGFI), 비교적합지수
(Comparative Fit Index, CFI),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Residual,

잔차제곱평균제곱근(Root

RMR),

Mean

근사오차제곱평균제곱근(Root

Square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을 이용했다.

넷째,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가설모형의 모수추정치, 적합도
지수 등의 통계량을 참고하면서 수정모형을 개발하여 수정모
형의 경로 및 효과 크기를 분석하고 연구 가설을 검증한 후
최종모형을 제시했다.

다섯째, 최종모형에서 소벨검증식(Sobel’s formula)을 이용하
여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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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병동간호사 203명이었다. 전원 여성이었으
며 현재 일하는 곳에서 자신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성별이 대부분 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1%였다. 평균 연
령은 37.1세였다.
연령 분포는 20대가 전체 대상자의 37.9%, 30대 23.6%, 40
대 15.7%, 50대 이상이 22.8%였다. 학력은 대졸 56.5%, 전
문대졸 25.4%, 대학원 이상 16.9%였다. 종사상 지위는
95.5%가 상용직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89.2%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다. 월 평균 급여는 287만원이었다. 근무 경력은 1
년 미만에서 36년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2. 연구 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델에 사용된 연구변수들에 대한 서술적
통계는 [Table 6]과 같다.

일반적

저항자원은

5점

척도,

31문항으로

평균

2.10(±0.35)점이었다.
통합력은 5점 척도, 13문항으로 평균 4.45(±0.35)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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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은 5점 척도, 9문항으로 평균 3.14(±0.35)점이었다.
삶의 질은

주관적

웰빙이 5점

척도,

6문항으로 평균

2.67(±0.35)점이었다.
건강 수준이 5점 척도, 5문항으로 평균 1.80(±0.35)점이었
다.

구조방정식모델에서 정상분포조건(Hong, Malik, & Lee,
2003)으로 고려했을 때 왜도(Skewness) 값이 절대값 2를 넘
지 않았고 첨도(Kurtosis) 값이 절대값 4를 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모델
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for Observed Variables
(N=203)
Mean
(SD)

Range

Minimum

Maximum

Skewness

Kurtosis

Generalized resistance
resources

2.10
(0.35)

0±4

1.23

3.13

.212

.399

Sense of coherence

4.45
(0.35)

0±7

2.54

7.00

.543

-.064

Emotional labor_R

3.14
(0.35)

1±5

1.22

5.00

.231

.014

2.67
(0.35)

0±4

.00

4.00

-.273

.479

1.80
(0.35)

0±4

.00

4.00

.130

-.676

Variable

Quality of life
Subjective Illbeing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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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델에 사용된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7]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70 미만이고 허용도(tolerance)는
0.1 이하인 변인은 없었으며 분산확대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가 10이 넘는 변인이 없어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
공선성의 문제(Kim, 2010)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Table 5. Pearson Coefficient for Measured Variables
Variable

GRR

Generalized resistance resources
(GRRs)

1

SOC

EL_R

SWB

Sense of coherence
(SOC)

.432**

1

Emotional labor_R
(EL_R)

.107*

.514**

1

Subjective wellbeing(SWB)

.440**

.660**

.349**

1

Health status(HS)

.179**

.677**

.535**

.528**

HS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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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연구 변수의 타당성평가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사용된 구성개념 간 측정변수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검토하고자 먼저, 크론바하
알파값(Cronbach’s a)를 구했다[Table 8]. 그 결과 측정변수의
크론바하 알파값이 모두 0.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높은 신
뢰도를 확보했다.

Table 6. Cronbach’s a of Measured Variables
Variable

Cronbach’s a

Generalized resistance resources
(GRRs)

.821

Sense of coherence
(SOC)

.850

Emotional labor_R
(EL_R)
Quality of life

.886
.868

(SWB, HS)

다음으로는

측정변수의

각

변수별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확인적 요인분석
은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보다 단일차원성 검정에 보다 바람직
하기 때문이다(Gerbing & Anderson, 1988). 각 개념들의 통
계적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χ2, GFI, AGFI, CFI, N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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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R, RMSEA 값을 기준했다. 적합도지수는 χ2 검정 결과
뿐 아니라 다른 적합도 지수를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모델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GFI,
AGFI, CFI,

