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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고객 대면 근로자에서 심리사회적 업무요구와 

우울 또는 불안장애 

  본 연구는 ‘고객 대면 근로자’의 심리사회적 업무 요구와 우울 또는 불안장

애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차 근로환경조사 (The Fourth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 중 65세 미만의 고객 대면 근로자 15,05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고객 대면 근로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검정을 실시하

였다. 우울 또는 불안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업무요구의 7가지 지표를 독립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보면 남성보다 여성에서, 100만원-300만원 미만의 수

입의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 주당근무가 길어질수록, 교대근무를 할수

록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업무 요구에서는 빠른 속도의 일처리와 엄격한 마감시간, 일의 

복잡성, 감정을 숨기고 일하는 것은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높았다.

  반면 작업 완료에 충분한 시간과 나에 대한 업무 기대감을 아는 정도에 따

라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낮았다. 

  우울 또는 불안장애의 수준과 영향요인 모두 성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고, 업무에서 나에게 기대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감소하였고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

춰 일해야 하는 경우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높았다.

  여성은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 감소하였고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하거나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춰 일하거나 주로 하는 일이 복잡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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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높았다. 

  따라서 빠른 속도의 작업과 엄격한 마감시간을 완화시키고, 작업 완료시 충

분한 시간이 주어 질 수 있도록 업무 자율성, 업무 프로토콜과 같은 명확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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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국내 서비스업은 2014년 기준으로 GDP의 59.4%, 취업자 수의 69.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임희정, 2016). 이는 급속한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경쟁의 심화로 주로 제조 및 분업과 관련된 공정 업무환경에서 고객과의 접촉

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기업은 고객 만족과 서비스 제공에 많은 관심을 가

지게 되었다(고종식, 2009). 또한 서비스 산업의 도입은 B to C(Buisiness to 

customer), B to B(buisiness to buisiness)와 같은 고객 접점(Moment of 

truth)의 업무환경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다. 고객접점(Moment Of Truth, 

MOT)이란, ‘·진실의 순간’ 또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용어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짧은 순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다(박금자, 2002). 서비스

를 받은 고객은 만족 혹은 불만족에 대해 행동반응을 보이고, 이는 기업의 이

미지와 장기적 이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한상린, 성형석, 2007). 따라서 

사업주는 MOT상황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성과’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러한 근로자를 ‘고객 응대 근로자’(황우석,2018), ‘고객 접점 근로

자’라고도 정의한다(고종식,2009). 오늘날 서비스업에서는 고객 대면 근로자의 

표정과 마음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통해 고객의 긍정적 행동반응 이끌기 위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류지연, 2011). 이는 심리사회적 업무환경, 특히 감정 

노동으로 인해 감정부조화가 발생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김현주, 2015). 감정노동을 포함한 사회심리학적 업무환경에 의한 직

무스트레스는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이상을 초래한다(김준

호, 장세진, 2012). 

  임화영(2012)의 업무 특성에 따른 질병성 정신질환자와 재해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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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무직, 서비스직의 분포

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사무직, 서비스직의 특성을 갖는 고객대면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직업 내외적 환경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

다. 정신질병의 유병률은 건강보험 뿐 아니라 산재보험의 입장에서도 정신질

병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된다(이경희, 2016). 정상 근로자에게는 정신

질병의 발병 예방을, 유병 근로자에게는 질병을 인정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서 직장 복귀율을 높이는 발전 방향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국제 노동기구(ILO)는 미국과 유럽의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업무기인성 정

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

고하였다(ILO, 2000).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재해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따라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되며,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문무기, 2013). 또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현의 

영향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정신질환의 분명한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

가 많으며 근로자의 호소하는 양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기인성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최재영, 2010). 그러나 근로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환률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한국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정신질환이

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홍

남희, 2015). 

  정신질환은 크게 기질성 정신질병과 기능성 정신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2016). 기질성 정신질환은 뇌에 증명할 수 있는 병변(뇌의 변

성, 종양, 외상, 감염, 혈관장애 등)이나 전신상태(약물투여, 금단상태, 대사성 

장애, 호르몬계의 이상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신질병이다. 기능성 정신질병

은 기질적 병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정신질병이다. 

 우울이란 일상생활 중 가장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로서(김현

미, 2005) 사회적 기능수행과 삶의 질을 저하하고,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상태에 악영향을 끼쳐서 신체질환이나 사망률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Frasure, 1993). 불안장애란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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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을 통칭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요

인, 사회 심리적 요인, 개인의 감수성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다(근로

복지공단, 2014). 불안장애의 대표적 특성으로는 공황장애가 있다. 공황장애

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불안감과 더불어 호흡 곤란, 어지러움, 

발한과 같은 자율신경의 각성을 반영하는 공황발작증상을 동반하는 불안장애

이다(APA, 2013). 공황발작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발작이 일어날까 봐 지속

적으로 염려하고 발작과 관련되는 특정한 행동변화를 보이는 심리적 장애이다

(고흥월, 손은령, 김현주, 2017). 우울과 불안장애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

보다 자주 동반되어 나타난다(김양래, 정한용,2006). 또한 우울증이 있는 노인

환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불안증상이 동반되면 자살사고가 증가한다

(Lenze EJ, 2011). 이는 불안장애가 우울 환자에게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

키는 표지자로(김양래, 정한용, 2006)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2014년 근로환경 

조사를 활용하여 고객 대면 근로자를 분류하였다. 이 후 고객 대면 근로자에

게 우울 또는 불안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업무요구가 무엇인지 탐

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심리사회적 특성만을 다루었던 기

존연구와는 달리 유럽근로자와도 비교 가능한 한국어판 코펜하겐 심리사회적 

근로환경 조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12개 항목 중 4가지 심리사회적 업무요구 

항목을 활용하였고 각 특성을 파악하여 우울 또는 불안장애의 관계를 탐색하

고자 한다. 이는 고객 대면 근로자라는 특정 업무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유지, 증진 및 안녕을 기하기 위한 보건 교육과 보건 정책 접근 시 어

떠한 심리사회적 업무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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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고객대면근로자에서 심리사회적 업무요구와 우울 또는 불안장애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각각 탐색하고자 시도 되었으며,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 대면 근로자에서 심리사회적 업무요구와 우울 또는 불안장애 수

준을 파악 한다.

 둘째, 고객 대면 근로자에서 우울 또는 불안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

적 업무요구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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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자료 및 연구대상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구축한 2014년 제 4차 근로환경조사 

(The Fourth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자료를 이용하였다. 근로

환경 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5세 이상 취업자이며, 조사기간 전주 1시간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 및 사

업주, 자영업자, 휴직자, 무급가족 종사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직업을 한국표준직업분류(6차 개정)에 기반하여 분류하였다.

 연구 대상은 근로환경조사 전체 참여자 50,007명 중, 1) 비임금근로자

(n=13,596)를 제외하였고, 2) 65세 이상(n= 1,922)을 제외하였다. 근로 환경 

조사에서 “고객, 승객, 학생, 환자와 같은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상

대한다.”고 응답 중 거의 노출 안됨과 절대 노출 안됨을 선택한 참여자를 제

외(n= 19,432)하였다. 

  위 3가지 항목에 만족하는 연구대상은 남성 7,753명, 여성 7,304명으로 전

체 15,057명이었으며, 이를 고객 대면 근로자라고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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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근로환경조사(KWCS, 2014)

빈도=50,007

 제외 그룹 1

비임금근로자

 (빈도=13,596)

 제외 그룹 2

65세 이상 

(빈도= 1,922)
제외 그룹3

고객 비대면 근로자

(빈도=19,432)

고객 대면 근로자

빈도=15,057(남성=7,753 ; 여성=7,304)

[그림 1] 연구대상자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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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수입을 포함

하였다. 

  연령은 25세 미만, 25세~35세 미만, 35세~45세 미만, 45세~55세 미만, 

55세~65세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

분하였다.

