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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부 3.0” 시대를 맞아 고객 지향의 행정개혁 흐름이 본격화되고 주

거를 비롯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고객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항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조직 대민업무 부서 종사자의 감정

노동 강도가 세어지고, 이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 및 이탈 현상 등 직무

소진의 부작용이 함께 발생하고 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현상이 조직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험적 사례의 증가에 따라 위기감을 인식한 LH공사에서는

2014년, 감정노동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힐링캠프’ 교육을 실시하

여 이들의 사기 진작 및 소진 방지를 위한 조직지원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학문적 연구가 부족했던 공공조직 감정노동

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무소진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를

확인해보고,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 부(-)의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상

황요인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직무소진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인 정서

적 고갈․고객에 대한 비인격화․개인 성취감 감소를 독립변수로, 직무

몰입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인 정서적․유지적․규범적 몰입을 종속변수

로, 조직지원 중 LH공사에서 실시한 ‘힐링캠프’ 교육을 조절변수로, 조직

지원인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간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직무소진은 종속변수인 조직몰입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무소진의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 정서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지적 몰입의 영향

요인은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임을 알 수 있었으며, 정서적 고갈과 개인

성취감 감소는 유지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

로 직무소진 중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와 개인 성취감 감소는 규범적 몰

입에 부(-)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 관계에서 조직지원 활동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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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직무소진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고갈,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감소와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유지적,

규범적 몰입 간 각각의 세부 관계에서 조직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모든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매개회귀분석 결과 조직지원인식은 직무소진과 조직

몰입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지원인식은 직무소

진의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와 정서적 몰입 간 관계에서 부분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종속변수가 유지적 몰입일 때는 직무소진 사이에서 조직지

원인식의 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종속변수가 규범적 몰입의 경

우 직무소진 변수 중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와 개인 성취감 감소와의 관

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이 부분매개 변수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가 부족했던 공공조직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공공조직에서도 감정노동자에 대한 조직차원의 관리가 중요함

을 밝혔다. 둘째,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 부(-)의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

한 처방적 교육제도의 의의와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조직

지원인식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제 3의 변수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

는 직무소진을 줄이는 것이 조직지원인식의 변화를 통해서도 조직성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조직의 감정노동의 강도가 점점 세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증

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공공조직 구성원의 감정노동과 이로 인

한 부작용에 대한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경시했던 것이 사실이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보며, 이로 인해 공공조직

특성에 맞는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조직관리 기법이

도출되길 기대해본다.

주요어 : 감정노동, 직무소진, 조직몰입, 조직지원, 조직지원인식

학 번 : 2014-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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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고객의 감정을 우선시하여 자신의 감정

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의 유형을 말한다

(Hochschild, 1983). 1983년 최초로 ‘감정노동’이 개념화되어 학문적 연

구의 대상이 된 이래로, 조직의 규모․유형․특성과 상관없이 공통적으

로 고객서비스 향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며 감정노동자 수와 감정노동

의 강도가 점점 증가해 왔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2500

만 명 중 약 552만 명이 감정노동자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중 자영업자

를 제외한 감정노동 근로자만 해도 400만 명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근

무시간의 50% 이상 감정노동에 노출된 근로자가 258만명, 근무시간 내

내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도 약 110만명에 달해 감정노동의 강도

또한 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감정노동의 증가 추세에 따라 감정노동자의 심리적․신체적

탈진 현상인 ‘직무소진(Job Burnout)’이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

한 관심과 연구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2007～2009년 시행된 국

민건강영양조사에서 감정노동 정도를 묻는 항목에 응답한 임금 근로자 5

천 771명을 대상으로 우울감과 자살생각 여부 등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

에 의하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감정노동

자의 정신건강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취약하다고 밝혀졌다 (김인아,

2014). 보다 구체적으로 ‘감정을 숨기고 일함’이라는 항목에 ‘매우 그렇

다’라고 답한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2주 연속 우울감

을 느낀 확률이 남성은 3.4배, 여성은 3.9배 높았다. 또 최근 1년간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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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각한 비율도 남성, 여성이 각각 3.7배, 2.9배 높았으며 주관적으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감정노동자 군에서 남성은 2.3배,

여성은 3.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감정노동자의 직무소진이 조직 차원에서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는 까닭

은 소진을 경험하는 것이 개인 뿐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조직 입장에서 보면, 소진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감정노동이 심리적 외상, 직무 스트레스

증가, 주관적 건강상태의 악화 등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부

정적인 정서를 갖고 사기가 저하된 직원은 퇴직 및 이직 의도 증가, 직

무 만족도 하락 등 조직 몰입 저하 및 이탈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 때문

이다. 이렇듯 직무소진은 조직 성과와 유효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도 고객 응대가 주 업무인 감정노동자군에서 발생하는 직

무소진의 심각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특히 2013년 초부터 성남, 용인, 울산 지역 사회복지 공무원의 잇따른