NFI 0.9 이상, RMR은 0.1 이하, RMSEA는

0.1이하이다. 이러한 통계적 기준치를 참고하여 최초 문항에서
SMC 값이 낮은 문항을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잔차 값에서 문항들 간에 높은 수치(기준값 3.84)를
보이는 문항을 제거함으로써 적합도 향상을 도모했다. 그 결
과 GRRs, SOC, EL_R, QOL 변수들은 변수정제 전의 적합
도보다 변수정제 후의 적합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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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Observed Variables
Variables

n

χ2

df

p

GFI

AGFI CFI

NFI

RMR

RMSEA

First 10

48.292 22

.001 .974

.934

.983

.970

.022

.058

Last 10

48.292 22

.001 .974

.934

.983

.970

.022

.058

First 13

311.220 65

.000 .884

.837

.844

.812

.120

.103

Last 8

68.788 20

.000 .953

.916

.948

.929

.075

.083

First 9

372.198 27

.000 .786

.644

.807

.796

.078

.190

Last 4

6.438

.040 .991

.954

.995

.992

.017

.079

First 11

227.940 43

.000 .897

.842

.907

.888

.051

.110

Last 8

56.066 19

.000 .963

.929

.973

.961

.037

.074

GRRs

SOC

EL_R
2

QOL

(GRRs ; Generalized resistance resources, SOC; Sense of coherence,
EL_R; Emotional labor_R, QOL;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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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모델의 적합도 검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단일차원성이 확인된 모든 변수들
을 공분산으로 설정한 측정모델 분석의 적합도 검정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가설 검정을 하기 전에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지표들이 단일 요인모델에 의해 수용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합도를 검토했다.

Table 8. Model Fit of Measurement Model
n

χ2

First

20

497.074

Last

18

df

p

GFI

AGFI

CFI

NFI

RMR RMSEA

164 .000

.867

.830

.897

.855

.076

.076

339.756 129 .000

.904

.873

.930

.893

.065

.069

측정모델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변수정제된 문항들을
측정변수에 투입하여 모델을 작성했다. GRRs, QOL은 항목합
산(item parceling)을 통하여 하위요인을 측정변수로 투입하였
고 SOC, EL_R은 문항을 측정변수로 투입했다. 이렇게 작성
된 측정모델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과
동일하게 최초 측정모델에서 SMC 값과 잔차 값을 기준 으
로 모델의 적합도 향상을 도모했다. 그 결과 최초 20개 측정
변수에서 2개의 측정변수를 삭제하고 18개 측정변수를
분석에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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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변수정제 전인 최초 측정모델의 적합도보다 변수정제 후의
최종 측정모델의 적합도가 더욱 향상되었다. 측정모델의 최종
적합도 중 χ2 검정에서 SMC는 339.903(P=0.000)로 나타나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χ2 검정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모델을
채택할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이 아니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
를 참조하여 판단했다. GFI, CFI의 지표값 모두 0.9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AGFI는 0.9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0.873로 나타
났다. 그러나 GFI와 AGFI는 표본 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
(inconsistencies)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
본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를 권고(Bentler, 1990) 하는 것
을 감안한다면 CFI가 0.930으로 모델 적합도는 수용가능하다
고 평가할 수 있다(Noh, 2003). 또 다른 지표인 RMR(0.065)
과 RMSEA(0.069)는 기준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수치를 보이
고 있으며 NFI도 0.893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
었다. 그 결과 최종 측정모델은 수용가능한 적합도 수준의 지
수라 할 수 있다.

또한 측정항목들과 개념 간의 비표준화요인부하값을 보면
[Table 11], Bollen(1989)의 제안과 같이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모수추정치를 보면 모두 0보다 상당히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추정치에 대한 C.R. 값도 모두 2
를 초과하고 있다.
모든 변수들의 집중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념신뢰도를
이용했다. 개념신뢰도 값이 0.7 이상이 되면 집중타당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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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Hair et al., 1998) 되므로 GRRs 0.993, SOC 0.755,
EL_R 0.850, QOL 0.783로 모든 변수들이 0.7 이상의 수치
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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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stimates of Measurement Model
Variables
Justice
and
Respect
Trust

GRRs

Measureme Construct
nt residual Reliability

Estimates

Standardized
Estimates

S.E.