  수입은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

원 미만, 3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 일과 관련된 기본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과 관련된 기본적인 특성에는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 주

당 근로시간, 교대근무 유무, 직업을 포함하였다. 

  사업장 규모는 50명 미만, 50명 이상~300명 미만, 300명 이상~500명 미

만과 500명 이상로 50명 미만과 50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고용 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구분하였다.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 미만, 40시간이상 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교대근무는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 교대근무로 정의하였다. 

  직업군은 한국표준직업분류(6차 개정)에 기반하여 분류된 10개 대분류 항

목을 사무직 근로자, 판매 및 서비스업 근로자, 제조업 근로자로 소분류 하였



- 8 -

다. 사무직 근로자에는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로 

분류하였다. 판매 및 서비스업 근로자에는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로 분

류하였다. 제조업 근로자에는 단순노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로 분류하였다. 이 외 3가지 소분류에 포함하지 

않은 대분류 항목인 군인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1가지 소분류로 분류하

였다. 

2) 심리, 사회적 업무환경 

  연구 대상자의 심리 및 사회적 업무환경은 코펜하겐 심리사회적 근로환경 

측정도구(Copenhagen Psyco-social Qiestionnaire, COPSOQ) 덴마크 국립

산업보건연구소는 직장의 심리사회적 환경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직장인

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위하여 코펜하겐 심리사회적 근로환경 

측정도구(Copenhagen Psyco-social Questionnaire, COPSOQ)를 이용하였

다. 1997년에 초판이 개발된 후 2010년 코펜하겐 심리 사회적 근로 환경 측

정도구 Ⅱ로 전면 개정되었다(Pejtersen, Kristensen, Borg, & Bjorner, 

2010). 이는 심리사회적 근무환경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유럽 및 일

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전경자, 최은숙, 2013). 유럽

근로환경조사(Europe Work Condition Survey, EWCS)에서 코펜하겐 심리사

회적 근로환경 측정도구(COPSOQ)를 참고하여 심리사회적 근무환경을 평가하

였고(Eurofound, 2012) 유럽근로환경조사와 유사한 방식과 내용으로 조사된 

제 4차 한국근로환경조사(KWCS, 2014)도 동일한 방법과 내용을 적용하였다. 

  유럽근로환경조사는 심리사회적 근로환경을 28개 항목을 사용하여 4개의 

근로환경 영역인 심리사회적 업무환경, 업무조직과 업무내용, 협력과 지도력, 

일-개인 생활을 12개의 지표로 측정하였다. 국내 연구 중 심리사회적 업무환

경을 ‘업무요구’라고 정의하고, 심리적 업무량을 ‘업무량 부담’이라고 정의한 

선행 연구(최은숙 등,2017)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업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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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s at Work)의 4가지 지표인 심리적 업무량(Quantitative demands), 

인지적 부담(Cognitive demands), 감정적 부담(Emotional demands), 감정 

숨기기(Demands for hiding emotions)라는 용어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다(최

은숙, 전경숙, 2016). 

 ‘심리적 업무량’ 지표는 4가지 항목으로 1)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하는 것에 

대한 노출 정도, 2)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춰 일하는 것에 대해 노출 정도, 3)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4) 업무에서 나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에 대한 응답으로 5개에서 7개 응답이 주어졌다.  ‘심리적 

업무량’의 항목 중 부정적인 항목인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함’과 ‘엄격한 마감

시간에 맞춰 일함’에 대해 근무시간 내내, 근무시간 대부분, 근무시간 3/4, 근

무시간 절반, 근무시간 1/4, 거의없음, 전혀 없음의 7개의 응답이 주어졌고,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근무시간 1/4을 ‘드물다’로, 근무시간 절반, 근무시간

3/4을 ‘가끔 그렇다’로, 근무시간 대부분, 근무시간 내내를 ‘항상 그렇다’로 분

류하였다.

 ‘심리적 업무량’의 항목 중 긍정적인 항목인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

이 있다’, ‘업무에서 나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가지 응답을 대부분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를 ‘항상 그렇다’로, ‘가끔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드물다’로 구분 하였다. 

 ‘인지적 부담’ 지표는 1가지 항목으로 주로 하는 일이 복잡한가에 대해 ‘그렇

다’와 ‘아니다’의 응답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감정적 부담’은 업무에 감정적으로 연루되어 일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며 ‘감

정 숨기기’는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응답으로 각각 5개의 응

답이 주어졌다. ‘감정적 부담’과 ‘감정 숨기기’지표에 대해 항상 그렇다, 대부

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을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드물다’로, ‘가끔그렇다’, 대부분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 를 ‘항상 그렇다’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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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7개 또는 5개의 응답에 대해 Dummy 변수화 하였다.

  

3) 우울 또는 불안장애

  제 4차 근로환경조사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우울 또는 불안장애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있다’와 ‘없다’로 응답 가능하며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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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2014년 제 4차 근로환경조사는 통계분석용 설문지로 복합표본설계를 기반

으로 조사한 자료로 이를 고려한 분석방법과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통계분

석을 위해 통계처리 프로그램 SPSS version 21.0를 이용하였다. 연구 분석 

방법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본 설문지 내에서 고객 대면 근로자를 분류하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고객 대면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의 각 변수들에 따른 우울 또는 불안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Fisher's exact 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우울 또는 불안장애에 따른 고객 대면 근로자의 심리사회적 업무요구

에 따른 차이 또한 교차분석 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우울 또는 불안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및 심리사회적 업무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활용한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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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환경 심리사회학적 업무요구

인구 사회학적 특성
심리적 업무량

인지적 부담

감정적 부담

감정 숨기기
일과 관련된 특성

  -검정 더미 변수화  -검정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고객 대면 근로자의 우울 또는 불안장애

[그림 2]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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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고객대면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7,753명(51.5%)으로 ‘여성’ 7,304명(48.5%)보다 많았다.   

  연령은 ‘35세-45세 미만’이 4,172명(27.7%)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14,180명(95.1%)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은 ‘300만원 이상’이 6,734명(44.7%)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 규모는 ‘50명 미만’이 14,753명(98.0%)으로 많았다. 

  고용형태는 ‘상용근로자’가 11,540명(77.0%)으로 많았다.

  주당근로시간은 ‘40시간-50시간 미만’이 8,641명(57.4%)으로 가장 많았다.

  교대근무유무는 ‘교대근무 무’가 13,027명(87.4%) 많았다.

  직업은 ‘사무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6,649명

(44.2%)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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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결측:0명)

남성 7753 51.5%

여성 7304 48.5%

연령

(결측:1명)

25세 미만 1554 10.3%

25세-35세 미만 3983 26.5%

35세-45세 미만 4172 27.7%

45세-55세 미만 3621 24.0%

55세-65세 미만 1726 11.5%

교육수준

(결측:142명)

초등학교 졸업 이하 149 1.0%

중학교 졸업 586 3.9%

고등학교 졸업 이상 14180 95.1%

수입

(결측:0명)

100만원 미만 1181 7.8%

100만원-200만원 미만 4010 26.6%

200만원-300만원 미만 3133 20.8%

300만원 이상 6733 44.7%

사업장 규모

(결측:0명)

50명 미만 14753 98.0%

50명 이상 304 2.0%

고용형태

(결측:74명)

상용근로자 11540 77.0%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 3443 23.0%

주당근로

시간

(결측:0명)

40시간 미만 1990 13.2%

40시간-50시간 미만 8641 57.4%

50시간 이상 4426 29.4%

교대근무

유무

(결측:156명)

교대근무 유 1874 12.6%

교대근무 무 13027 87.4%

직업

(결측:9명)

사무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6649 44.2%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5825 38.7%

단순노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556 17.0%

군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8 0.1%

전체 15057 10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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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또는 불안장애

  고객 대면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또는 불안장애 유무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p<0.01), 연령(p<0.01), 수입(p<0.05), 종사자수

(p<0.05), 주당근로시간(p<0.01), 교대근무 유무(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더 많았다. 

