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서론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1983년 Hochschild [1]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외적으로 가능한 표정과 신체적 표현

을 만들어 내기 위한 감정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감

정을 관리하는 것을 노동으로 보는 것이다. 감정노동 연구

는 주로 서비스업 종사자(호텔종사자, 요양보호사, 콜센터 

상담사, 방문 판매원, 항공 승무원, 미용 서비스 종사자 등)

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고객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

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

정에서 감정노동을 하게 된다[2].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

는 감정노동은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소진(burnout), 

직무만족도 저하로 이어져 근로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치고,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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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Currently, research on emotional labor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level of emotional labor of Korean physicians and analyze its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physicians’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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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an online questionnaire. Participants were selected from the member database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by stratified quota sampling. The target population was 57,714, out of which 6,507 participants 

answered the questionnaire. Out of the 6,507 participants, 5,563 were included for the analysis as they were 

clinically experienced in patient care. 

Results: It was found that Korean physicians engaged significantly in emotional labor (average score=70.03). 

Further, the level of emotional labor was high in women and physicians <40 years of age, as well as in fellow 

clinicians, physicians in clinic, physicians in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and psychiatrists. 

Conclusion: Education, legal protection, mandatory holidays, and counseling programs might be necessary to 

manage the emotional labor of phy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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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연구들에서 서비스업 종사

자들의 감정노동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

고 있다[3,4].

이후 감정노동 연구대상 범위는 공공부문 종사자(민원담

당 공무원, 사회복지사, 경찰공무원, 군인 등)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간호사, 의료기관 종사자, 

검진센터직원, 요양시설 종사자 등)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

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7]. 즉, 의료서비스 제공 패

러다임이 의료인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환

자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

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변화하고 있고, 보건의료 종

사자들도 강도 높은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병

원 경영자들도 이들의 감정노동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

구하고 있다[8].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평

가되는 ‘의사’는 과연 감정노동을 하는가?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가 감정노동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의

사가 만약 감정노동을 한다면 소진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의사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는 진료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환자의 건강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감정노동을 

겪는 상황에 의사가 봉착하게 된다 하더라도 의사의 경우는 

이직이 어렵고, 이직을 하더라도 동일 업무인 진료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

라서 의사의 감정노동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의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다[9]. 서울노동권익센터(2017)의 연구에서 소수 전

공의들이 감정노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연구가 있으나, 이

는 일부 전공의의 감정노동에 대한 경험을 조사한 연구로 의

사 전체의 감정노동을 측정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10]. 특히 

의사의 개인적 특성과 집단적 특성에 따라 감정노동을 측정

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 연구는 한국 의사들의 감정노동 수준을 측정하고, 의사

의 개인적 및 집단적 특성에 따라 감정노동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의사들의 감정노동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의사들의 감정노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2020 전국의사조사(이하 KPS)’

의 감정노동 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KPS는 의사의 근로

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의료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대한의사

협회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시되는 설문조사이

다.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층화표본할당법(Stratified Quota 

Sampling)을 병행하여 성별, 연령, 직업별 분포로 하여 조

사 집단을 구성한다. 설문 방식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

(Computer Aided Web Interview)으로 E-mail을 통해 발

송되었고,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개

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57,714명으로 이 중 6,507명(11.3%)

이 설문조사에 최종으로 응답하였고, 진료의 경험이 있는 의

사 5,563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감정노동을 의료기관이라는 조직에서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의사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현장에서 의료가 업무

(진료, 진료 외 의료업무, 행정, 연구 등) 중에 타인(환자, 

고객, 동료 등)과의 상호작용 중 자신의 감정표현을 통제하

고 조절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구성요소를 내면행위(Deep 

Acting)와 표면행위(Surface Acting)로 나누었다. 내면행위

는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

으로, 표면행위는 “내면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우호적인 감

정을 인위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내면행위

는 “전문직 감정조절 노력”으로, 표면행위는 “타인 중심의 감

정억제와 규범에 의한 감정 가장”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국내에서 의사의 감정노동을 측정한 연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의사의 감정노동 측정도구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감정노동 측정도구를 일부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간호사의 감정노동 측정도구 연구는 상대적

