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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의 감정노동경험:
젠더와 공간의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박 건
인하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motional Labor Experiences of Home Visiting Nurses in Reaching Out
Community Centers
Park, Gun
Senior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for Medical Science,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motional labor experiences of home visiting nurses in reaching-out
community centers focusing on place and gender. Methods: Ten home visiting nurses in Seoul were recruited for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Results: First, the change of place is not simply a spatial change from the
healthcare institution to the home. The spatial change affects the mission, or role, of the home visiting nurse, and there are also
expectations and attitudes about home visiting nurses. During this kind of change, gender specific sociocultural norms and
stereotypes affect the emotional labor of home visiting nurses. Second, gender is related to ignorance and violence faced by home
visiting nurses. This type of experience increases the emotional labor of theses nurses. Partial ameliora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cannot solve this situatio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nstitutional and sociocultural changes are
needed, in order to transform the asymmetric inter-relationship between home visiting nurses and citizens into an equal
inter-relationship.
Key Words: Home visiting nurses, Emotional labor, Place, Gender, Sexual violence, Symmetric inter-relationship

서 론

문노동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출산 및 양육가정, 빈곤가
정 등에 직접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1. 연구의 필요성

은 공무원 복지 플래너와 무기계약직 등으로 고용된 방문간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체

호사로 구분된다[2]. 이 중 찾동 방문간호사는 65세 이상 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르신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와 임산부ㆍ영유아 방문건강관

사업(이하 ‘찾동’)｣을 실시하고 있다. 찾동 사업의 영역은 복

리를 제공하며, 그 중에서도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가

지영역과 건강영역으로 구분된다[1]. 이를 수행하는 담당 방

장 비중이 높은 편이다[2]. 찾동 서비스의 방문노동자들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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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직접 방문한다는 의미에서 누구보다 밀착적인 복지서

남에 있어서 민원제기로 대표되는 권력의 불균등성이 특정

비스를 전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만족도나 인지도가 올라

장소(집)와 젠더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극대화되면서 이들의

가는 만큼 더 많은 업무와 잦은 민원에 노출된다[2]. 복지 플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병

래너와 방문간호사로 이루어진 찾동 방문노동자들의 성비는

원이라는 의료공간의 간호사에서 지역사회나 거주공간의 간

복지 플래너의 경우 전체 2,768명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

호사로 공간적 이동은 여러 가지 변화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이 786명(28.4%)이며(2018년 기준), 방문간호사의 경우 전

치료 행위의 변화, 환자(혹은 시민)와의 만남의 내용과 관계

체 459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454명(98.9%)으로 여성

의 변화, 공간 자체가 주는 압박감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2].

예상된다. 나아가 양자 간의 불균등한 상호관계가 지속될 가

한편 지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

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공간과 젠더의 측면이 어떻

증진사업의 방문건강관리 사업 방문간호사’와 서울시의 ‘찾

게 방문간호사의 경험과 노동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

동 방문간호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영역과 업무를 갖고 있다

펴보고자 한다.

[3]. 찾동 방문간호사의 방문 서비스는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관리 혹은 점검이 중심이다[2]. 반면 보건소의 지역사회 통합

2. 연구목적

건강증진사업의 방문서비스는 찾동 서비스보다 더 밀착되어

본 연구의 목적은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감정노동을 포함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도 넓은 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

한 노동경험이 가정이라는 공간과 젠더관계 속에서 어떻게

의 방문간호사의 경험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

경험되고 있고, 재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

나 현재 서울시의 어떤 자치구는 각각의 간호사에게 다른 역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수행 장소의 이동에서의 경

할과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자치구에서는 동일

험, 가정방문이라는 공간 속에서의 노동경험, 대부분의 방문

한 간호사에게 두 개의 임무를 통합적으로 부여하여 운영하

간호사가 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실제 업무 수행 과정

는 경우도 있다[2]. 따라서 후자의 경우처럼 통합하여 운영하

에서 어떤 경험을 겪고 있는지를 질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

는 경우 찾동 방문간호사들이 양 사업에서 얻게 되는 경험을

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에서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이들 간호사들은 대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여성이며, 간호사라는 점에서 특히 방문대상이 남성인 경우

한다.