자살 사건을 접한 이후 그간 감정 노동을 경시하던 공공조직에서도 감정

노동자의 직무소진과 그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이같

은 종사자의 사기 저하 및 이탈, 즉 소진현상이 조직 목표 달성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공조직에서 감정노동자의 직무소진이 논의되기 시작한 또다른 배경

에는 현 정부 들어 각종 복지정책이 확대되어 오고 전 세계적인 행정개

혁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3.0시대의 고객 지

향 행정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된 데에 있다. 공기업 등 공공조직에서

는 고객서비스 향상에 대한 거세진 압력에 대응해야 하는 한편 블랙 컨

슈머와 같이 과도한 고객 요구 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더 많은 노

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행정개혁의 흐름과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현 정부의 복지

재정 확대 기조는 주거복지 정책 수행 기관인 LH공사에도 직접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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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쳐 관련 업무량의 폭증을 유발하였다. LH공사에서 규정하는 감

정노동자의 범위는 지역본부 수준에서 이뤄지는 보상, 판매, 공사감독,

주거복지, 자산관리 등의 직무로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일이 주요 업무

인 종사자이다. 개발되는 토지의 보상에서부터 주택의 건설 및 공급, 관

리를 총괄하는 LH공사의 업무 특성 상 대민 업무가 다른 공공조직에 비

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강도 또한 재산권이나 거주환경에 직접 연관되

어 매우 센 편이다. 이에 따라 감정노동자로 분류되는 대민업무 담당 직

원의 건강 악화, 휴직의 증가, 사기 저하 현상이 잦아지자 소진의 부작용

을 조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지만 실제로 기피부서로 분류되는 특정 대민업무 부서 담당자의 조

직 애착도가 떨어지고 유산, 육아휴직, 질병 발생률이 높고 인력교체 시

기가 잦은 등 인력관리와 조직 목표 달성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2014년 3월부터 LH공사에서는 감정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시행하여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조직 차원에서 이들의 사기 진작 및 소진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LH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조직지원

활동인 힐링캠프 제도 도입이 조직몰입과 직무소진 간 영향관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를 함께 파악하게 된다면 소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차원의 지원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수 계기가 되겠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연구가 불충분했던 공공조직에서도 직무소진과 조

직몰입 간 부(-)의 관계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조직지원 활동 중

교육훈련제도인 힐링캠프가 직무소진과 조직몰입도 사이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 구성원의 조직지원 인

식의 변화가 조직몰입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매개역할을 하는지

를 검증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감정노동 종사자의 소진에 따른 부작

용을 예방하고 감정노동자의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지원의 효과

성 및 필요성 여부 등 인력 관리시의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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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감정노동 (Emotional Labor)

1. 감정노동의 개념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의 개념은 사회학자인 A. Hochschild가

1983년 “감정노동(The Managed Heart)”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감정까

지 상품화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감정노동’ 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

시초이며 이후 새로운 노동의 유형으로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감정노동은 효과적 업무 수행이나 조직 적응을 위해서 직원이 겪게 되는

실제의 감정 상태와 조직에서 요구되는 규범적 감정표현 간의 차이가 존

재할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결

국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원에게 고객에게 적합한 정서를 표현하

도록 요구하는 행위이다 (Ashforth & Humphrey, 1993).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는 승무원, 콜센터 직원처럼 고객을

직접 접촉하면서 자신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응대해야 하는 서비스 직

종 종사자들이 주로 해당된다. 이들의 감정노동은 마치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을 상대로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본인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고객의 감

정을 더 중시하여 고객에게 보이는 얼굴 표정이나 태도를 정형화하는 노

동의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보경 외, 2013). 그 밖에도 조직이 요

구하는 역할로써 종사자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정을 경영하는 직무라고

감정노동을 정의하기도 한다 (Lee & Ok, 2012).

감정노동은 다시 하위개념으로 분류하여 정의할 수 있다. 내면행위

(Deep Acting)와 표면행위(Surface Acting)가 그것인데 내면행위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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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정노동자의 감정과 행동이 일치하는 행위를 말하고 표면행위는 실

제의 감정에 상관없이 겉으로만 고객을 친절히 응대하는 것을 말한다

(Hochschild, 1983).