  연령은 35세-45세 미만과 55세-65세 미만 집단에서 가장 많았으며 25세 

미만에서 가장 적었다. 

  수입은 100만원-200만원 미만과 200만원-300만원 미만 집단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에서 가장 적었다. 

  사업장 규모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50명 미만 집단보다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많았다. 

  주당근로시간은 주당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많았다.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 집단에서 하지 않는 근로자 집단보다 우울 또는 불

안장애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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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정상 우울 또는 불안장애

p 값
빈도 % 빈도 %

성별
남성 7596 98.8% 90 1.2%

0.005†
여성 7123 98.3% 125 1.7%

연령

25세 미만 1541 99.4% 9 0.6%

0.005

25세-35세 미만 3894 98.5% 59 1.5%

35세-45세 미만 4061 98.3% 71 1.7%

45세-55세 미만 3541 98.7% 47 1.3%

55세-65세 미만 1682 98.3% 29 1.7%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46 99.3% 1 0.7%

0.209중학교 졸업 576 99.3% 4 0.7%

고등학교 졸업 이상 13860 98.5% 210 1.5%

수입

100만원 미만 1165 99.5% 6 0.5%

0.041
100만원-200만원 미만 3928 98.4% 64 1.6%

200만원-300만원 미만 3070 98.4% 49 1.6%

300만원 이상 6557 98.6% 95 1.4%

사업

장 

규모

50명 미만 14426 98.6% 206 1.4%

0.023†
50명 이상 293 97.0% 9 3.0%

고용

형태

상용근로자 11268 98.5% 174 1.5%
0.101†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 3379 98.9% 39 1.1%

주당

근로

시간

40시간 미만 1950 99.0% 20 1.0%

0.00140시간-50시간 미만 8480 98.7% 108 1.3%

50시간 이상 4290 98.0% 87 2.0%

교대

근무

유무

교대근무 유 1817 98.0% 37 2.0%
0.025†

교대근무 무 12754 98.7% 173 1.3%

직업

사무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6480 98.4% 107 1.6%

0.059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5698 98.6% 82 1.4%

단순노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514 99.0% 25 1.0%

군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7 94.4% 1 5.6%

전체 14,719 98.6% 215 1.4%

<표 2>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또는 불안장애 (빈도=14,934)

†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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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사회학적 업무요구에 따른 우울 또는 불안장애

  심리사회학적 업무요구에 따른 우울 또는 불안장애 관계를 살펴보았다.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함(p<0.01),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춰 일함(p<0.001),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p<0.001), 업무에서 나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p<0.05), 주로 하는 일이 복잡하다(p<0.01), 나는 감정을 

숨기고 일을 해야 한다(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한다와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춰 일한다의 경우 항상 그

렇다 응답에서 우울 또는 불안장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와 업무에서 나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의 경우 항상 그렇다 응답에서 우울 또는 불안장애 비율이 가장 

낮았다. 

  주로 하는 일이 복잡하다의 그렇다라는 응답에서 우울 또는 불안장애 비율

이 가장 높았다.

  업무에 감정적으로 연루되어 일을 한다의 경우 가끔 그렇다라는 응답에서 

우울 또는 불안장애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나는 감정을 숨기고 일을 해야 한다의 경우 항상 그렇다 응답에서 우울 또

는 불안장애 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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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정상

우울 또는

불안장애 p 값

빈도 % 빈도 %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함

드물다 10598 98.8% 131 1.2%

0.001가끔 그렇다 2691 98.1% 52 1.9%

항상 그렇다 1360 97.8% 31 2.2%

전체 14649 98.6% 214 1.4%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춰 일함

드물다 10742 98.8% 128 1.2%

0.000가끔 그렇다 2275 98.3% 39 1.7%

항상 그렇다 1622 97.2% 47 2.8%

전체 14639 98.6% 214 1.4%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드물다 2682 96.2% 105 3.8%

0.000가끔 그렇다 5697 98.9% 66 1.1%

항상 그렇다 6176 99.4% 40 0.6%

전체 14555 98.6% 211 1.4%

업무에서 나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드물다 1566 97.8% 36 2.2%

0.014가끔 그렇다 4552 98.6% 64 1.4%

항상 그렇다 8456 98.7% 112 1.3%

전체 14574 98.6% 212 1.4%

주로 하는 일이 

복잡하다

아니다 9048 98.9% 104 1.1%
0.001†

그렇다 5550 98.2% 103 1.8%

전체 14598 98.6% 207 1.4%

업무에 감정적으로 

연루되어 일을 한다

드물다 7184 98.7% 98 1.3%

0.578가끔 그렇다 4743 98.4% 76 1.6%

항상 그렇다 2624 98.6% 38 1.4%

전체 14551 98.6% 212 1.4%

나는 감정을 숨기고 

일을 해야 한다

드물다 3287 98.8% 40 1.2%

0.001가끔 그렇다 6519 98.8% 76 1.2%

항상 그렇다 4764 98.0% 95 2.0%

전체 14570 98.6% 211 1.4%

<표 3> 심리사회적 업무요구에 따른 우울 또는 불안장애     (빈도=14,934)

†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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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심리사회 업무요구에 따른 우울 및 불안장애 - 심리적 업무량

                                                      

p=0.001

p=0.000

p=0.000

p=0.014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함 엄격한 마감시간 충분한 시간 체감 기대 일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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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심리사회 업무요구에 따른 우울 및 불안장애 

                                    – 업무량 부담, 감정연루, 감정 숨기기

p=0.001 p=0.578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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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대상자의 우울 또는 불안장애 영향요인

1)고객 대면 근로자의 우울 또는 불안장애 영향요인  

  우울 또는 불안장애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 고객 대면근로자의 우울 

또는 불안장애 영향요인을 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OR=1.427, p<0.05), 연령은 25세-35세 미만(OR=2.171, 

p<0.05), 35세-45세 미만(OR=2.587, p<0.05), 55세-65세 미만(OR=4.101, 

p<0.01), 교대근무 무(OR=0.625, p<0.05), 직업 중 단순노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OR=0.463, p<0.01)에서 

우울 또는 불안장애에 영향을 미쳤다. 

  심리 사회학적 업무요구에서는 다음과 같다.

  엄격한 마감 시간이 항상 그렇다(OR=1.731, p<0.05), 작업 완료 시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질문에 가끔 그렇다(OR=0.288, p<0.001), 항상 그렇다

(OR=0.157, p<0.001), 일이 복잡 할 때(OR=1.509, p<0.01) 우울 또는 불안

장애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1.42배 증가하였다.

  연령은 25세 미만 집단보다 25세-35세 미만에서 2.17배, 35세-45세 미만

에서 2.58배, 55세-65세 미만에서 4.1배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더 증가하였

다. 

  교대근무는 교대근무를 하는 집단보다 하지 않는 집단이 0.62배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감소하였다. 

  직업은 사무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집단보다 단순노

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집단이 

0.46배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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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사회학적 업무요구에서는 심리적 업무량 중 엄격한 마감 시간이 업무 

시 항상 그렇다로 응답했을 때 1.73배, 일이 복잡할 때 1.5배 우울 또는 불안

장애와 양의 관계를 보였다. 