남성 복지 플래너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며, 이것은 방문간
호사의 노동경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3].

연구 방법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 찾동 방문간호사의 노동
경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복지 플래너에

1. 자료수집과 연구방법

비하여 활동 인력의 숫자가 많지 않은 점, 방문 간호사에 대한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2018년 12월 서울시 찾동 방문간

보건소와 동주민센터의 이중적 관리구조로 인하여 관리 책

호사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서

임의 일정한 공백이나 떠넘기기, 복지 플래너에 비해 방문 간

울시를 4개의 권역을 구분하였고,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소

호사의 경우 거의 여성이라는 점, 복지 플래너는 공무원이지

개로 경력과 직급을 고려하여 방문간호사 10명을 인터뷰 대

만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조

상자로 선정하였다.

건을 갖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이들 방문 간호사가 문제

연구에 참여한 방문 간호사들은 일정한 수준의 임상경력,

제기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의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3].

(Table 1). 이들의 찾동 서비스 경력은 1년에서부터 3년 6개

방문간호사들은 함께 일하는 복지 플래너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 점이 이들의 일상 업무를 더

월 정도였는데, 찾동 서비스 초기부터 결합한 간호사의 경우
는 3년 6개월 정도의 경력을 갖는다.

힘들게 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이들의 노동경험과 감정노동

심층면접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시간 30분 이상 진행되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민과의 만

었다. 면담 장소는 면담자가 가장 편하게 면담할 수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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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Home-visiting Nurse Interview
Participants

Gender/age

Experiences at reaching out
community centers

Clinical experiences

Home visiting nurse 1
Home visiting nurse 2
Home visiting nurse 3
Home visiting nurse 4
Home visiting nurse 5
Home visiting nurse 6
Home visiting nurse 7
Home visiting nurse 8
Home visiting nurse 9
Home visiting nurse 10

Female/40
Female/40
Female/40
Female/40
Female/50
Female/40
Female/50
Female/40
Female/40
Female/50

2 yrs
3 yrs 5 mos
3 yrs
1 yr
2 yrs 6 mos
3 yrs 6 mos
3 yrs 6 mos
3 yrs 6 mos
3 yrs
3 yrs 6 mos

3 yrs
14 yrs
10 yrs
10 yrs
8 yrs
18 yrs
5 yrs
3 yrs
6 yrs
8 yrs

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여 진행하였는데, 면담자의 사무실 내

이 풍부한 사회과학 분야 교수와 연구자 3인에게 지속적으로

회의실, 카페 등을 활용하였다. 예비 질문지는 전체적인 질문

자문을 구하였다. 의미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사회적 함의를

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로 사용하였으며, 연구

위해 조언과 토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연구주

참여자의 응답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제에 대한 연구자의 지식이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최대

준비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노동환경, 직무수행경험, 직

한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녹취록을 읽으면서 면접 당시 메모

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

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면접 당시의 분위기와 문맥을 최

으며, 구체적으로는 “방문간호사 선택 이유 및 만족도”, “의

대한 확인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후 녹취록을 수차례 읽

료기관과 찾동 기관에서 일할 때 시민을 대할 때 차이”, “친절

으면서 연구자의 자료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각 문장에 적합

등 강조 매뉴얼이나 평가 지침 유무”, “간호사로서 친절이나

한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다. 각각의 코드를 비교하거나 다른

봉사에 대한 생각, 혹은 사회적 태도”, “감정노동을 비롯한 각

개념들의 관계를 비교 검토하여 공간과 젠더를 중심으로 찾동

종 경험”, “직업만족도나 불만 요인”, “소진에 대한 경험” 등

방문간호사의 감정노동경험을 설명하는 틀을 도출하였다.