으로 많이 연구되어있고, 간호사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료

전문직이며, 의사와 수행업무의 차이는 있으나 환자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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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는 점, 근무하는 조직이 병원이라는 점에서 다른 직

군 혹은 직업보다는 의사와 가장 유사한 감정노동을 한다

고 판단하였다. Brotheridge와 Lee [11]의 연구, Lee [12], 

Hong [13]의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의사의 

감정노동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표면행위인 타인 중심의 

감정억제는 3개 문항, 규범에 의한 감정 가장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내면행위는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 문

항은 6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 조사의 측정도구에 대해서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

인분석(Varimax 회전방식 25회전 실시)을 실시한 결과 표

면행위 중에 규범에 의한 감정 가장의 1개의 문항이 규범에 

의한 감정 가장 측정도구로 묶이지 않아 항목을 삭제하고 분

석하였다.

신뢰도는 표면행위의 2개 구성요소에 대해 Cronbach’s 

alpha 값이 각각 0.825, 0.686, 내면행위에 대해서는 0.761

로 의사의 감정노동 측정도구로서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의사들의 개인·집단적 특성에 따

른 감정노동의 평균값과 차이 분석을 위해 t-test와 분산분

석(ANOVA)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 패키지 IBM 

SPSS ver. 19.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

하였다.

결과

1. 일반적 특성

감정노동 문항에 응답한 총 5,563명(진료 경험이 있는 의

사)의 일반적 특성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 

76.5%, 여성 23.5%였고, 연령은 40세 이하의 응답자들이 

47.8%로 가장 많았다. 직역은 봉직의 35.8%로 가장 많았

고, 개원의 24.3%, 교수 13.9% 순이었다. 근무기관 유형은 

의원이 33.8%, 상급종합병원이 22.0%, 종합병원이 19.7%,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 No. of 
physicians (%)

Total 5,563 (100.0)
Gender

Men 4,254 (76.5)
Women 1,309 (23.5)

Age (yr)
≤40 2,658 (47.8)
40-49 1,492 (26.8)
50-59 912 (16.4)
60-69 377 (6.8)
≥70 124 (2.2)

Job position
Self-employed physicians 1,350 (24.3)
Employed physicians 1,994 (35.8)
Professor 773 (13.9)
Fellow 239 (4.3)
Residents 687 (12.3)
Public health physicians 346 (6.2)
Army surgeon 174 (3.1)

Type of affiliated healthcare organization
Clinic 1,881 (33.8)
Hospital 520 (9.3)
General hospital 1,096 (19.7)
Tertiary hospital 1,224 (22.0)
Convalescent 264 (4.7)
Health institution 344 (6.2)
Military hospitals 162 (2.9)
Medical school 72 (1.3)

Form of establishment  
Public 1,184 (28.1)
Private 3,029 (71.9)

(n=4,213)a)

Specialty
Internal Medicine 1,277 (23.0)
Neurology 116 (2.1)
Psychiatry 244 (4.4)
General Surgery 232 (4.2)
Orthopedic Surgery 325 (5.8)
Neuro-Surgery 142 (2.6)
Chest Surgery 37 (0.7)
Plastic Surgery 119 (2.1)
Anesthesiology 206 (3.7)
Obstetrics 217 (3.9)
Pediatrics 281 (5.1)
Ophthalmology 192 (3.5)
Ear, Nose & Throat 185 (3.3)
Dermatology 282 (5.1)
Urology 100 (1.8)
Radiology 98 (1.8)
Radiation Oncology 29 (0.5)
Rehabilitation Medicine 129 (2.3)
Family Medicine 210 (3.8)
Emergency Medicine 126 (2.3)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33 (0.6)
Non-Specialist 296 (5.3)
Others 687 (12.3)

a) Number does not include non-respo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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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9.3%였다. 근무기관 형태(4.213명, 무응답자 제외)

는 사립이 71.9%이고, 국공립이 28.1%였다. 진료과목으로

는 내과가 23.0%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5.8%, 일반과 

5.3%, 소아청소년과 5.1%, 피부과 5.1%, 정신과 4.4%, 외

과 4.2%, 산부인과 3.9% 순이었다(Table 1).