C.R

SMC

1.000

.772

-

-

.598

.247

.925

.794

.065

14.137

.631

.183
0.993

Superior
Social
Suppor

.870

.581

.084

10.354

.338

.543

Pay

.984

.777

.071

13.895

.602

.232

SOC13

1.000

.598

-

-

.361

1.412

SOC12

1.104

.709

.104

10.576

.507

.946

SOC11

.751

.544

.086

8.672

.296

1.055

SOC10

.915

.581

.099

9.135

.339

1.286

SOC9

1.097

.684

.106

10.311

.469

1.079

SOC8

1.348

.808

.116

11.518

.647

.760

SOC6

.988

.619

.102

9.585

.381

1.235

SOC4

.826

.617

.086

9.559

.380

.873

EL8

1.000

.902

-

-

.813

.176

EL7

.973

.871

.044

22.080

.759

.229

EL6

.821

.715

.054

16.022

.512

.492

EL3

.825

.769

.046

17.952

.591

.361

Subjective
wellbeing

1.000

.709

-

-

.502

.223

Health
Status

1.410

.744

.100

13.235

.554

.361

SOC

0.755

EL_R

QOL

0.850

0.783

주) *측정모형에서 관찰변수의 모수추정치를 처음 1로 고정시킨 값임.
(GRRs ; Generalized resistance resources, SOC; Sense of coherence,
EL_R; Emotional labor_R, QOL;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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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조방정식에 의한 가설 검정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Figure 7].
제안한 모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의 추정치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χ2=349.903, df=129, p=0.000, GFI=0.904,
AGFI=0.874, CFI=0.931, RMR=0.065, RMSEA=0.067,
NFI=.893의 수치로 나타났다. 수정모델은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모델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9. Modification Model
(GRRs ; Generalized resistance resources, SOC; Sense of coherence,
EL_R; Emotional labor_R, QOL;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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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Estimates of Modified Model

*

Path (Hypothesis)

Unstandardized
Estimates

Standardized
Estimates

C.R.

p-value

GRRs ➡ EL_R (H1)

.255

.096

2.669

.008**

SOC ➡ EL_R (H2)

.437

.072

6.110

.000**

EL_R ➡ QOL (H3)

.087

.030

2.941

.003**

GRRs ➡ QOL (H4)

.065

.045

1.467

.142

SOC ➡ QOL (H5)

.452

.050

9.120

.000**

p<.05,

**

p<.01

(GRRs ; Generalized resistance resources, SOC; Sense of coherence,
EL_R; Emotional labor_R, QOL; Quality of life)

분석 결과는 총 5개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 4개의 가설에
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GRRs이 EL_R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은 2.669(p=.008)
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H1)은 채택되었다. 즉, 일반적 저항자원이 많으면 감
정노동에 대한 대처 능력도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SOC
가 EL_R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은 6.110(p=.000)로 99% 신뢰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H2)는
채택되었다. 즉, 통합력이 높으면 감정노동에 대한 대처능력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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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_R이 QOL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은 2.941(p=.003)로 99%
신뢰수준에서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H3)은 채택되었다. 이는 감정노동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아
지면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GRRs가
QOL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은 1.467(p=.142)로 통계적 유의수
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H4)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SOC가 QOL에 미치는 영향
은 t값은 9.120(p=.000)으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5)는 채택되었다. 즉, 통합력
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7. 매개효과 검정결과
최종구조모형 간접경로의 매개효과가 갖는 유의확률 확인을
위한 소벨 검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2개
의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가설을 설정했다.

첫째, GRRs와 QOL간의 영향관계에 있어 EL_R의 매개효과
가설 6(H6)이다.

둘째, SOC와 QOL간의 영향관계에서 EL_R의 매개효과 가
설 7(H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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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벨 검정은 GRRs, SOC와 EL_R 간의 비표준화된회귀계수
값와 표준오차값, EL_R과 QOL 간의 비표준화된회귀계수값와
표준오차값을 이용하여 계산식은 다음(1), (2)과 같다.