으로 구성되었다.
심층면접이 끝난 이후 수집된 자료는 연구보조원이 전사

연구 결과

하였으며, 면담 내용의 전사과정에서 누락이나 왜곡이 발생
하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에게 전사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1. 공간적 요인

어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이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1) 병원에서 가정으로의 공간적 이동이 주는 영향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찾동 방문간호사의 입직과정과

병원은 가정과는 달리 방문간호사가 가질 수 있는 안정감

이유, 현재의 노동과정, 감정노동경험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나 주위 조력자들이 항상 있다는 존재감에서 비롯되는 편

근거이론을 활용하였다[4]. 개방코딩 과정에서는 필사본을

안함, 그리고 병원 내 환자와 간호사의 경우 이들이 줄 수 있

끝까지 읽어나가면서 행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미 있는 내

는 것들에 대한 상호적 합의와 기대의 일치 등이 존재한다. 그

용끼리 모아서 분류하고 개념들을 상세히 정리하였으며, 이

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은데, 이러한 차이는 병원과 가정이라

를 하위 범주화하였다.

는 공간적 차이로부터 비롯된다. 또한 이들이 실제로 수행하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료수집 전에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

는 역할 역시 이러한 공간적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이

여하고, 언제나 참여중단이나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 연구와

러한 공간적 차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의미하지

정책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점을 고지

않는다. 공간이 변화함으로부터 방문간호사의 임무나 태도,

하였으며, 서면으로 작성된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시민의 태도와 기대에 미치는 요소들이 변하고 있고, 이것은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분석과정에서 질적 연구 경험

이들 방문간호사들의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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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 요소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

좀 더 막 하시는 부분이 있죠. 의료기관에 있을 때는 할 말은

‘위험요소의 발견 및 해결’은 개별적인 노력과 대처에 달려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할 말을 못해요. 그냥. 네에. 또 할

있다. 예를 들어 “아이, 열어 놓으세요.”라는 대처는 상대의

말 했다가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다치니까 이상한 일 생길까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상황을 정리하려는

봐 다칠까봐 할 말 못하죠. 참고 있죠.”(방문간호사 1)

반응으로 ‘정중하게 언어로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접근방
법이자 유연하게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이다.

“일단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내 돈을 주고 내가 필요해서 오
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에서 오십니다. 찾동은 마

“혼자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 일단 방에 안 들어가고, 대문

음을 열고 대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네 나 때문에 돈 벌

가까운 쪽에 앉아서 빨리 하고 나와요. 대문을 안 닫죠. 추워

고 살잖아’라며 무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방문간호사 10)

도.”(방문간호사 7)

(3) 역할과 기대 간의 불일치에서 오는 어려움

“여름 같은 때는 문 열어 놓고 들어가요. 문 닫으시라고 하

병원의 의료서비스와 찾동 간호서비스를 시민들이 정확히

면, ‘아이, 열어 놓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기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일차적인 불일치가 발생한다.

보호하는 거 보고 가죠. 위험한 물건 있는지 스캔하고, 미리

이러한 불일치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치료나 관리

들어가기 전에 쭉 보고 들어가죠.”(방문간호사 8, 강조는 인

와 찾동에서 수행될 수 있는 예방관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

용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

(2) 비대칭적 관계형성

“임상에서는 체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역사회에서는

간호사는 다양한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간호대상자의 건

마치 제가 의사인 것처럼 요구할 때도 있어요. 당뇨와 고혈압

강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간호역할을 수행한다[5].

을 설명하는데, 약을 주든가 수액을 놔 주던가 병원에 데려다

병원에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찾동 방문간호사의 역할의 차

주든가 의사가 하는 처방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요구할 때가 있

이는 분명하다. 병원에서는 질병의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하

어요. 그런 인식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방문간호사 3)

면, 찾동 방문간호사의 경우 예방과 관리, 교육이 목적이다.