  작업 완료 시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질문에 가끔 그렇다라는 응답에서 0.28

배, 항상 그렇다 응답에서 0.15배의 우울 또는 불안장애와 음의 관계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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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대상자의 우울 또는 불안장애 영향요인-일반적 특성

구분 변수 OR(95% CI) p 값

성별 여성     1.427 ( 1.032 - 1.974 ) 0.032

연령

1 0.005

25세-35세 미만 2.171 ( 1.031 - 4.570 ) 0.041

35세-45세 미만 2.587 ( 1.235 - 5.419 ) 0.012

45세-55세 미만 2.002 ( .938 - 4.274 ) 0.073

55세-65세 미만 4.101 ( 1.845 - 9.116 ) 0.001

교육수준

　 1 　 0.167

중학교 졸업     0.957 ( 0.070 - 13.047 ) 0.973

고등학교 졸업 이상 2.889 ( 0.280 - 29.784 ) 0.373

수입

　 1　 　 0.259

100만원-200만원 미만 2.547 ( 0.983 - 6.597 ) 0.054

200만원-300만원 미만 2.334 ( 0.867 - 6.285 ) 0.093

300만원 이상 2.547 ( 0.981 - 6.615 ) 0.055

사업장 규모 50명 이상 1.886 ( 0.859 - 4.137 ) 0.114

고용형태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0.806 ( 0.530 - 1.226 ) 0.314

주당근로시간

　 1 　 0.000

40시간-50시간 미만     0.583 ( 0.331 - 1.025 ) 0.061

50시간 이상 1.093 ( 0.617 - 1.938 ) 0.760

교대근무유무 교대근무 무     0.625 ( 0.427 - 0.913 ) 0.015

직업

　 1 　 0.035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0.787 ( 0.553 - 1.120 ) 0.183

단순노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463 ( 0.271 - 0.792 ) 0.005

군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217 ( 0.173 - 28.484 )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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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대상자의 우울 또는 불안장애 영향요인-심리사회적 업무요구

구분 변수 OR ( 95% CL) p값

심리적 

업무량

빠른 속도의 

일처리

　 1　 　 0.310

가끔 그렇다 1.391 ( 0.911 - 2.123 ) 0.126

항상 그렇다 1.212 ( 0.700 - 2.099 ) 0.493

엄격한 

마감 시간

　 1 　 0.026

가끔 그렇다   0.876 ( 0.542 - 1.414 ) 0.587

항상 그렇다 1.731 ( 1.064 - 2.815 ) 0.027

작업 완료시 

충분한

시간 유무 

　 1 　 0.000

가끔 그렇다   0.288 ( 0.206 - 0.403 ) 0.000

항상 그렇다   0.157 ( 0.105 - 0.236 ) 0.000

나에 대한 업무 

기대감 아는 정도

　 1　 　 0.273

가끔 그렇다   0.693 ( 0.443 - 1.085 ) 0.109

항상 그렇다   0.756 ( 0.488 - 1.172 ) 0.211

인지적 

부담
일의 복잡 그렇다 1.509 ( 1.107 - 2.055 ) 0.009

감정적 

부담
일할 때 감정연루

　 1　 　 0.433

가끔 그렇다 1.235 ( 0.886 - 1.720 ) 0.212

항상 그렇다 1.186 ( 0.783 - 1.796 ) 0.421

감정 

숨기기

일할 때 감정 

숨김

　 1 　 0.002

가끔 그렇다   0.800 ( 0.525 - 1.218 ) 0.297

항상 그렇다 1.452 ( 0.949 - 2.221 ) 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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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보정 후 연구대상자의 우울 또는 불안장애 영향요인

구분 변수 OR1(95% CI) p값 OR2(95% CI) p값

심리적 
업무량

빠른 속도의 
일처리

1 0.000 　 1　 　 0.310
가끔 그렇다 1.622 ( 1.163 - 2.261 ) 0.004 1.391 ( 0.911 - 2.123 ) 0.126
항상 그렇다 1.996 ( 1.333 - 2.989 ) 0.001 1.212 ( 0.700 - 2.099 ) 0.493

엄격한 
마감시간

1 0.000 　 1 　 0.026
가끔 그렇다      1.407 ( 0.966 - 2.049 ) 0.075   0.876 ( 0.542 - 1.414 ) 0.587
항상 그렇다      2.452 ( 1.731 - 3.472 ) 0.000 1.731 ( 1.064 - 2.815 ) 0.027

작업 완료시 
충분한 시간 

유무

1 0.000 　 1 　 0.000
가끔 그렇다     0.272 ( 0.197 - 0.375 ) 0.000   0.288 ( 0.206 - 0.403 ) 0.000
항상 그렇다     0.160 ( 0.110 - 0.233 ) 0.000   0.157 ( 0.105 - 0.236 ) 0.000

나에 대한 
업무 기대감 
아는 정도

1 0.003 　 1　 　 0.273
가끔 그렇다     0.558 ( 0.366 - 0.849 ) 0.007   0.693 ( 0.443 - 1.085 ) 0.109
항상 그렇다     0.508 ( 0.343 - 0.751 ) 0.001   0.756 ( 0.488 - 1.172 ) 0.211

인지적 
부담

일의 복잡 
유무 그렇다     1.606 ( 1.192 - 2.162 ) 0.002 1.509 ( 1.107 - 2.055 ) 0.009

감정적 
부담

일할 때 
감정연루

1 0.688 　 1　 　 0.433
가끔 그렇다      1.146 ( 0.841 - 1.561 ) 0.389 1.235 ( 0.886 - 1.720 ) 0.212
항상 그렇다      1.048 ( 0.714 - 1.538 ) 0.812 1.186 ( 0.783 - 1.796 ) 0.421

감정 
숨기기

일할 때 감정 
숨김

1 0.003 　 1 　 0.002
가끔 그렇다 0.885 ( 0.597 - 1.313 ) 0.545   0.800 ( 0.525 - 1.218 ) 0.297
항상 그렇다     1.483 ( 1.013 - 2.172 ) 0.043 1.452 ( 0.949 - 2.221 ) 0.086

OR1 : 일반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수입, 종사자수, 고용형태, 주당근무시간, 교대근무유무, 직업) 보정 

OR2 : 모든 변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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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고객 대면 근로자의 우울 또는 불안장애 영향요인 

 

 (1) 남성 연구대상자의 우울 또는 불안장애 영향요인

  고객 대면 근로자 중 남성의 경우 우울 또는 불안장애 영향요인을 모든 항

목을 보정 후 이항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다. 

 설정한 모형에서는 연령 중 55세-65세 미만(OR=5.474, p<0.05), 교대근무

유무(OR=.563, p<0.05), 직업 중 단순노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

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OR=0.331, p<0.01), 심리 사회학적 업무요

구에서 심리적 업무량 항목 중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에서 

‘가끔 그렇다’(OR=0.269, p<0.001), ‘항상 그렇다’(OR=0.098, p<0.001), ‘업

무에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에서 ‘가끔 그렇다’(OR=0.415, 

p<0.01), 감정 숨기기 항목인 ‘나는 감정을 숨기고 일을 해야 한다’에서 ‘항상 

그렇다’(OR=2.022, p<0.05)가 우울 또는 불안장애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은 25세 미만 집단보다 55세-65세 미만 집단에

서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높았으며, 교대근무는 교대근무가 있는 집단보다 없

는 집단에서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더 감소하였다. 직업은 사무 종사자, 관리

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집단보다 단순노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집단에서 더 감소하였다. 심리 사

회적 업무요구에서 심리적 업무량 항목 중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에서 ‘가끔 그렇다’에서 0.26배, ‘항상 그렇다’에서 0.09배, ‘업무에서 나

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에서 ‘가끔 그렇다’에서 0.41배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더 감소하였다. 감정 숨기기 항목인 ‘나는 감정을 숨기고 일을 해

야 한다’에서 ‘항상 그렇다’고 응답할수록 2.02배 더 높았다.

  고객 대면 근로자 중 남성의 경우 우울 또는 불안장애 영향요인을 일반적 

특성을 보정 후 심리 사회적 업무요구에 대한 항목을 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정

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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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사회적 업무요구에서 심리적 업무량 중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춰 일한

다’ 중 ‘항상 그렇다’(OR=2.288, p<0.01),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중 ‘가끔 그렇다’(OR=0.233, p<0.001), ‘항상 그렇다’(OR=0.099, 

p<0.001), ‘업무에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중 ‘가끔 그렇

다’(OR=0.284, p<0.001), ‘항상 그렇다’(OR=0.353, p<0.01)가 우울 또는 불

안장애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심리사회적 업무요구에서 심리적 업무량인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중 ‘가끔 그렇다’에서 0.23배, ‘항상 그렇다’

에서 0.09배, ‘업무에서 나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중 ‘가끔 그렇

다’에서 0.28배, ‘항상 그렇다’에서 0.35배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더 감소하였

다.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춰 일한다’는 ‘항상 그렇다’ 일 때 2.28배 더 높았

다.