 × 

z= 
= 2.063






 

×    × 

 × 

z= 
= 2.835






 

×    × 

(1)

(2)

매개효과 검정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소벨 검정에서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판
정한다(Baron & Kenny, 1986).
GRRs와 QOL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 EL_R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H6을 검정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z=1.958, p=0.050) 가설 H6
은 채택 되었다. GRRs은 QOL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완전매개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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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obel test
Unstandardized
Estimates

S.E

GRR ➡ EL_R

.256**

.095

EL_R ➡ QOL

.093**

.029

GRR ➡ QOL

.062

.044

SOC ➡ EL_R

.437**

.072

EL_R ➡ QOL

.093**

.029

SOC ➡ QOL

.451**

.050

Path (Hypothesis)

가설6

가설7

*

p<.05,

**

z

p

outcome

2.063

.039*

Full
mediation

2.835

.005**

Partial
mediation

p<.01

(GRRs ; Generalized resistance resources, SOC; Sense of coherence,
EL_R; Emotional labor_R, QOL; Quality of life)

‘일반적 저항자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반
적 저항자원’은 ‘감정노동 대처’를 통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SOC와 QOL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 EL_R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H7을 검정한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z=2.616, p=0.008) 가설 H7은 채택
되었다. SOC는 QOL에 영 통합력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므로 부분매개효과가 있다. ‘통합력’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기도 하지만, ‘통합력’은 ‘감정노동 대처’를 통해서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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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논의

본 연구는 감정노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요인
들 간의 경로를 설명하고자 모형 구축을 시도했다. 건강생성
이론을 토대로 일반적 저항자원, 통합력이 스트레스 상황인
감정노동과 결과변수인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저항자원 중에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면 감정노동에 대한 대처
능력도 높았다. 사회적 지지는 업무상 영향력, 업무의 의미,
보상, 상관의 사회적 지원, 수직적 신뢰, 정의 및 존중 측면에
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감정노동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자신의 업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할 때 감정노동에 대한 대처
능력도 높아졌다.
또한 직장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자신의 업무를 인정
받고 제대로 평가 받을 때에 감정노동에 대한 대처 능력도 높
아졌다. 상관이 업무상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지원할 때, 경영진이 직원을 신뢰할 때와 업무상 갈등이 공정
하게 해결될 때 감정노동에 대한 대처 능력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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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를 받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를 더 적게 경험하고 더욱 성공
적으로 대처하고(Tylor, 2011) 사회적 지지가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며(Baik & Yom,
2012) 나아가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를 조절하여 건강상
태에 영향을 미친다(Binkowska & Januszewicz, 2010)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둘째, 통합력이 높으면 감정노동에 대한 대처능력도 높았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 자신이 동원 가능한 자원
이 일반적 저항자원이라면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통합력이다.
통합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스트레스를
직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게 된다.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변화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합력이 높은 집단일
수록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낮았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Haoka et al., 2010; Kim & Choi, 2011).
통합력은 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요인으로서
점차 주목받고 있다(Moksnes, Byrne, Mazanov & Espnes,
2010).

셋째, 감정노동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졌다. 그러나 감정노동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
이 지속되면 감정노동의 부정적 결과로 개인적 수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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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불만과 소진을, 조직적 수준에서는 성과 미달과 이직이
발생한다(Grandey, 2000). 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은 우울증과
같은 사회심리적 건강문제도 발생하게 된다(Brotheridge &
Grandy, 2002).

넷째, 일반적 저항자원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금전, 지식, 사회적 지지 등의 일반적 저항자원은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일 뿐이며 이들이 삶의 질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일반적 저항자원은 통합력을
발휘하여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야만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 저항자원이 풍부해야 통합력을 높일
수 있다(Antonovsky, 1993).

다섯째, 통합력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졌다. 인간은 통합
력으로 자신의 삶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의미를 찾아가게
되므로(Antonovsky, 1979) 그 결과 삶의 질은 높아지게 된다.

여섯째, 일반적 저항자원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일반적 저항자원이 많아지면 감정노동 대처
능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통합력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통합력이 높아지면 감정노동 대처 능력도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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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감정노동 대처 능력은 삶의 질을 높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감정노동자의 통합력이 높을수록 감정노동 대처 능력이 높아
삶의 질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감정노동 대처가 삶의
질을 설명하는 주요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상의 업무 수행 중에 감정노동 발생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해 감정노동자의 통합력을 향상시키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킬 때 감정노동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
아져 삶의 질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감정노동자보호법이 국내에
서만 입법, 시행되는 이유 중 하나로 사회안전망의 미비에서
찾을 수 있다. 조직에서 감정노동으로 소진한 개인이 조직을
이탈하게 되면