“저희는 건강관리를 위해 간 거잖아요. 대상자는 뭔가를 요

그러나 그 점 때문에 시민들의 찾동 간호사들에 대한 관심이

구하는 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클 때가 있어요. 병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 등 양가적 판단이 이

원을 연계한다거나 뭔가 비용이 드는 일을 할 때 여기는 저희

루어지기도 한다. 예방과 관리, 교육에 대한 무관심은 방문

가 여기서 여기까지 알아봐드리겠다 했는데, 당장 병원에 입

간호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으로 인

원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거를 요구를 해요. 그럴 때 못해드

하여 약속을 잡는 것조차 힘들다.

린다 했을 때 폭언이건 감정이 욱해지죠. 니가 못해? 나 구청

“사실 방문하며 얻는 힘든 것보다 처음 대상자에게 전화하

장에게 이야기하겠어. 거기부터는 감정을 누그러트려야 하

고, 방문 약속이 잡히기까지의 과정이 더 힘듭니다....간호사

는 거죠. 안 그러면 저희도 위험해지는 거니까.”(방문간호사

들은 교육, 예방의 차원이지만 복지 플래너들의 전화는 금전

3)

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가 더 수월한 편입니
다.”(방문간호사 2)

역할과 기대 간의 불일치로부터 갈등이 발생하는데, 해당
시민은 방문간호사에게 그 불만을 쏟아내게 된다. 따라서 그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나 거주공간으로의 이동이 갖는 변

러한 불만은 대개 고스란히 방문간호사가 감내해야 하는 것

화로 인하여 상호 위치의 변화, 관계 맺기의 어려움의 문제는

이며, 불일치로부터의 갈등의 해결 역시 방문간호사가 맡아

‘자신이 받는 서비스는 당연하다’는 태도 때문에 발생하기도

야 하는 몫이다.

한다. 바로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이 서비스가 운영되며, 서

어떤 경우 지역사회의 방문간호가 ‘임상보다 독립적이며,

비스 수행자인 방문간호사는 그러한 것의 결과물이라는 인

책임감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식이다.

주체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과 맞닥뜨리기도 한

“의료기관에서 대할 때는 일반시민들보다는 우리한테 무

다. 대표적으로는 가구방문을 했을 경우 이들의 말 상대가 되

작정 막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세금 내는 돈

어야 하는 경우인데, 한번 이들의 생애에 빠져들었다가 나오

으로 너네들이 먹고 사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고

게 되면 ‘진이 빠져 다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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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가구를 방문해도 할머니들이나 외로우신 분들이 가면
3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지. 계속 붙잡고 계셔가지고 울고 그

온 가해 주민의 서비스 요구에 응할 수밖에 이들이 응할 수밖
에 없었다.

러시면 중간에 못 끊고 나오면 한 집 가고 가야하는데, 못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신규 처음 가는 분들은 1시간 이상 걸

3) 간호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와 이해부족

리고.”(방문간호사 1)

병원에서 가정으로의 공간의 이동과 함께 역할의 축소나
변화가 나타나지만 기본적인 간호사의 역할은 변화되지 않

2. 젠더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제약

는다.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으로서의 간호사의 위치나 인식

1) 친절, 봉사에 대한 강조

도 유지되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서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

친절이나 봉사에 대한 강조는 비단 방문간호사 뿐 아니라

던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나 위치 역시 유지된다. 부정적인 것

일반적인 모든 서비스 노동자나 공무원 등과 같은 공공기관

으로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간호사의 역할과 위치보다는 여

종사자들에게 강요된다. 그러나 특히 여성 방문간호사에게

성이라는 성별에 근거하여 간호사를 무시하는 것인데, ‘아줌

는 이러한 태도가 더 강제된다. 이를 젠더 측면에서 보면 방문

마’라는 호칭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간호사 본인 스스로 강제하는 측면,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강
제의 측면이다.
“아마도 우리가 더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요? 임상에서도
그랬고 친절해야 되는 거고 지역사회에서도 친절해야 한다
는 인식이 있는 거죠.”(방문간호사 3)
이들 방문 간호사들은 친절이나 봉사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간호사로서 환자를 대함에 있어서
당연히 친절해야 하며, 이는 하나의 의무로 생각한다.