자신의 진정한 감정은 억누른 채 자신의 직무에 요구되는 정형화된 연

기를 수행해야 하는 감정노동을 오래 수행한 근로자는 밝은 모습을 보여

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얼굴 표정은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는 이른바 스마일마스크 증후군에 걸리기도 한다. 또한 감

정노동으로 초래된 감정 부조화 상태를 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직무소진(Job Burnout)으로 이어질 경우 정서적

고갈,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나 개인 성취감의 감소 등 개인 및 조직 차

원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Maslach & Jackson, 1981). 이에 따라 감

정노동의 비중이 높은 조직의 경우 조직 유효성 확보를 위해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직무소진에 대한 이해와 소진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2. 공공조직의 감정노동

공공조직은 전통적으로 관료제적 특성이 강해 합리적, 규정적 가치를

중시하고 감정노동을 애써 무시하였으며 공적인 업무 영역에 사적인 개

인 감정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해왔다 (박주상․안승남, 2012).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공공서비스에도 고객지향의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복지 관련 정부 조직 및 재정 규모가 점차 커지며 공공조직에

서도 고객인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부서와 관련 업무가 늘어나게 되었

다. 공공조직에서도 감정 노동이 노동의 주요한 유형이 됨과 동시에 사

회복지공무원의 자살을 비롯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감정노동자의 직무소

진이 조직의 목표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처방적 관리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연구 역시 복지 관

련 업무가 폭증하게 된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야 공공기관 종사자들

의 감정노동이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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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LH공사에서도 최근 감정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전

사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2014년

부터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인 ‘힐링캠프’를 시행하여

조직 차원에서 이들의 사기 진작 및 소진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

고자 시도하였다. 다른 공공조직에서도 점차 감정노동자의 소진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의 처방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연

구에서는 LH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힐링캠프 제도의 도입이 조직몰입과

직무소진 간 영향관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 소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지원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제 2 절 직무소진(Job Burnout)

1. 직무소진의 개념

직무소진(Job Burnout)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

하였으나 기대했던 성과나 적절한 보상이 없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회의

나 좌절, 무관심 등이 극도로 커진 상태라고 정의한다. 소진이라는 개념

을 처음 사용한 심리학자 Freudenberger(1974)는 미국의 지역 정신건강

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치료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의욕을 잃고 환자들

에게 냉담해지는 정서적, 신체적 탈진 현상을 경험했다. 그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 신체적 소진 상

태인 ‘소진(Burnou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직무소진(Job Burnout)

은 직무 스트레스에 장시간 노출되어 생기는 결과로 인한 신체적․정서

적․정신적 고갈 상태로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고객에 대해 비인격

화된 태도를 보인다 (Perlman & Hartma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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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 & Miyazaki(2000)의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스트레스는 일상적이며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긍정적 영향

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소진은 장기적인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트레

스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직무소진의 개념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Maslach & Jackson(1981)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의 직무에 집중하지 못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면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자주 정서적 소진 상태를 경험하고 고객

에게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 업무에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

을 발견했다. 이를 ‘소진 증후군(Burnout Syndrome)'이라고 부르며 소진

은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게 되었다

(Schaufeli, 2009).

2. 직무소진의 구성요인

Maslach & Jackson(1996)은 직무소진(Job Burnout)을 세 가지 하위요

인으로 분류했다. 정서적 고갈 (Emotional Exhaustion), 고객에 대한 비

인격화 (Depersonalization), 개인 성취감 저하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s)가 그것이고 이 세 측면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서로

영향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라

고 부르기도 한다.

첫째,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은 감정소진으로 표현되며

직무소진으로 겪게 되는 정서적 탈진상태로 심리적으로 약해지고 신체적

피로도도 높아지는 상태를 뜻한다. 직무특성의 영향요인에 기인해,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이나 과도한 업무량 등의 원인으로 인해 무기력함, 불

신, 상실감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특히 고객과

접촉이 많은 직무의 경우 빈번히 나타나며 이는 소진의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김세리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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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Depersonalization)는 소진을 경험하는 직

무 종사자들이 자신의 고객에 대해 부정적이고, 냉소적이며 무감각한 반

응을 보이는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비인간적 조직 문화

와 조직의 전문성 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

마지막 하위 요인은 개인 성취감의 감소(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s)이다. 이는 종사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한 성과

를 내지 못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다.

이 경우 자신에 대한 불신, 자신감 상실, 사기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개인 성취감의 감소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기대와 현실 간의 격

차를 들 수 있다.

직무소진의 세 가지 구성 요인은 소진 관련 연구에서 측정을 위한 변

수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직무소진을 정서적 고

갈,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저하의 세 요인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제 3 절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1. 조직몰입의 개념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1970년대부터 종사자들의 이

직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개념화된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었다.

대표적으로 Bateman & Strasser (1984)의 연구에서는 조직에 대한 목표

와 가치를 받아들이고 소속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정도를 조직몰입

이라고 정의하였다. 조직몰입은 종사자의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조

직의 성과를 높이는 등의 조직 유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 변수로 작

용함이 밝혀졌다 (Angel & Perry, 1981). 이후 Allen and Meyer(1991)는

조직몰입을 조직에 대한 애착인 정서적(Affective) 몰입, 조직을 떠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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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현실적 득실을 계산하는 유지적(Continuance) 몰입, 도덕적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기초한 규범적(Normative) 몰입의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종합하면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종사자의 정서적 반응으로, 조직에

대한 동일시, 충성심과 애착과 같은 반응을 의미하며 이는 구성원이 자

신이 속한 조직에 일체감을 가지고 몰두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Mowday et. al.(1979) 외).