- 28 -

(2) 여성 연구대상자의 우울 또는 불안장애 영향요인

  고객 대면 근로자 중 여성의 경우 우울 또는 불안장애 영향요인을 모든 항

목을 보정 후 이항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다. 

 설정한 모형에서는 연령 중 25세-35세 미만(OR=2.728, p<0.05), 종사자수

(OR=3.544, p<0.01), 심리 사회학적 업무요구에서 심리적 업무량 항목 중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한다’에서 ‘가끔 그렇다’(OR=2.067, p<0.001),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에서 ‘가끔 그렇다’(OR=.305, p<0.001), ‘항상 

그렇다’(OR=0.219, p<0.001), 인지적 부담 항목인 ‘주로 하는 일이 복잡하

다’(OR=1.931, p<0.01)응답 중 ‘그렇다’에서 우울 또는 불안장애에 영향을 미

쳤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은 25세 미만 집단보다 25세-35세 미만 집단에

서 2.72배,  종사자수가 50명 이상에서 3.54배 더 증가하였다. 심리사회적 업

무요구에서는 심리적 업무량 항목 중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에서 ‘가끔 그렇다’에서 0.3배, ‘항상 그렇다’에서 0.21배 우울 또는 불안장애

가 더 감소하였다.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한다’에서 ‘가끔 그렇다’일 때 2.06배, 

인지적 부담 항목인 ‘주로 하는 일이 복잡하다’에서 ‘그렇다’라고 응답 할수록 

1.93배 더 높았다. 

  고객 대면 근로자 중 여성의 경우 우울 또는 불안장애 영향요인을 일반적 

특성을 보정 후 심리사회적 업무요구에 대한 항목을 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정

한 결과다. 

  심리 사회학적 업무요구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한다’ 중 ‘가끔 그렇

다’(OR=2.427, p<0.001), ‘항상 그렇다’(OR=2.262, p<0.01)와 ‘엄격한 마감

시간에 맞춰 일한다’ 중 ‘가끔 그렇다’(OR=1.983, p<0.01), ‘항상 그렇

다’(OR=2.652, p<0.001),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중 ‘가끔 

그렇다’(OR=0.299, p<0.001), ‘항상 그렇다’(OR=0.214, p<0.001), 인지적 부

담 항목인 ‘주로 하는 일이 복잡하다’ 응답으로 ‘그렇다’(OR=2.07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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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높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심리사회적 업무요구에서 심리적 업무량 중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의 응답이 ‘가끔 그렇다’에서 0.29배, ‘항상 그

렇다’에서 0.14배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더 감소하였다. ‘매우 빠른 속도로 일

한다’의 응답이 ‘가끔 그렇다’2.42배, ‘항상 그렇다’에서 2.26배, ‘엄격한 마감

시간에 맞춰 일한다’의 응답이 ‘가끔 그렇다’ 1.98배, ‘항상 그렇다’에서 2.65

배, 인지적 부담 항목인 ‘주로 하는 일이 복잡하다’ 응답에 ‘그렇다’라고 응답

할수록 2.07배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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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성별에 따른 우울 또는 불안장애 영향요인- 일반적특성

구분 변수
남성 여성

OR(95% CI) p값 OR(95% CI) p값

연령

　 1　 　 0.000 　 　1 　 0.230
25세-35세 미만      1.182 ( 0.299 - 4.666 ) 0.812     2.728 ( 1.107 - 6.721 ) 0.029
35세-45세 미만      3.325 ( 0.874 - 12.645 ) 0.078     1.955 ( 0.776 - 4.927 ) 0.155
45세-55세 미만      1.724 ( 0.432 - 6.888 ) 0.441      2.181 ( 0.860 - 5.536 ) 0.101
55세-65세 미만      5.474 ( 1.369 - 21.892 ) 0.016      2.536 ( 0.845 - 7.616 ) 0.097

교육수준
　 1　 　 1.000 　 　1 　 0.827

중학교 졸업      1.758 ( 0.462 - 6.918 ) 1.000      0.728 ( 0.053 - 10.081 ) 0.813
고등학교 졸업 이상       3.325 ( 0.874 - 12.645 ) 0.997      1.109 ( 0.102 - 12.059 ) 0.932

수입

　 1　 　 0.736 　 　1 　 0.353
100만원-200만원 미만      3.895 ( 0.309 - 49.051 ) 0.293      2.313 ( 0.813 - 6.581 ) 0.116
200만원-300만원 미만      4.034 ( 0.312 - 52.238 ) 0.286      1.887 ( 0.606 - 5.874 ) 0.273

300만원 이상      3.601 ( 0.284 - 45.596 ) 0.323      2.368 ( 0.828 - 6.771 ) 0.108

사업장 규모 50명 이상      0.000 ( 0.000 - 0.000　 ) 0.996      3.544 ( 1.560 - 8.053 ) 0.003

고용 형태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0.466 ( 0.201 - 1.083 ) 0.076      1.138 ( .688 - 1.884 ) 0.615

주당근로시간
　 1　 　 0.001 　 　1 　 0.136

40시간-50시간 미만      0.404 ( 0.139 - 1.174 ) 0.096      0.662 ( 0.337 - 1.302 ) 0.232
50시간 이상      0.995 ( 0.350 - 2.828 ) 0.993      1.029 ( 0.505 - 2.096 ) 0.937

교대근무유무 교대근무 무      0.563 ( 0.323 - 0.983 ) 0.043      0.734 ( 0.419 - 1.283 ) 0.277

직업

　 1　 　 0.009 　 　1 　 0.618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0.885 ( 0.510 - 1.538 ) 0.666      0.733 ( 0.452 - 1.190 ) 0.209

단순노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331 ( 0.165 - 0.665 ) 0.002      0.652 ( 0.253 - 1.678 ) 0.375

군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652 ( 0.186 - 37.898 ) 0.472     0.000 ( 0.000 -0 .0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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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성별에 따른 우울 또는 불안장애 영향요인- 심리사회적 업무요구

   