2. 한국 의사의 감정노동 수준

한국 의사의 감정노동 수준의 평균은 70.03점(100점 환산, 

6점 기준 4.2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행위는 75.42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표면행위 전체는 65.71점, 표면행위 중 타인 중심 감정

억제는 68.94점, 규범에 의한 감정가장은 60.87점로 가장 낮

았다. 즉, 의사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내면행위인 ‘전문직으로서 감정조절’

을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

픈 환자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하고, 존중하면서 의사로서 전

문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환자의 감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감정을 

가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

에게 좋은 태도와 이미지를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위신

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혹은 조직적으로 감정을 가장

하는 것은 다른 감정노동 비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겪는 부

당함, 모멸감, 위협 등 내면에 생긴 감

정을 병원 분위기나 원활한 진료를 위

해 억누르고 참으려고 상당히 노력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개인적 특성별 감정노동 수준

1) 성별

의사의 감정노동은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감정

노동의 하위차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노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여성이 71.69점으로 남성 69.51점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

료 중에 감정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힘든 상황에 봉착해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여성이 더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Table 2).

2) 연령

의사의 감정노동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단, 통계적으로 감정노동, 표면행위 전체, 표면행위 중

에서 규범에 의한 감정가장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40세 이하에서 감정노동 수준이 70.7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정노동 수준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4. 집단적 특성별 감정노동 수준

1) 직역

의사의 감정노동은 직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의사 직역 중 전임의의 감정노동(71.48점)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의의 경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대형병원에서 전공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인 학습과 진료를 

함께 보는 의사로 펠로우 혹은 임상강사로 불리는 의사 직역

이다. 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환자들과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역이므로 

감정노동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

으로는 개원의가 70.70점으로 높았는데, 개원의의 감정노동 

Table 2. Emotional labor of Korean physicians (gender, age)

Variable n El total EL-SA EL-DA EL-DA1 EL-DA2

Total 5,563 70.03 75.42 65.71 68.94 60.87

Gender

Men 4,254 69.51 75.02 65.11 68.27 60.38

Women 1,309 71.69 75.74 67.65 71.13 62.44

t -6.091 -4.648 -5.795 -5.724 -3.908

P-value 0.000*** 0.000*** 0.000*** 0.000*** 0.000***

Age (yr)

≤40 2,658 70.78 75.69 66.85 68.94 63.73

40-49 1,492 70.31 75.57 66.09 69.48 61.02

50-59 912 68.76 74.68 64.02 68.73 56.95

60-69 377 67.42 74.91 61.43 67.55 52.26

≥70 124 67.79 74.91 62.04 68.33 52.62

F 12.270 1.529 19.462 1.234 67.889

P-value 0.000*** 0.191 0.000*** 0.294 0.000***

EL, emotional labor; SA, surface acting; DA, deep acting.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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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은 것은 환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상대적으로 교수의 경우 감정노동 수

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2) 근무기관 유형

의사의 감정노동은 근무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감정

노동 수준이 70.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100병상 

이하)에서 군무하는 의사의 감정노동(68.87점)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

는 의사의 감정노동이 높은 것은 앞서 개원의의 감정노동 수

준이 높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3) 근무기관 설립형태

의사의 감정노동은 근무기관 설립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감

정노동 수준은 69.85점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

사의 감정노동 수준은 69.70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이 역시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의사보

다 병원의 경영까지 신경 써야 하는 사립 의료기관 의사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

로 해석된다.