이처럼 조직몰입은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조직행동 측면에서 조직 구성

원들이 보이는 중요한 태도 변인으로 인식되어 조직론을 연구하는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조직몰입을 하위 개념으로 유형화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대표적

으로 앞서 언급한 Allen & Meyer(1991)는 조직몰입을 정서적

(Affective), 유지적(Continuance), 규범적(Normative) 몰입의 3종류로 유

형화하였다. 첫째, 정서적(Affective)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속한 조직에

대해 충성과 노력을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 또는 조직의 목

적을 수용하는 신념을 뜻한다. 정서적 몰입은 종사자가 속한 조직과 직

무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며, ‘긍정적 경험’은 경제적 보상에

대한 만족, 상사나 동료와의 인간적 관계 등을 의미한다. 둘째, 유지적

(Continuance) 몰입은 계산적이고 교환적 측면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조직을 떠났을 때 생기는 득실을 현실적으로 계산

하여 조직에 계속적으로 남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지적

몰입은 종사자가 조직과 직무에 쏟은 노력이 조직을 떠났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보다 클 때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규범적

(Normative)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와 미션, 비전 수행에 대

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느끼는 개인적 차원의 심리적 태도를 뜻한다.

다시 말해 도덕적 의무감이나 책임감, 조직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의 죄책감 등의 이유로 조직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생기는 몰입이다.

한편 조직몰입을 유형화하여 개념 정의한 다른 선행 연구들도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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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Angel & Perry(1981)는 조직몰입을 가치 몰입(Value

Commitment)과 유지적 몰입(Commitment to Stay)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가치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본인이 속한 조직에 대해 강한 자

부심을 느끼고 조직 목표와 자신의 가치를 일치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는

상태를 의미하며, 유지적 몰입은 조직에 남아있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

다. Eisenberger(1986)는 계산적 몰입과 감정적 몰입으로 조직몰입을 유

형화하였다. 계산적 몰입은 조직에서 제공받는 물질적, 사회적 보상에 대

한 대가로 구성원이 조직에 충성을 제공하는 것이고, 감정적 몰입은 조

직에 대한 애착과 잔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상에서 조직몰입을 보상, 형태, 원인 등에 따라 구분한 많은 연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의 크기가 조직몰입의 유형에 따라 다름을 밝혀내기 위해 조직몰입을 다

차원으로 유형화한 선행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적용한 개념인 Allen &

Meyer(1991)의 3가지 유형으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2. 조직몰입의 영향요인

조직심리학에서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은 조직몰입이 조직

효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Steers, 1977). 조직몰입에 영향

을 미치는 선행 요인은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인구통계

학적 요인, 직무 관련 요인, 조직 관련 요인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근속기간, 직급, 결혼여부 등의

요인을 말한다. 많은 연구를 통해 이들 요인이 조직몰입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밝혀졌다 (Stevens et. al., 1978; Mathieu & Zajac, 1990). 그러나

이는 조직 차원에서 변경할 수 없는 요인으로 조직 관리시 시사점 도출

이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모두 통제하고 연구

를 진행하였다.

둘째, 직무 및 역할 관련 요인도 조직몰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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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무 요인 중 직무 다양성, 중요성, 자율성과

도전성이 조직몰입 수준을 높인다고 밝혀졌다(Mathieu & Zajac, 1990).

반면 역할 요인인 역할모호성과 역할 갈등은 일반적으로 조직몰입과 부

(-)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Hrebiniak & Alutto, 1972; Mathieu & zajac,

1990).

셋째, 조직 관련 요인인 조직 구조․규모․특성 및 조직문화도 조직몰

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직 규모 보다는 집

중도(Centralization), 공식도(Formalization)와 같은 구조 요인이 조직몰

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Porter et. al., 1974 외), 조직의

공식도와 의존도가 조직 몰입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Buchanan,

1974). 반면 조직 규모와 조직 집중화가 조직몰입과 관련 있다고 분석한

연구도 있다 (Mathieu & Zajac, 1990).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는 윤리적

맥락(Ethical Context)과 조직몰입이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했고

(Valentine, Godkin & Lucero, 2002) 조직문화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Simmons, 2005).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의 영향요인으로 직무소진을 설정하였으며 소진

의 개념 정의를 대입해보면 역할 갈등, 업무량 과다, 역할 모호성 등의

직무특성 및 조직과 상사의 지원, 조직 유형 등의 조직특성 모두와 관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4 절 조직지원인식 및 조직지원

1.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OS)의 개념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OS)은 Eisenberger

(1986) 등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조직도 개인에게 몰입할 수 있다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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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종사자가 조직에 몰입하는 정도를 뜻하는 조직몰입과 대응되는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숙, 2013). 또한 조직이 구성원을 잘 대해주면