구분 변수
남성 여성

OR(95% CI) p값 OR(95% CI) p값

심리적 
업무량

빠른속도의 
일처리

　 1　 　 0.924 　 　1 　 0.036

가끔 그렇다   0.869   ( 0.428 - 1.762 ) 0.697      2.067   ( 1.188 - 3.598 ) 0.010

항상 그렇다   0.974   ( 0.432 - 2.194 ) 0.949      1.676   ( .789 - 3.557 ) 0.179

엄격한
마감시간

　 1　 　 0.101 　 　1 　 0.392

가끔 그렇다   0.791   ( 0.355 - 1.761 ) 0.566      0.905   ( 0.487 - 1.683 ) 0.753

항상 그렇다   1.849   ( 0.916 - 3.735 ) 0.087      1.448   ( 0.734 - 2.857 ) 0.286

작업완료시 
충분한 

시간 유무

　 1　 　 0.000 　 　1 　 0.000

가끔 그렇다   0.269   ( 0.162 - 0.446 ) 0.000      0.305  ( 0.193 - 0.482 ) 0.000

항상 그렇다   0.098   ( 0.050 - 0.190 ) 0.000      0.219  ( 0.129 - 0.371 ) 0.000

나에 대한 
업무 기대감 
아는 정도

　 1　 　 0.046 　 　1 　 0.932

가끔 그렇다   0.415   ( 0.207 - 0.833 ) 0.013      1.049  ( 0.552 - 1.992 ) 0.884

항상 그렇다   0.583   ( 0.308 - 1.106 ) 0.099      0.964  ( 0.506 - 1.838 ) 0.912

인지적 
부담

일의 복잡 그렇다   1.002   ( 0.618 - 1.623 ) 0.994      1.931  ( 1.276 - 2.920 ) 0.002

감정적 
부담

일할 때 
감정 연루

　 1　 　 0.971 　 　1 　 0.288

가끔 그렇다   1.021  ( 0.616 - 1.695 ) 0.935 1.371  ( 0.875 - 2.147 ) 0.168

항상 그렇다   0.939  ( 0.491 - 1.798 ) 0.850 1.435  ( 0.825 - 2.496 ) 0.201

감정 
숨기기

일할 때 
감정 숨김

　 1 　 0.000 　 　1 　 0.530

가끔 그렇다   0.682  ( 0.360 - 1.292 ) 0.240 1.015  ( 0.564 - 1.826 ) 0.960

항상 그렇다   2.022  ( 1.075 - 3.803 ) 0.029 1.288  ( 0.701 - 2.368 )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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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보정 후 남성의 우울 또는 불안장애 영향요인

구분 변수 OR1(95% CI) p값 OR2(95% CI) p값

심리적 
업무량

빠른 속도의 
일처리

1 0.120 　 1　 　 0.924

가끔 그렇다 0.889   ( 0.501 - 1.577 ) 0.688 0.869   ( 0.428 - 1.762 ) 0.697

항상 그렇다 1.777   ( 0.979 - 3.222 ) 0.059 0.974   ( 0.432 - 2.194 ) 0.949

엄격한 마감시간

1 0.003 　 1　 　 0.101

가끔 그렇다 0.873   ( 0.455 - 1.673 ) 0.682 0.791   ( 0.355 - 1.761 ) 0.566

항상 그렇다 2.288   ( 1.376 - 3.804 ) 0.001 1.849   ( 0.916 - 3.735 ) 0.087

작업 완료시 
충분한 시간 

유무

1 0.000 　 1　 　 0.000

가끔 그렇다 0.233   ( 0.143 - 0.378 ) 0.000 0.269   ( 0.162 - 0.446 ) 0.000

항상 그렇다 0.099   ( 0.053 - 0.185 ) 0.000 0.098   ( 0.050 - 0.190 ) 0.000

나에 대한 업무 
기대감 아는 

정도

1 0.000 　 1　 　 0.046

가끔 그렇다 0.284   ( 0.150 - 0.540 ) 0.000 0.415   ( 0.207 - 0.833 ) 0.013

항상 그렇다 0.353   ( 0.204 - 0.612 ) 0.000 0.583   ( 0.308 - 1.106 ) 0.099

인지적 
부담

일의 복잡 유무 그렇다 1.118   ( 0.711 - 1.759 ) 0.629 1.002   ( 0.618 - 1.623 ) 0.994

감정적 
부담

일할 때 
감정연루

1 0.830 　 1　 　 0.971

가끔 그렇다 0.907   ( 0.562 - 1.463 ) 0.689 1.021   ( 0.616 - 1.695 ) 0.935

항상 그렇다 0.842   ( 0.462 - 1.534 ) 0.574 0.939   ( 0.491 - 1.798 ) 0.850

감정 
숨기기

일할 때 
감정숨김

1 0.004 　 1 　 0.000

가끔 그렇다 0.588   ( 0.327 - 1.054 ) 0.075 0.682  ( 0.360 - 1.292 ) 0.240

항상 그렇다 1.381   ( 0.809 - 2.357 ) 0.236 2.022  ( 1.075 - 3.803 ) 0.029

OR1 : 일반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수입, 종사자수, 고용형태, 주당근무시간, 교대근무유무, 직업) 보정 

OR2 : 모든 변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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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보정 후 여성의 우울 또는 불안장애 영향요인

구분 변수 OR1(95% CI) p값 OR2(95% CI) p값

심리적 
업무량1

빠른 속도의 
일처리

1 0.000 　 　1 　 0.036

가끔 그렇다 2.427   ( 1.596 - 3.693 ) 0.000 2.067   ( 1.188 - 3.598 ) 0.010

항상 그렇다 2.262   ( 1.297 - 3.944 ) 0.004 1.676   ( 0.789 - 3.557 ) 0.179

엄격한 
마감시간

1 0.000 　 　1 　 0.392

가끔 그렇다 1.983   ( 1.243 - 3.162 ) 0.004 0.905   ( 0.487 - 1.683 ) 0.753

항상 그렇다 2.652   ( 1.638 - 4.293 ) 0.000 1.448   ( 0.734 - 2.857 ) 0.286

작업 완료시 
충분한 시간 

유무

1 0.000 　 　1 　 0.000

가끔 그렇다 0.299   ( 0.193 - 0.462 ) 0.000 0.305   ( 0.193 - 0.482 ) 0.000

항상 그렇다 0.214   ( 0.132 - 0.346 ) 0.000 0.219   ( 0.129 - 0.371 ) 0.000

나에 대한 
업무 기대감 
아는 정도

1 0.262 　 　1 　 0.932

가끔 그렇다 0.917   ( 0.508 - 1.656 ) 0.774 1.049   ( 0.552 - 1.992 ) 0.884

항상 그렇다 0.691   ( 0.390 - 1.225 ) 0.206 0.964   ( 0.506 - 1.838 ) 0.912

인지적 
부담

일의 복잡 
유무 그렇다 2.073   ( 1.396 - 3.079 ) 0.000 1.931   ( 1.276 - 2.920 ) 0.002

감정적 
부담

일할 때 
감정연루

1 0.293 　 　1 　 0.288

가끔 그렇다 1.379   ( 0.915 - 2.079 ) 0.125 1.371   ( 0.875 - 2.147 ) 0.168

항상 그렇다 1.259   ( 0.760 - 2.086 ) 0.372 1.435   ( 0.825 - 2.496 ) 0.201

감정 
숨기기

일할 때 
감정숨김

1 0.172 　 　1 　 0.530

가끔 그렇다 1.245   ( 0.715 - 2.167 ) 0.439 1.015   ( 0.564 - 1.826 ) 0.960

항상 그렇다 1.626   ( 0.937 - 2.821 ) 0.084 1.288   ( 0.701 - 2.368 ) 0.415

OR1 : 일반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수입, 종사자수, 고용형태, 주당근무시간, 교대근무유무, 직업) 보정 

OR2 : 모든 변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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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연구는 고객대면 근로자에서 우울 또는 불안장애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분석하

고 심리사회적 업무요구가 우울 또는 불안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되

었다. 

  고객대면 근로자란 서비스 산업의 도입 이후 고객 대면 상황이 업무 환경에서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근로자를 통틀어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 환경 조사에서 

“고객, 승객, 학생, 환자와 같은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상대한다.”고 응답

한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고객 대면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우울 또는 불안장애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여성일수록, 35세-45세 미만과 55세-65세 미만에서, 월 평균 수입에서는 100만

원-300만원 미만에서 높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높은 이유는, 오늘날 이분법적 성역할의 

틀은 없어지고 있으나(김보은 등, 2016)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직무 외적으로 사회

적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Ogiwara, 2008). 따라서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 되어(South & Spitze, 1994)

여성이 남성보다 직무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Lidwall & 

Marlund, 2006).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5년~2009년의 우울증 진료를 받

은 환자 추이 분석 상 남성은 10.5% 증가한 반면, 여성은 약 20.0% 증가한 결과가 

보고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여여성의 사회진출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직접 대면 뿐 아니라 간접 대면 근로자, 특히 여성 근로

자의 사회적 지지가 더욱 요구된다.