“처음에는 방문간호사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있었구요. 예
전에는 아줌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왔습니다. 하면 선생님이라고 해줘요.”(방문간호사 7)
“주무관님, 주임님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민원인
들에게 ‘방문간호라는 건 좀 낮은 직업이다’라는 의식들이 있
으신 것 같습니다.”(방문간호사 4)
간호사의 사회적 가치를 저평가하는 고정관념이 지속된
다. 의료나 의학에 대해, 질병 처치에 대해 간호사는 ‘아는 게
없다’는 시민의 반응이나 ‘나는 이미 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2) 폭력이나 성폭행

따라서 충분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사도 아닌 간호

방문간호사에 대한 폭력이나 성희롱, 무시 등은 관련 연구

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간호사는 제대로

들에서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 아줌마야, 니가 뭔데’
라는 식의 언어폭력이나 무시의 발언, 성희롱이나 성추행 역
시 이들 방문간호사들이 많이 접하게 된다.

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식의 반응도 비슷하다.
“‘내가 병원 다니고 있는데 간호사인 니가 뭘 아냐’ 이런 식
으로 대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방문간호사 2)

“전화를 자주해주니까 좋네, 여자목소리가 좋네. 이러면

“가장 기분 나쁜 것은 기껏 해서 갔는데도 ‘이거 할라 했어?

서. 그럴 때 당황해서 대처를 못하는 것 같고, 전화를 했어야

이것 때문에 시간 이렇게 비우라고 했어?’...그 때 힘들죠. 아.

하는데, 전화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방문간호사 3)

1시간 내내 설명하고 나올 때 뭔가 사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적인 성추행은 동료 간호사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다 시간을 소비하고 나왔는데도. ‘이거 왜 하지? 왜 하라고 하

방문하고 있는데요, 스르르 손이 발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는 거야?’”(방문간호사 3)

발가락 끝부터 발뒤꿈치까지 쭉 선을 그으면서 손가락으로

대상자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회복 및 대처과정을 돕

장난을 하시더래요. 그런 걸해서 자기가 얼른 치웠다고 하더

고, 다양한 환경에서 건강과 질병상태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

래요.”(방문간호사 10)

이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호사의

“70세 넘으신 할아버지. 보통 때는 괜찮았는데, 혈압재고

기본적 역할에 대한 저평가와 함께 양자의 관계에서 거주공

느낌이 이상해서 얼른 나오려고 했더니 손을 잡으시면서 왜

간의 주인으로서, 서비스 수혜자로써의 독점적 권력이 여성

이렇게 빨리 가냐고.”(방문간호사 1)

간호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통해서 재현된다.

폭력이나 추행의 경험은 서비스 수행과정에서 벌어지는
경험이지만,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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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협상전략보다는 회피전략을 선택
한다. 현재 위험해결은 개별적 해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

1. 비대칭적 관계구조에 대한 문제

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적 위험의 해결이 실패

1) 위험요소에 대한 개별적 대처방식의 문제

했을 경우에 개인의 특성, 즉 개별적인 능력의 차이나 대처의

방문간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주거공간에서 이

차이 문제 등으로 오히려 문제가 왜곡된다. 즉, 개인이 위험

루어지는데, 따라서 개별 시민의 가장 비밀스러운 사적 공간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

이 공개되며, 이에 따라 개별 시민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커

의 문제가 된다. 구조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의

진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6]. 이러한 연구는 복지행정서비스

차이 문제로 변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개인의 문제로 해

의 일반 전달체계과정 속에서 서비스의 한 주체(보통 대상이

결하려고 하는 시도나 노력보다는 구조나 제도의 문제로 이

라고 명명되는)의 기존 체계로의 포섭, 즉 복지행정체계에 의

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해 어떻게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이루어지는 관점의 연구의
하나이다.