그 구성원은 다시 조직에 몰두하고자 하는 의무감을 가지게 된다는 규범

적 교환으로도 볼 수 있다 (서재현, 1997 외). 이 밖에도 조직지원인식은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교환이론

(Social Exchange Theory)을 토대로 조직과 구성원 사이의 상호 호혜성

에 기초한 교환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Bolger, N. & Amarel. D.,

2007). 조직지원인식은 종사자로 하여금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자 조직에

몰입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며 결국 이는 다시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이 보이는 개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 구성원이 가지는 일련의 믿음이라고 하겠다

(김태성, 2014). 종합하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조직 몰입

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써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지지행

위와 믿음을 조직지원인식(POS)이라고 하겠다.

Eisenberger(1986)는 조직이 종사자의 신뢰와 부합하는 물질적, 비물질

적 보상을 제공할 때 조직지원인식이 높아지고 이는 조직 몰입도의 증가

로 이어져 결국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는 결국 종업원 개인과 조직 간의 사회적 교환 관

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지원인식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 추가로 직무소진과 조

직지원인식과의 영향관계를 밝혀 조직지원인식의 매개 효과가 있는지 검

증해보았다.

2. 조직지원(Organizational Support)의 개념

앞서 살펴보았든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은 조직 구성원의 몰입을 중요

시 여기며 종사자를 위해 제공하는 복지와 교육 등에 대해 종사자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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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형성하는 신뢰라고 할 수 있다 (김지숙, 2013). 이는 사회적 교

환 이론의 개념에 따라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에 몰입하도록 하려면 조

직 또한 개인에게 몰입하는 행위인 조직지원이 필요함을 뜻한다.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직지원의 구성요인은 교육훈

련, 보상체계, 권한위임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Eisenberger,

1986). 조직지원은 교육훈련의 기회 부여 및 의사소통 등의 조직 공정성

과 임금, 복리후생 등의 물질적 지원, 인정과 존경과 같은 심리적 지원으

로도 구분할 수도 있다 (조상미 외, 2010). 특히 공정한 기회 부여나 물

질적 지원은 그 자체로 조직에 남고자 하는 유지적 몰입을 증가시키지만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감정적 유대와 정서적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isenberger가 제시한 조직지원의 세 가지 구성 요인

중 LH공사에서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훈련 제도인 ‘힐링캠

프’ 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조직지원을 규정하였다. 감정노동자중 ‘힐링캠

프’ 참여자와 미 참여자의 구분이 명확하여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 조

절효과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힐링캠프’ 교육은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신뢰형성과 동료애를

함양하는 한편, 일선 현장 등 고객접점 직원이 반복적이고 악성 민원으

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와 업무 피로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조

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LH공사에서는 감정노

동 부서를 토지보상, 주택 및 토지 판매, 주거복지, 자산관리, 건설현장

등 주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부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객접점부서 담

당직원 약 2,700명 중 7% 수준에 해당하는 200명을 교육대상자로 선정

하여 2014년 3～4월중 총 4차에 걸쳐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었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소진을 완화하고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제 3

의 요인을 찾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으므로 ‘힐링캠프’ 프로그램이 실

제로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조직몰입도 증가에 유효한지를 검

증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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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직무소진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직무소진의 선행요인을 크게 직무 스트레스

요인, 직무특성요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조주

연 외, 2011).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

할과부하, 역할과소, 스트레스 사건, 직무특성, 자원 불충분성, 대인 관계

등이다. 특히 역할갈등과 역할과부하의 요인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으며

이는 조직몰입의 영향변수와도 동일하다 (이인석 외, 2007, 재인용). 대표

적으로 Lee & Ashforth(1996)의 연구에 따르면 역할과부하가 직무소진

의 하위 요소 중 정서적 고갈과 비인격화와 연관이 있으며 Cordes, Dou

gherty & Blum(1997)의 연구에서는 역할과부하가 직무소진의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와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Hsieh & Hsieh(2003)

의 연구에서는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이 직무소진과 정(+)의 관계를 가

진다고 하였다.

최근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감정노동자의 직무소진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이를 통해 감정노동이 감정노동자의 직무소진에 강한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곽묘묘 외, 2014). 대표적 감정노동자

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소진의 영향 변인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직

무만족도와 직무환경은 소진의 하위 3개 영역에 모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라고 하였다 (황혜신, 2008).