  고객대면 근로자에서는 35세-45세 미만에서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높게 나온 이

유는 30대는 직무수행에 몰입하는 연령대이므로, 40대는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던 기존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다(김병숙, 안윤정, 이보비, 

2009). 55세-65세 미만에서 높게 나온 이유는 중·고령 근로자들은 젊은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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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피로나 신체적 질환,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고 직무스트레스에서 유발

되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더욱 취약하다는 결과와 연결할 수 있다(김영선, 김

보형, 김혜민, 2014). 이와 더불어 근로자를 제외한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며(김주희 등, 2015) 2016 OECD 사

회지표 내의 50대 고립감이 우리나라가 34/34위로 최하위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고립감이란, 사회적 관계의 결함에서 야기된 

우울감, 불안장애, 자살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Vincenzi & Grabosky, 1987; 

Kalafat & Elias, 1995). 현재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는 중·고령자근로자

가 증가할 것이며(장윤섭, 양준석, 2017), 고객 대면 근로자의 우울 또는 불안장애 

발병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따라서 고객대면근로자 중·고령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및 조기 퇴직을 막는 방안에 대한 현안 또한 요구

된다.

  낮은 소득수준은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Mirowsky & Ross, 2001) 경제적

인 곤란이나 곤란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와 삶의 만족도와 자기개념(self-concept)

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울로 연결될 수 있다(송이은, 김진영, 2012). 고객 대면 

근로자 중 우울 또는 불안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이는 수입 범위는 100만원

-300만원 미만이었으며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는 고객 대면 근

로자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고객 대면 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근로자의 감정 

관리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업자의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비금

전적 보상(승진, 자기실현, 성취감, 소속감, 관리방식 등)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장춘수, 2010)를 통해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안녕 도모에는 

한계가 있다.     

  고객 대면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우울 또는 불안장애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사업체 규모는 50명 이상에서, 주당 근로 시간은 길어질수록,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 일수록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높았다. 직업군으로는 사무직으로 분류한 사

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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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사업체의 규모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0명으로 분석되어 50명 미만

과 50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사업체 규모가 50명 이상에서 우울 또는 불안장애

가 높게 나왔고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50명 이상의 정상, 우

울 또는 불안장애의 빈도가 302명으로 50명 미만의 14,632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원인으로 추측된다. 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자에게 직업 불안정성으로 인

한 우울감이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 보다 높았다(하영미, 박현주,2016). 이 연구에서

는 소규모와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우울과 불안장애에 유의한 

관련 변수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직무스트레스, 직장폭력이라는 선행 연구를 보였

다. 사업체 규모가 100인 이상인 경우 100인 미만인 경우보다 직무만족이 높고 고

용안정과 임금이 높았다(곽현주, 2018). 사업체 규모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외 매개요인의 영향을 받은 우울 또는 불안

장애의 결과적 빈도라고도 볼 수 있다. 

  교대 근무를 하는 집단에서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높았고, 이 결과 또한 선행 연

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제조업 사업장 교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현경, 

손민성, 최만규, 2013)와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국내 선행연구

(김덕진, 이현주,2017)모두 주간 근로자에 비해 교대근로자의 우울이 더 높았다. 간

호사를 대상으로 우울과 교대근무의 관계를 알아본 손연정 등(2011)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교대근로자의 우울 정도가 주간근로자보다 

높았다.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Lee 등(2006)의 임상 간호사의 우울에 

관한 선행 연구를 근거로 지각된 스트레스와 피로 및 분노, 분노의 표현방식을 우

울의 영향 예측 요인으로 보고한 것을 토대로 교대 근무 외에도 많은 변수들이 우

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하였다. 

  직업군으로는 사무직 근로자로 분류한 사무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순노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0.46배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낮았다. 미국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한 직업군과 우울장애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문직, 기술직 서비스, 노동종사

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Kessler etc, 2006). 일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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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무직, 관리직, 기술자와 같은 산업화 사회의 직업에서 농부

나 숙련된 수공업자와 같은 전통적 사회의 직업보다 단극성 우울증이 증가한 것으

로 보아 산업화 과정에서 증가한 것으로 본 연구가 있다(Otsuka. K, Kato. S, 

2000). 임화영(2012)의 업무 특성에 따른 질병성 정신질환자와 재해로 인한 사고

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무직, 서비스직의 분포에서 정신질환 재해

가 가장 높았다는 점으로 보아 10개 대분류의 직업군으로 분류했을 시 직업별 유

의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진다. 

  고객 대면 근로자에서 심리사회적 업무 요구를 확인한 결과 7개 지표 중 6개에

서 우울 또는 불안장애의 노출 비율이 높았다. ‘심리적 업무량’ 중 빠른 속도로 일

을 처리해야 할수록, 업무 시 엄격한 마감시간이 있을수록, ‘인지적 부담’인 일이 복

잡 할수록, ‘감정 숨기기’인 업무 시 감정을 숨기고 일할수록 우울 또는 불안장애의 

노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심리적 업무량’ 중 작업 완료시 충분한 시간이 있을수록, 

나에 대한 업무 기대감을 알수록 우울 또는 불안장애의 노출 비율이 감소하였다. 

  고객대면 근로자의 우울 또는 불안장애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주요 요인은 

무엇보다도 ‘인지적 부담’으로 복잡한 업무 수행 할 때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고객대면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정했을 때의 ‘인지적 부담’의 우울 또는 불안장

애 위험은 1.6배였으며, 다른 심리사회적 업무요구까지 보정한 이후에는 1.5배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성인은 하루 2/3 이상을 직장과 관련된 일상을 보내고 있고, 

인지적 부담과 업무과중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과 업무상 손상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조흠학, 2008; 정달영 등, 

2010)와 연관된 결과이다. 또한 치위생사의 업무량과 감정적 부담과 우울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선행 연구(김율아, 2018)와 일치하였다. 또한 정은숙 등

(2011)은 생산직 여성 근로자의 우울에 대한 연구에서 ‘인지적 부담’에 해당되는 

작업강도와 작업 시 요구되는 집중도가 우울과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확인

하였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인지적 부담’이 있을 때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별로 구분하여 보정한 결과에서는 

‘인지적 부담’과 우울 또는 불안장애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성별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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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예외 요인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남녀 모두에게 직무의 복잡성

을 가능한 단순화시키고 명확화 함으로써 심리사회적 업무요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

고 본다. 

  또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전경자 등(2011)의 연구에서는 직급에 

따라 심리사회적 업무환경의 영향 영역이 달라졌다. 사원과 대리, 차장에 비해 부장

에게서 인지적 부담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이 직급에 따라 심리사회적 업무

요구의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토대로 업무요구 개선 방안을 계획할 시 각 부서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한 사업체 내의 직급에 따라서도 함께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객 대면 근로자의 우울 또는 불안장애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주요 요인

은 심리적 업무량 중 작업 완료시 충분한 시간이 있는 정도로 확인되었다. 구체적

으로 고객 대면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정했을 때의 심리적 업무량의 작업 완료

시 충분한 시간이 있는 정도가 가끔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 일 때 각각 0.27, 0.16

배, 다른 심리사회적 업무요구까지 고려한 이후에도 0.28배, 0.15배 감소하는 것으

로 확인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시간에 쫓기면서 일할 경우 남녀에서 모

두 우울감이 증가한 선행 연구(김휘중, 2017)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전체 고객 대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을 보정했을 시 심리적 업무량 중 

업무 기대감을 아는 정도에 대한 응답이 가끔 그렇다에서 0.55배, 항상 그렇다에서 

0.5배 우울 또는 불안장애의 영향요인이 감소하였다. 기대불일치는 근로자의 심혈

관계질환의 재발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김준호, 장세진, 

2012).