2) 동등한 시민적 관계 맺기

그러나 특정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양 주체의 문제를 다루

해당 사업이 전체 지역 공동체내에서의 시민, 공공보건의

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영역에서의 시민에게 어떤 역할과 목적이 있는지를 개별적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지역사회 정신보건 간호사 사례연

시민과의 역할기대를 개별적 차원에서 맡겨두는 것이 아니

구’에서는 병원과는 달리 방문간호 상황에서 환자가 집주인

라 공공차원에서 일정한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작

이 됨으로써 권력을 갖게 되는 점을 분석하였다[7]. 이에 따르

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의료공간에서 지역사회로

면 집은 환자가 지배하의 공간이며 환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 이동은 단순한 위치의 변화가 아니라 공간적 구조와 그것

그 공간에서 환자가 책임을 지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

에 따른 역할의 변화, 네트워크의 변화 등을 의미하기 때문

는 것이다. Bowers [7]은 이러한 점을 간호사나 환자 모두 알

이다. 권력관계에 있어 찾동 방문간호사는 세 가지 점 때문

고 있고, 따라서 간호사는 가정방문이라는 틀을 훼손하지 않

에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첫 번째는 유

으면서도 방문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

사 공무원 신분이라는 존재조건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민원

적한다. 이 속에서 방문간호사의 경우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인의 압박감, 두 번째는 주로 이들 간호사들이 여성이라는

때와 다른 관계를 시민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관계구조 속

이유에서 발생하는 젠더관계에서의 권력의 문제, 세 번째는

에서 스스로의 통제력이 상실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등이다. 이러

므로 개인의 사적 공간에 들어서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밀한

한 모든 것은 노동경험에 영향을 미치는데, 공간의 이동 여

자신의 사적공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한

부와 무관하게 작동하기도 하나, 공간의 이동에 따라 극적으

편으로는 공간에서의 주도권이 방문간호사가 아니라 가정공

로 변화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방문간호

간의 주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밀한 공간을 내

사가 대등한 시민적 관계를 민원인(혹은 서비스 대상으로서

어주는 대신에, 간호사들은 가정방문이라는 틀을 훼손하지

의 시민)과 맺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방문 서비스를

않으면서도 방문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등한 시민적 관계에 놓인 두 주체(시

서비스 대상자는 권력을 향유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

민과 찾동 간호사) 간의 관계를 불균등하게 만드는 구조로

정방문 간호사는 첫째, 정중하게 언어로 상황을 통제하거나

작동하게 된다.

둘째,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의료의 영역이므로 간호

따라서 현재 감정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부 캠

사가 통제하고자 한다[7]. 그러나 찾동 방문간호사에게 있어

페인에서도 이러한 ‘시민성’과 양자관계의 ‘비대칭성’이 여

두 번째 측면은 사실상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순간이며 환자도

전히 비가시화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캠페인

기대하지 않는다. 주로 일상적 예방 및 관리의 순간이 대부분

은 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라는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찾동 방문간호사는 지속적으로 환자

식으로 가족주의를 강조하는 형태로 재현된다. 가족주의는

와의 협상을 통해서 상황을 통제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제대

온전한 의미에서 양자의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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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코 이행되지 않는다. 현재 가족주의를 극대화하는 방식

구에서도 이들이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성희롱

은 적절한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요

이나 폭력 등의 문제를 주로 다루어 왔다. 예를 들어, 방문간

구된다.