한편, 공공조직 종사자를 연구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김종길(2013)은 공공조직 종사자인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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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소진 간의 관계를 밝

혔다. 독립변수를 감정노동의 세 가지 하위차원인 감정빈도, 주의정도,

감정부조화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직무소진의 네 가지 하위 요소인 신

체적 소진, 심리적 소진,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주의정도와 감정부

조화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소진과 심리적 소진, 비

인격화와 성취감 저하가 모두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공

공조직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상태가 지속될 때 직무소진이

유발되고 결국 이직이나 퇴직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조직 구성원들의 감

정노동을 조직 관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기도 한 LH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소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이세환(2013)의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를 직무특성인 감정노동의 지각정도, 조직특성인 조직공정

성, 개인특성인 A형 성격유형으로, 종속변수를 직무소진으로, 조절변수를

조직몰입으로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진의 영향

요인으로 감정노동의 지각정도는 직원들의 직무소진에 정(+)의 영향을,

분배적 조직공정성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참을성이

없고 성취에 대한 갈망이 큰 A형 성격유형은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로 A형 성격유형과 소진과의 영향관계에

조직몰입이 조절효과를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대민업무 직원의 직무소진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감정노동의 지각정도임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공공조직의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상대적

으로 적고 대부분의 연구가 민간 조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많은

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다음으로 직무소진의 결과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조직성과 측면에

서의 조직 유효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영향관계를 밝히고 있었다.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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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의하면 직무소진이 종사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 및 직무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도 부(-)

의 영향을 미쳐 이직 및 결근, 성과 감소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

다 (고보경 외, 2013; 고종식, 2010, 재인용; 김광지, 2011 외).

고보경 외(2013)에서는 대표적 감정노동자인 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

로 직무소진을 감정소진의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여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에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이종건 외(2009)는 의료기

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소진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직무소진의 하위 차원인 감정적 소진

과 개인 성취감의 감소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모두 낮추며, 감정적

소진과 비인격화는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소진

이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조직 유효성 간의 관계에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정적 소진이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 개인 성취감의 감소는 감정적 소진 뿐 아니라 비인격화를 통하여 이

직이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공공조직 종사자인 사회복지인력을 대상으로 직무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미숙(2004)은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인력의

정서적 고갈 요인은 직무에 대한 애착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이직의도

로 연결된다고 밝혀냈다.

직무소진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함께 고려한 연구로는 이인석 외(2007)

의 연구가 있다. 금융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부담 요소인 역할과부하,

역할갈등을 독립변수로, 직무소진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을 매개 변수로

하고 조직 유효성의 지표인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이직의도를 종속변수

로 회귀분석을 진행한 이 연구에서 역할 과부하가 직무소진의 세 가지

하위 요인 중 정서적 고갈의 영향요인이며 역할갈등은 정서적 고갈 및

비인격화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직무소진의 세 가지 하위요인은

모두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고갈 및 비

인격화와 이직의도 간에는 정(+)의 관계를 가짐을 밝혀냈다 (이인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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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외 연구로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Reichel & Neumann(199

3)의 연구에서는 직무소진의 선행요인으로 과도한 직무요구와 같은 역할

스트레스를, 결과요인으로 경영자의 성공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조직몰입,

직무만족을 들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에서 고객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

로 역할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Singh,

et, al., 1994)

이렇듯 직무소진의 부작용은 이미 충분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으

며 감정노동 또한 직무소진의 영향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지만 공

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의 직무소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 시

점에서 감정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공조직인 LH공사를 대상으로 직

무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고 이들 간의 영향효과를

줄이기 위한 조직차원의 지원 제도가 유효한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제 2 절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의 관계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직무소진을 독립변

수로,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조

직몰입은 조직효과성 및 성과의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므로 직

무 태도 변화의 영향요인으로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우선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 사무직 근로자나 고객 접촉이 주

업무인 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소진이 조직몰입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Wright & Hobfoll, 2004). 소규모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은 부(-)의 관계

를 가진다고 밝혀졌다 (Maslach & Leiter, 1988 외). 직무소진의 하위차



- 18 -

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이 연구에서 정서적 고갈은 조직몰입에 부(-)

의 영향을, 개인 성취감 정도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비

인격화와 조직몰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Edelwich &

Brodsky(1980)는 서비스업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강한 조

직몰입도를 가졌던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이라는 직무 특성의 결과 조직

몰입도가 감소하게 되어 내재적 유인보다는 금전적 보상과 같은 외재적

유인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감소한 조직몰입도가 직

무에 대한 태도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는 조직몰입을 단일 차원으로

정의하였는지 다차원으로 정의하였는지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

다.1) 조직몰입의 개념이 단순히 정서적인 측면으로 분류하기에는 개인의

믿음과 조직과의 일체감의 측면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조직몰입의 유형

을 세분화하여 직무소진과의 관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2) 종사자들은

조직 정책이 일관성이 없더라도 정서적 유대관계로 인해 조직에 애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Mowday, et al.(1979)의 연구에 따라 단일차원의 정서적 몰입만

을 측정하고 있었다 (이원일, 2011 재인용).