사회 그 어디에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찾기 어렵다.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잘 짜여있는 사
회에서는 굳이 감정노동이라는 특정 사안을 명시하지 않아도
위험에 처한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여건 상 감정노동이라는 사안을 명시하여 대책
을 제시해 놓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개인적
문제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 노동을 노동자가
업무상 만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시작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조직과 사회의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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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을 건강생성이론에 적용하여 가설적 모형을 수립,
검증 하여 보건학적 관점에서 감정노동을 이해하는 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했다. 감정노동 현상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여
감정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보다 적극
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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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병동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 했다.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환자와의 상호작용에서 필수적인 요소
이므로 감정노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중재전략 마련
의 시작이 될 것이다.
Hochschild(1983)가 감정노동 개념을 제시한 이후 Ashforth
&

Humphery(1993),

Morris

&

Feldman(1996),

Grandey(2000) 등이 감정노동 메커니즘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 연구에서 모두 감정노동을 개인과 조직의 범주에서 설명
하고 있어 사회 현상의 하나인 감정노동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 변화에 따른 감정노동의 경과를 설명
하고자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했다.

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간호사 자신
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었다. 사랑과 봉사 정신을 내면화해
환자를 중심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리, 통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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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경영합리화 전략과 고객만족경영 도입으로 병동간호
사들은 노동 강도가 더욱 악화되어 고단한 현실을 참고 견디
고 있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일하고 있지만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었다. 보건의료 환경
의 변화는 감정노동 발생의 인과적 요인이 되었으며 열악한
노동환경은 맥락적 조건이 되고 있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결국 심신이 지쳐가고 있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감정노동의 결과는 오롯이 개인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다.

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은 환자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므로
이는 개인 간의 문제이기 보다는 사회적 문제이다. 감정노동
메커니즘의 선행요인으로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즉 사회적
변화를 감정노동과정의 인과적 조건으로 규명했다. 선행 연구
의 범주에서 확대하여 사회 현상으로서 감정노동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직 범주에 해당하는 병원은 진정한 환자 만족과 생명 존중
을 실현하기 위해서 감정노동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정노동 사건 발생 시 적용 가능한
지침과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정노동의 당사자인 간호사 스스로 자신이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
하며 조직과 사회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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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조직, 사회 각 층위에서 감정노동에 대한 바른 이해
와 인식이 필요하며 진지한 성찰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감정노동이라는 사회 현상을 좀 더 큰 틀에서 해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건강생성이론’(salutogenesis)을 적용해
가설적 모형을 설정, 검증하여 감정노동을 이해하는 분석 틀
을 제시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인간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건강생성이론은 개인, 조직, 사회 수준
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 스트레스 발생 시 자신의 다양한
자원인 ‘일반적 저항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통합력’으
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일반적 저항자원이 한 개인이나
조직, 사회의 배경이 된다면 통합력은 개인이나 조직, 사회의
작동기전에 해당할 것이다. 감정노동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개인은 자신의 통합력으로 이를 해석하고 대처하고자 할
것이다.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 내 정책에 따라 감정노동자를
지원할 것이며 사회 차원에서는 감정노동 보호를 포함한 공공
정책이 기능하는지 검토하게 될 것이다.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한 감정노동의 가설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감정노동자의 통합력이 높을수록 감정노동 대처 능력이
높아 삶의 질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감정노동 대처가
삶의 질을 설명하는 주요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했다.