호사가 경험한 다양한 폭력의 특성에 대한 연구[9]에 따르면,
이들은 언어적 폭력(65.4%), 신체적 위협(46.8%), 성적 폭력

2. 젠더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제약의 극복
1) 성별로 다른 친절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

(43.9%)을 경험했다. 이러한 폭력을 경험한 이후의 대처방안
은 ‘참고 계속 하던 일을 함(39.0%)’, ‘당황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함(33.9%)’으로 나타나 조직적 수준에서의 대처가

친절이나 봉사는 모든 서비스 노동자나 공무원, 간호사 등

미흡할 뿐 아니라 개인적 수준에서의 대처 역시 취약한 것으

에게 요구되는 핵심덕목으로 자리 잡았지만, 성별로 친절의

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주로 여성인 방문간호사의 경우 업무

내용이나 형식이 다르게 강제된다는 면에서 감정노동의 젠

상 다양한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었고, 노인주거시설 종사 간

더적 성격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친절과 민원제로를

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경험에 대한 연구 역시 동일한

요구하는 병원의 경영방침’이 공공기관인 서울시에도 방침

결과를 보여준다[10].

으로 정해져 있고[1], 이러한 방침이나 태도가 시민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방문간호사들이 상대방에게 상냥

어느 정도 내면화되어 있다. 의료계에서도 병원간의 경쟁의

하게 대하거나, 할 말이 있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민들

심화와 환자들의 요구 증대를 이유로 병원직원들이 친절, 즉

과의 동등한 시민적 관계 뿐 아니라 성별로 다른 권력관계에

감정을 조절하고 특정한 감정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구고 있

서 발생하는 제약 때문이다. 즉, 방문간호사와 서비스 대상이

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에 환자만족을 위해 적절한 감정관리

갖고 있는 비대칭적인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측면이

가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교육과 감독을 하고 있다[8]. 공공기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찾동 방문간호사가 ‘신체

관, 의료기관, 시민들의 요구들이 ‘친절과 봉사’라는 하나의

적 접촉을 경험한 비율이 17.8%, 성적 수치심을 준 발언이나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측면은 여성이

행동을 경험한 경우는 24.7%’라는 성폭력 경험을 다룬 연구

라는 구조를 경유하여 한층 더 강화된다.

[11]의 경우 이러한 폭력이 젠더관계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더구나 여성이 대부분인 간호사의 경우 자기 스스로 이러

점에 대해서는 논의된다. 그러나 이들 여성 방문간호사의 젠

한 태도를 내면화하고 동시에 간호사를 향한 사회적 인식도

더관계는 성폭력의 형태로만 재현되지 않으며, 다양한 양상

동일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친절의 내용과 형

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한층 비대

식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간호사로

칭적인 형태로도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

서의 친절에 대한 평가는 남녀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여성 간호사의 경우 자세한 설명과 함께 부드러운 태도가 함

또한 Kim과 Nam [9]의 연구는 성폭력 발생 원인을 다양하

께 요구되는 반면, 남성 간호사는 자세한 설명만으로도 충분

게 지적하였는데, 그 중 ‘간호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히 친절하다는 평가를 듣는다면 성별로 서로 다른 친절과 봉

것’을 하나의 예로 들었다. 간호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

사가 요구되며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친절

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지만, 이들이 여성

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소통되고

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

합의되는 과정,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평가받는 과정 등을 거

한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쳐야 한다. 개별적 관계에서 합의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아가 젠더폭력의 경험자와 가해자가 감정노동의 수행과

기존 고정관념과 사회적 규범이 강화되거나 유지되기 때문

정에서 어떻게 서로 위치 지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도 고

이다.

민이 필요하다. 만일 여성 방문노동자라는 점으로 인하여 스
스로 감내할 수밖에 없고 더 참아야 한다면 이러한 점이 충분

2) 폭력이나 성폭행의 방지
방문간호사들은 폭력이나 성추행을 경험하거나 이런 위험
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다. 방문간호사의 업무를 다룬 다수 연

히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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