우선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의 단일 차원으로 측정한 선행 연구를 살

펴보면 김진수 외(2011)의 연구에서 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직무소진이

조직몰입을 감소시키는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 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비인격화와 개인 성취감 저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인 감정노

동 관리 및 제도적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정서적 고갈은

1) Allen & Meyer (1991)의 연구에 의해 조직몰입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놓고 측정시에는 정서적 몰입의 한 가지만을 적용한 선행연구의 경우 단일차원

으로 간주하였다.

2) 직무소진의 경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직무소진의 차원에 따른 분류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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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고선희, 2013). 대표적인 감

정노동자인 카지노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역시 소진의 하위

3요인 중 정서적 고갈과 개인 성취감의 저하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

을 미치며 직무만족은 매개역할을 하여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이종학 외, 2012).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

스 요인과 직무소진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에서는

직무소진의 하위 차원 중 정서적 고갈과 개인 성취감의 저하가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을 낮추며, 정서적 고갈과 비인격화는 이직의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무소진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조직 유효성간의

관계에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종건 외, 2009).

조직몰입을 다차원으로 구분한 연구는 해외에 비해 국내의 경우 상대

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이는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의 개념 타당성에

대해 학문적 논란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3)

(이목화 외, 2014).

제 3 절 조직지원 및 POS와 직무소진, 조직몰입의 관계

조직지원 및 조직지원인식(POS) 변수의 경우 주로 조직몰입과의 관계

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직무소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우선 조직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지숙(2013)은 동남권 소재 콜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성과

3) Allen & Meyer(1997) 외 다수의 연구에서 규범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 간 높

은 수준의 상관관계와 개념적 중복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서적

몰입이 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적 애착을 의미하는 반면 규범적 몰입은 애

착과 관련한 감정의 세부 유형인 까닭에 정서적 몰입에 규범적 몰입이 포함되

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목화 외, 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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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에서 조직지원 변수인 교육훈련, 보상시스템, 권한위임의 세 요

인이 회복탄력성 및 직무 만족도, 조직몰입도 모두에게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다음으로 조직지원인식(POS)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교환 이론

에 기초하며 사회적 교환의 개념에 따라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에 몰입

하도록 하려면 조직 또한 개인에게 몰입해야 함을 뜻한다. 조직지원인식

(POS)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재현(1997)은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POS)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고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또한

구성원 개인에게 몰입하고 있다는 사용자 몰입(Employer Commitment)

이 조직몰입 향상의 매개 과정으로써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교환 이론에 따른 조직지원인식(POS)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김태성(2014)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유효성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에서 조직지원인식(POS)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지원인식(POS)이 직무만족에는 긍정적

조절효과가 있지만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다고 하였다.

조직지원인식(POS)과 직무소진과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

을 수 없었으며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조직지원인식(POS)이 조

절·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연구도 찾기 힘들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볼 때 많은 학자들에 의해 조직지원과 조직지원인

식(POS)은 조직몰입의 영향요인임이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 조직지원인식(POS)의 중요성이 높다고 밝혀졌

음에도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 영향관계, 또는 직무소진 변수에 조직지

원과 조직지원인식(POS)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검증한 연구는 거의 찾

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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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소진을 경험한 종사자의 경우에 조직몰입도 등 조직 유효성 향상

을 위해서는 조직지원인식(POS)이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강화시키는 긍정

적 상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의 관

계에서 조직지원, 조직지원인식(POS)이 제 3의 변수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제 4 절 선행연구 종합 및 연구 진행방향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직무소진의 영향요인이 직무특성과 직무

스트레스,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이며, 직무소진이 개인 뿐 아니라 및 조

직 차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특성인 감정노동과 직무

소진이 정(+)의 관계를 가지며 감정노동자의 직무소진도가 더 높을 것이

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직무소진

문제가 큰 감정노동 종사자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직무소진과 조직몰

입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감정노동자의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 관계의 선행 연구대상을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항공사 승무원, 카지노 종업원, 콜센터 근무자 등 민간 서

비스업 종사자가 대부분이며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드물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감정노동 종사자에게도 선행연구와 같

은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알아보고자 LH공사 직원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

하였다. 이를 통해 감정노동이 많은 공공조직 구성원의 직무소진이 조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검증해보고 공공조직 관리상의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 결과 직무소진 변수는 대부분 하위 세 가지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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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 것과는 달리 조직몰입을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직무소진의 수준을 파악하고 직무소진을 줄

이기 위한 전략을 도출해 내는데 본 연구의 추가적 목적이 있으므로 소

진 관련 다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직무소진을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정확한 원인관계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다만 조직몰입의 세 가지 유형별 특성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직

몰입을 다차원으로 구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

서는 정서적, 유지적, 규범적 몰입으로 구분되는 세부 유형에 따른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선행연구와 차별화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직무소진이 조직몰입을 다차원으로 정의했을 때도 세 가지 하위 요

인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확인해보고, 만약 일부 요인과

관계를 가진다면 각 요인별 영향의 유무와 크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밝혀낼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조직지원 및 매개변수인 조직지원인식(POS)은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 관계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으로 조직이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높이는데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찾