  고객 대면 근로자를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후 성별로 구분 했을 때 심리사회적 

업무요구와 우울 또는 불안장애의 유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에서 심리적 요구량의 작업 완료시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우울 또는 불안장

애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여성과 공통되는 유일한 업무요구 항목이었다.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남성의 경우 업무 시 충분한 시간이 있는 정도에 대해 가끔 

그렇다에서 0.23배, 항상 그렇다에서 0.99배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우 가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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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0.29배, 항상 그렇다에서 0.21배의 결과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다른 점은 심리사회적 업무요구의 7개 지표 중 4개에서 우

울 또는 불안장애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4개 지표로는 심리적 업무량 중 빠른 속도의 업무 처리, 엄격한 마감시간, 작업 

완료시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일의 복잡 유무이다. 구체적으로 고객 대면 근로자 

중 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보정했을 때 심리적 업무량 중 빠른 속도로 일처리 할수

록 가끔 그렇다에서 2.4배, 항상 그렇다에서 2.26배 증가하였다. 엄격한 마감시간 

요구에는 가끔 그렇다에서 1.9배, 항상 그렇다에서 2.6배, 인지적 부담 항목인 일의 

복잡 유무에서는 복잡한 경우 2.07배 증가하였다. 

  고객 대면 근로자 중 대부분이 여성인 대표적인 직업으로 간호사를 들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남자간호사의 비율은 2.3%(대한간호협회, 2014)로 보고되었다. 

간호사의 업무 속도가 빠를수록 신체적인 피로 강도보다 심리적인 피로 강도가 악

화되는 연구는(박인숙, 2016) 간접적인 정신건강의 악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환경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김미진 등(2015)은 1-5년 근

무한 간호사는 11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보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고, 특히 1년 미

만 간호사에서 가장 좋지 않았다.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업무량 과중 시 소진

과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조행란, 2014)는 연구도 있다. 

  빠른 속도의 업무 작업과 엄격한 마감시간, 작업 완료시 충분한 시간이 주어 질 

수 있도록 업무 자율성을 갖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일의 복잡성을 줄

이기 위해 업무의 명확성과 업무 프로토콜 등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대면 근로자에게 감정노동을 나타내는 ‘감정적 부담’과 ‘감정 

숨기기’ 항목에서 우울 또는 불안장애의 영향요인이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고객대면 근로자를 일반적 특성을 보정 했을 때 ‘감정 숨기기’ 항목인 일할 때 감정

을 숨긴다 응답으로 항상 그렇다인 경우 드물다 응답에 비해 1.48배 우울 및 불안

장애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다른 심리사회적 업무요구 항목까지 보정했을 때에

는 유의하지 않았다. 고객대면 근로자 중 여성인 경우에는 유의한 결과가 없었으며, 

남성인 경우에는 다른 심리사회적 업무요구 항목까지 모두 보정했을 시 ‘감정 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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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항목에서 항상 그렇다인 경우 드물다인 응답에 비해 2.02배 우울 또는 불안장애

에 영향을 주었다. 다수의 국내외 연구에서 ‘감정적 부담’과 ‘감정숨기기’가 많은 직

종에서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부정적 역할을 함이 밝혀졌다

(Eurofound,2012; 전경자,최은숙,2013).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기존연구에 비해 

고객 대면 근로자에게는 다소 낮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가 감정노동

이 높은 특정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거나, 심리사회적 업무요구에 대한 요

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감정적 부담’ 및 ‘감정숨기기’의 영향력을 연구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 중 고객대면을 요하는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직업 

특성 상 감정적 부담 요구 및 감정 숨기기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 자체를 없애기 보

다는 다른 심리사회적 업무요구를 개선함으로써 예방 또는 완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인 근로환경조사는 신뢰성은 높으나, 단면 조사 연구로 변수

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심리사회적 업무요구로 

인한 우울 또는 불안장애의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전향적 코호트 연구 

등이 필요하다.  

  둘째, 코펜하겐 사회심리학적 업무환경의 12가지 항목 중 심리사회적 업무요구에 

해당되는 4가지 항목, 7가지 지표로 고객대면 근로자의 우울 또는 불안장애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4가지 항목 외 8가지의 업무환경 요인에 대한 영향

력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응답 선택의 제시가 일관적이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4가지 지표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연구 대상자를 직업군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고객대면근로자

를 선택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각 직업군에 따른 심리사회적 위험 노출의 다름 정

도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고객 대면 근로자에게 우울 또는 불

안장애에 대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업무요구의 영향과 더불어 성별에 따른 차이점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이에 고객 대면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로 적절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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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고객 대면 근로자에게 코펜하겐 사회 심리학적 조사도구(COPSOQ) 

항목 중 심리사회적 업무 요구와 우울 또는 불안장애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차 근로환경조사 (The Fourth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 중 65세 미만의 고객 대면 근로자 15,05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 대면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심리사회적 업무요구와 우울 또는 불

안장애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100만원-300만원 미만의 수입의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 주당근무가 길어질수록, 교대근무를 할수록 우울 또는 불안장

애가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업무 요구에서는 빠른 속도의 일처리와 엄격한 마감시간, 일의 복잡

성, 감정을 숨기고 일하는 것은 반면 작업 완료에 충분한 시간과 나에 대한 업무 

기대감을 아는 정도에 따라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낮았다. 

  우울 또는 불안장애의 수준과 영향요인 모두 성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

서 성별로 구분하여 우울 또는 불안장애의 영향 요인을 확인 하였다.  

  남성은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고, 업무에서 나에게 기대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감소하였고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춰 일해야 

하는 경우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높았다.

  여성은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 감소하였고 매우 빠른 속도

로 일하거나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춰 일하거나 주로 하는 일이 복잡한 경우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높았다. 

  따라서 빠른 속도의 작업과 엄격한 마감시간을 완화시키고, 작업 완료시 충분한 



- 42 -

시간이 주어 질 수 있도록 업무 자율성, 업무 프로토콜과 같은 명확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우울 또는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건강보험 뿐 아니라 산

재 보험의 입장에서도 정신질환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산업보건은 근

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 내, 외적 환경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모색하고, 정신질환에 발병된 근로자에게는 질환을 인정하고 회복하도록 도우며 나

아가 직장 복귀율과 근로자의 안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모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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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pression or Anxiety disorder related to 

Psycho-social work demands 

for The customer-facing workers

Hae-Min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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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Jongwook Won, M.D., Ph.D.)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 work demands of customer-facing workers and the 

depression or anxiety disorders.

Subjects and Methods: Based on the data from the Fourth Korean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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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Survey (KWCS),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in 2014, total 15,057 workers who have 

to face with complaining customers in workplace were elected for the final 

study. 

  First, we used frequency analysis and  -test in order to examine the 

factors of the customer-facing workers. 

  Second, in order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pression or 

anxiety disorder,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population sociologic characteristics, working 

conditions, the seven factors for psycho-social work demands.

Result: From the general characteristics, depression or anxiety disorder 

occurred relatively high in workers those are women, monthly earning 

ranged between 1 million won to 3 million won, in the firm with more than 

50 workers, as the working time becomes longer, and shift workers.

 In psych-social work demands high depression or anxiety disorder rate 

was reported to those workers asked to work quick with strict deadlines, 

with complex job, and asked to suppress their emotions while working.

 On the other hand, Depression or anxiety disorder were low to those who 

knew their work expectations and had enough time to complete their task.

 The incidence and influencing factors of depression or anxiety disorde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Men have reduced their depression or anxiety disorder when they had 

enough time to complete the task by OR 0.09fold, and when they knew their 

work expectations by OR 0.35fold. The depression or anxiety disorder 

increased by OR 2.28 fold when they had to work with strict deadline.

 Women reduced their depression or anxiety disorder when they had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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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complete the task by OR 0.2fold. The depression or anxiety disorder 

increased by OR 2.26fold when they had to work at a high speed, by OR 

2.65fold with strict deadline, and by OR 2.07fold when they were given 

complex task.

Conclus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various psycho-social work demand 

factors were related to the depression or anxiety disorder.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depression or anxiety disorder, clarifications such as 

work autonomy and business protocols are required to alleviate high-speed 

tack and strict deadlines, and to allow sufficient time for comple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