- 133 -

일상의 업무 수행 중에 감정노동 발생이 불가피하다면 병동
간호사 개인과 조직, 사회의 통합력을 향상 시킬 때 감정노동
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아져 삶의 질을 유지, 증진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통합력은 자신감 있게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는 총체적인 성향을 나타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조직의 통합력을 이해력, 관리력, 의미부여 등의 3 가지
개념을 적용해 살펴보자.
조직의 이해력은 감정노동 문제가 일어난 상황과 경과,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관련 배경 지식 습득을 통해 확보
하게 된다. 조직의 관리력은 조직 내 구성원과 시스템 등의
자원, 업무 기술, 의사소통, 대처능력 등으로 운영하게 된다.
조직의 의미부여는 조직이 가진 비전과 목표 등에 따라
동기 부여 되고 조직의 가치와 기존의 성과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들을 아울러 조직의 대응력이 발현되고 조직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통합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안전망 확보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감정노동은 노동자가 업무상 만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시작되는 사회적 문제이다. 감정노동자의 사회적 지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심리적 중재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
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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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병동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업 중에서도
병동간호사는 감정노동의 지속기간과 강도 측면에서 좀 더
위중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노동 패러다임
모형을 설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를 통해 건강
생성이론을 실증할 수 있었다.
연구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병동간호사들 외에 다른 직업군
을 섭외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1개의 직업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인 동시에 추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그 결과를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건강생성이론
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감정
노동을 비롯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개인과 조직,
사회의 통합성과 일반적 저항자원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개발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 앞서 건강생성이론을
도입한 선진 사례를 학습하고 국내 실정에 맞춰 적용한다면
포괄적인 정책 수립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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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보건학적 관점에서 감정노동을 이해하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고 감정노동과정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이론을
개발하여 감정노동 메커니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감정노동 정책적
개입 및 관리 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적 틀 안에서 누구나 감정노동의 대상자가 될 수 있
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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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the Quality of Life of Registered Nurses

Soyeon KIM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and Polic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rapid growth of and intensified competition in
the service industry, management rationalization strategy
has been adopted at hospitals. As places where capital,
technology and labor are highly integrated, hospitals are
organizations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are
particularly emphasized. Among the diverse staff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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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s including doctors, nurses and administrative
personnel, nurses comprise the largest part of the staff
composition.

With hospitals having low returns relative to the massive
size of investments and their labor costs exceeding 50% of
revenue, reducing labor costs has become the main pillar
of management rationalization strategy for hospitals. As a
result, over 86.2% of hospital-level medical institutions are
not in compliance with the minimum number of personnel
specified by the Act on Medical Service. The average
number of active nurses per 1,000 people in Korea is 5.6,
which is about half of the 9.1 average among the OECD
nations and ranks Korea in the loIst group at the 29th
among 34 OECD nations.

As hospitals operate with a limited number of personnel,
labor intensity has increased with nurses working long
hours and running shifts during weekends and nights. As
nurses change jobs for better working environment with
some even leaving the profession, hospitals continually face
the shortage of labor force. The shortage of nurses is more
pronounced at small and medium hospitals in regional
areas than at large hospitals in metropolit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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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is an act of assisting someone and a person
performing such act is called a nurse(registered nurse, RN).
Nursing labor is nurses fulfilling their duty at medical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Medical Service.
Nursing labor is irreplaceable with that of machinery, is
centered around relationships with people, and has the
characteristics of immateriality, practicality and integration
of external factors.

Nurses are exposed to emotional labor and workplace
violence, in addition to traditional cases of industrial
accident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labor. This results
from nurses working and interacting with patients at the
contact point where both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occur at the same time.
Particularly, emotional labor is not easily revealed in the
form of physical or other types of problem compared to
workplace violence.

Emotional labor involves management of one’s emotion in
delivering

facial

expression

or

gesture

to

others

(Hochschild, 1983). The concept of emotional labor
introduced

by

Hochschild

has

caused

a

sensation and further research ha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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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Among them, Ashford & Humphery’s emotional labor
theory (1993), Morris & Feldma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1997),

Grandey’s

conceptual framework of emotional regulation (2000) are
the main researches that have identified the mechanisms of
emotional labor.

A common characteristic of this stream of research is
separation of antecedents of emotional labor into individual
and organization factors, classification of emotional labor
into surface acting and deep acting, and proposal of
exhaustion and job turnover as the outcomes of emotional
labor. However, as these researches limit the scope of
occurrence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solutions have
not expanded beyond such scope as well.

As a result, there is no current research on the
mechanism

of

emotional

labor

that

has

gained

a

widespread support in the literature and various researches
are still ongoing.

Emotional labor performed by nurses involves managing
their emotion in facial expression or gesture to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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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The preceding condition for nurses’ emotional
labor is face-to-face contacts with a large number of
unspecified patients. Hospitals train and control feeling
rules by supervising nurses through customer service
education. The process of emotional labor of nurses
requires maintaining a socially required level of stability
and trust by suppressing and managing their actual
emotion. As a result of emotional labor, nurses are
affected in terms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mental
aspects.