4) 진료과목

의사의 감정노동은 진료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이 정신과인 의사가 감정노동 수준이 

75.7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는 진료과목

의 특성상 환자들과의 상호작용이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많

으면서도 진료 시간이 긴 진료과목이다. 따라서 다른 진료과

Table 3. Emotional labor of Korean physicians (job position, type of affiliated healthcare organization, form of establishment)

Variable n EL total EL-SA EL-DA EL-DA1 EL-DA2

Job position

Self-employed physicians 1,350 70.70 76.22 66.28 71.01 59.19

Employed physicians 1,994 69.90 75.22 65.64 68.66 61.10

Professor 773 69.32 76.04 63.95 67.52 58.58

Fellow 239 71.48 75.82 68.01 71.87 62.20

Residents 687 69.43 73.52 66.16 68.06 63.31

Public health physicians 346 69.66 74.74 65.61 66.46 64.33

Army surgeon 174 70.52 77.18 65.19 66.70 62.93

F 2.416 5.401 3.717 8.751 10.504

P-value 0.025* 0.000*** 0.001*** 0.000*** 0.000***

Type of affiliated healthcare organization

Clinic 1,881 70.92 76.24 66.67 70.93 60.28

Hospital 520 70.25 75.71 65.89 68.92 61.33

General hospital 1,096 68.87 74.38 64.46 67.05 60.57

Tertiary hospital 1,224 69.67 74.98 65.42 68.37 60.99

Convalescent 264 70.16 75.13 66.19 70.01 60.45

Health institution 344 69.35 74.88 64.92 65.91 63.45

Military hospitals 162 70.58 77.06 65.39 66.98 63.02

Medical School 72 70.27 75.41 66.16 70.53 59.61

F 3.774 3.419 2.869 9.198 2.092

P-value 0.000*** 0.001** 0.005** 0.000*** 0.041*

Form of establishment

Public 1,184 69.70 75.22 65.29 67.45 62.06

Private 3,029 69.85 75.15 65.62 68.60 61.15

t -0.390 0.165 -0.683 -2.125 1.627

P-value 0.006** 0.062** 0.000*** 0.000*** 0.049**

EL, emotional labor; SA, surface acting; DA, deep acting.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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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의사에 비해 감정노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

석된다. 그 다음으로 재활의학과 의사의 감정노동(73.31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을 위해 환자와의 교감과 

공감을 통해 재활 의지를 북돋아주어야 하는 재활의학과의 

특성상 환자와의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상대적으로 응급의학과 의사의 감정노동(66.70점) 수준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상태가 응급인 경우가 

많아 환자가 많아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다른 과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적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Table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의사도 과연 감정노동을 하는가?’ 하는 연구 질

문에서 시작된 연구이다. 연구결과, 의사의 감정노동 수준은 

70.03점으로 의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의 수

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감정노동의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과 40세 이하

의 의사의 감정노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의 수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직

역, 근무기관 유형, 근무기관 설립형태, 전문과목에 따라 감

정노동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임의, 

의원급 의료기관, 사립 의료기관, 진료과목이 정신과인 의사

의 감정노동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들

은 매일 아픈 환자들과 수없이 마주하면서 그들과 상호작용

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Table 4. Emotional labor of Korean physicians (specialty)

Variable n EL TOTAL EL-SA EL-DA EL-DA1 EL-DA2

Specialty 

Internal Medicine 1,277 69.49 75.06 65.04 68.41 59.97

Neurology 116 71.33 76.80 66.95 70.26 62.00

Psychiatry 244 75.77 81.46 71.22 74.59 66.16

General Surgery 232 68.65 76.22 62.59 66.43 56.83

Orthopedic Surgery 325 70.17 76.32 65.25 68.99 59.64

Neuro-Surgery 142 68.78 73.56 64.95 68.86 59.10

Chest Surgery 37 67.67 75.00 61.80 65.32 56.53

Plastic Surgery 119 68.86 74.76 64.15 66.71 60.29

Anesthesiology 206 67.76 74.29 62.54 65.89 57.53

Obstetrics 217 70.36 76.75 65.25 70.41 57.53

Pediatrics 281 72.26 76.62 68.77 72.52 63.14

Ophthalmology 192 70.66 76.41 66.06 70.40 59.55

Ear, Nose & Throat 185 70.57 76.17 66.09 70.72 59.14

Dermatology 282 72.12 77.10 68.13 71.08 63.71

Urology 100 68.35 73.50 64.23 67.28 59.67

Radiology 98 67.99 72.62 64.29 67.86 58.93

Radiation Oncology 29 70.56 76.29 65.98 69.73 60.35

Rehabilitation Medicine 129 73.31 78.17 69.43 71.84 65.83

Family Medicine 210 69.74 74.98 65.54 68.73 60.75

Emergency Medicine 127 66.70 72.62 61.96 64.29 58.47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33 69.30 72.60 66.67 71.21 59.85

Non-specialist 296 68.69 73.59 64.78 66.39 62.36

F 6.712 5.908 5.602 4.988 4.739

P-value 0.000*** 0.000*** 0.000*** 0.000*** 0.000***

EL, emotional labor; SA, surface acting; DA, deep acting.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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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높기 때문에 감정노동자

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감정노동은 주로 서비스 산

업 종사자들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위치,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왔다. 그

러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감정노동은 일

부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만이 겪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육체

적 노동 및 정신적 노동과 더불어 제3의 노동으로 모든 근로

자가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의사의 감정노동은 의사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환자와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

관, 크게는 보건의료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의

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감정노동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경우 이직이 곧 

병원의 존폐로 연결되므로 이직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의사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

우 적었다. 물론 의사의 감정노동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느

냐는 질문과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정

노동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니라 감정노동을 하

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감정노동을 관

리하고 감정노동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

각적으로 준비 및 노력을 해야 한다. Larson과 Yao [14], 

Zaluski와 Makara-Studzinska [15]의 연구에서는 의사가 

스스로 감정노동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장기적

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Psilopanagioti 등[16], Lin

과 Huang [17], Liu와 Chang [18] 등의 연구에서는 의사들

이 적절한 감정통제와 환자-의사 사이의 소통 전략을 잘 취

하도록 병원 경영진들의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사들의 감정노동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

은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 지원이다. 의사 역

시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인 산업안전보건법(2018년 10월 18일 시행)에 적용 범

위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원의사의 경우 산

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는 최소한 봉직의사의 

경우라도 법 적용 대상자 포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

째, 의료기관 내 감정노동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로 

감정노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진료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내부 근거를 마련하거나 의무 휴일제 등을 지

정하여 감정노동 환경으로부터 임시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상담 프로그

램을 제공하여 주기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의사의 경우 업무의 중단이 진료 중단을 의미하

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기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진료를 중

단할 수는 없다. 즉, 의사의 특성과 진료환경, 환자의 특징에 

따른 세부화된 감정노동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간호사의 감정노동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

했다는 점,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영향관계

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개인·집단적 특성별로 감정노동 

수준 차이가 왜 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국내에서 

최초로 한국 의사들의 감정노동의 현재 수준을 측정하고 분

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찾아보기말: 한국; 의사; 감정노동; 직업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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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한국 의사들의 감정노동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한 첫 연

구이다. 의사의 감정노동 수준에 있어 내면 행위가 표면 행위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발견하였으며, 여성 의사, 전임의와 개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정신과와 재활의학과 등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통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

적으로 의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과 같은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의사들의 감정노동 여부와 수준, 그리고 집단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의 감정노동, 나아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감정노동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

고 있다. 이 논문은 향후 의사들을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감정노동 보호정책 및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

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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