The difference between emotional labor of nurses and
that of other profess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ile

emotional

labor

of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or sales clerks at department stores is of
one-off nature, emotional labor of nurses is persistent,
repetitive and unavoidable as nurses constantly take care of
patients suffering from disease or facing imminent demise.

Second, the social representations of nurses as devoted
individuals with a strong spirit of love and service has
made patients as well as nurses themselves to consider

- 173 -

emotional labor as part of their duties. While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may be more pronounced for nurses than
for other professions, emotion of nurses who work for the
satisfaction of patients is not properly managed.

Third, nurses have a certain degree of autonomy in the
relationships with patients within the professional boundary
of feeling rules. While it is true that nurses perform their
work based on emotion, labor of nurses is not always
emotional in nature.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life by focusing on ward nurses.

First,

I

explore

summarize

related

theories
prior

on

emotional

research.

I

labor

an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nurses’ labor, the relation between the
emotional labor and nurses’ emotional labor. I summarize
the concept of emotional labor and explore the associate
between

emotional

labor

and

occupation.

I

identify

research trend on emotional labor and summarize research
on the mechanism of emotional labor. In addition, I
contemplate on the salutogenesis that is the foundation of
relat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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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I approach emotional labor of ward nurses on
grounded theory. I propose a model for the process of
emotional labor based on inductive analysis of interviews
of ward nurses and identify a structural context.

The central aspect of emotional labor experienced by
ward nurses is the reality of patience and endurance. The
deteriorated working environment amid changes in the
environment for health and medical services has become a
causal and contextual condition for emotional labor. Pride
for

one’s

work

has

occasionally

been

a

mediating

condition for controlling emotional labor. While it is
possible to continue working and disciplining one’s mind
through interactive strategy, there is a limit to individual
efforts. As a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quality of
life has declined due to exhausted body and mind. Even
though social changes have become the main contributing
factor behind emotional labor, the results have solely been
attributed to individuals.

Lastly, I verify and construct a structural model for the
quality

of

life

salutogenesis.

of

emotional

Although

I

laborer

offer

a

based

on

th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motional labor in p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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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s, the point of necessary policy intervention has
been ambiguous. In order to find more tangible solutions,
I explain the process of emotional labor by applying the
salutogenesis. The salutogenesis provides answers to how
people mainta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der stress
situation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athological concept
attempting to investigate the cause of disease. The
salutogenesis can be applied not only to individuals, but
also at the organizational and social levels. In addition, the
core concept of the salutogenesis includes ‘sense of
coherence’ and ‘general resistant resources.’

Based on investigation of the hypothetical model of
emotional labor in accordance with the salutogenesis, it
was confirmed that both the emotional laborer’s ability to
react to emotional labor and the quality of life increase
with his/her sense of coherenc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sense of coherence
can be increased only with abundant levels of general
resistant resources such as social support. General resistant
resources are necessary to maintain and improve health,
and encompass various resources possessed by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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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emotional labor is inevitable in carrying out daily
operations, it was observed that the quality of life can be
maintained or increased by improving the ability to react
to emotional labor through enhancement of both the
emotional laborer’s sense of coherence and social support
for him/h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Emotional Laborer was
implemented in 2016. While the initial cope of the law is
limited to workers at establishments covered by five
legislations including the Act 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the scope is expected to
expand

in

the

future.

However,

such

an

act

is

unprecedented in the world including Europe where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is high. The rationale behind
why such an act is legislated and implemented specifically
in this country can be explained by the inadequate social
safety net. When an individual who is exhausted from
emotional labor leaves the organization, it is hard to find
resources to resolve the issue. In a society with a strong
social safety net, systems in which the individual can be
protected are prepared without having to specify emotional
labor as a special case. However, unless measures
specifying emotional labor are proposed, it remain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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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ssue rather than a social issue in Korea where
the social safety net is incomplete.
Just as emotional labor of ward nurses begins from
relationships with patients, emotional labor of workers is a
social issue that is generated by work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A right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emotional
labor at each of the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social
levels is required as well as serious reflection and collective
response.

This research propos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emotional labor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health and provides basic research in developing
theory

on

the

mechanism

of

emotional

labor

by

investigating the causality of the process of emotional
labor. At the same time,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offering

basis

for

policy

intervention

and

management strategy formulation regarding emotional labor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motional
lab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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