아본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직무소진(Job Bunout)의 세 가지 요인인 정서적 고갈(Emotion

al Exhaustion),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Depersonalization), 개인 성취감

감소(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s)를 독립변수, 조직몰입(Organi

zational Commitment)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인 정서적 몰입(Affective Co

mmitment), 유지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규범적 몰입(Norm

ative Commitment)을 종속변수로, 조직지원(Organizational Support)을

조절변수로, 조직지원인식(POS)을 매개변수 설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은 ‘제 4장 연구 방법론’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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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론

제 1 절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

공조직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소진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아보고, 또한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사이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조직지원

활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의 조직지원 활동으로

설정한 ‘힐링캠프’ 교육의 목적이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애사심을 높

이는데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 이수 여부가 직무소진이 직무몰입에 미치

는 영향의 크기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POS)이 매개작

용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추가적으로 매개변수를 포함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직무소진은 정서적 고갈,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및 개인 성취감 저하의 3가지 하위 개념으로, 조직몰입은 정서적 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의 3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조직지원

은 ‘힐링캠프’ 교육 참여 유무로 한정하여 모형에 추가하였으며 조직지원

인식(POS)은 단일차원으로 개념을 설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본 연구모형에서는 직무소진을 독립변수로,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조직지원을 조절변수로, 조직지원인식을 매개변

수로 설정하였으며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무관련 특성과 생애관련 특성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다음 [그림 4-1]과 같이 연구모형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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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연 구 모 형

독립 변수 H1 종속 변수

직무

소진

정서적 고갈

비 인 격 화

성취감 저하

조직

몰입

정서적 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

H2

조절 변수

조직 지원
(힐링캠프 교육)

H3 매개 변수

조직지원인식
(POS)

통제변수
연령 성별 직렬 직급 근속기간 근무기간 근무지

결혼여부 소득형태 자녀수

2. 가설의 설정

연구모형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소진

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 관계에

서 조직지원 활동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 1’,

‘가설 2’를 수립하였다. 조직지원인식(POS)이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 3’을 수립하였다. 가설은 총 3개이며,

다시 하위 가설 21개로 구성된다.

고선희(2013), 이종건(2009), 이종학(2012) 등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호

텔 종사원, 카지노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감정노동 업무에 종사하

는 근로자의 직무소진이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대상인 공공조직에 종사하는 감정 노동자의 직무

소진 역시 조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가설 1’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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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공공조직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소진은 조직몰입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고갈은 정서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는 정서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개인 성취감 저하는 정서적 몰입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고갈은 유지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는 유지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개인 성취감 저하는 유지적 몰입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7.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고갈은 규범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8.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는 규범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개인 성취감 저하는 규범적 몰입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4년 LH공사에서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차원의 지원활

동인 ‘힐링캠프’ 교육은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애사심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해당 교육의 이수가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의 관계가

부(-)의 관계를 가질 때 그 영향의 크기를 줄여주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가설 2’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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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조직지원 활동인 ‘힐링캠프’ 교육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2-1. ‘힐링캠프’에 참여한 감정노동 종사자의 경우 정서적 고갈,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저하가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의 크기는 미 참여자의 경우보다 작을 것이다.

2-2. ‘힐링캠프’에 참여한 감정노동 종사자의 경우 정서적 고갈,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저하가 유지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미 참여자의 경우보다 작을 것이다.

2-3. ‘힐링캠프’에 참여한 감정노동 종사자의 경우 정서적 고갈,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저하가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의 크기는 미 참여자의 경우보다 작을 것이다.

조직지원인식(POS)은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였듯 조직몰입의 선행변수

로서 주로 연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조직지원인식(POS)이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직무소진과 조직지원인

식(POS)과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가설 3’을 설정하였다. 직무소진

이 조직지원인식(POS)과 조직몰입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될

경우 직무소진이 독립변수, 조직지원인식(POS)이 매개변수로 조직몰입

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개효과를 검증을 통해 세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가설 3.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의 영향관계에

조직지원인식(POS)이 매개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3-1.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이 정서적 고갈과 정서적

몰입을 매개할 것이다.

3-2.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이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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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서적 몰입을 매개할 것이다.

3-3.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이 개인 성취감 저하와 정

서적 몰입을 매개할 것이다.

3-4.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이 정서적 고갈과 유지적

몰입을 매개할 것이다.

3-5.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이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와 유지적 몰입을 매개할 것이다.

3-6.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이 개인 성취감 저하와 유

지적 몰입을 매개할 것이다.

3-7.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이 정서적 고갈과 규범적

몰입을 매개할 것이다.

3-8.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이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와 규범적 몰입을 매개할 것이다.

3-9.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이 개인 성취감 저하와 규

범적 몰입을 매개할 것이다.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수 : 직무소진

직무소진은 연구모형 상 독립변수에 해당되며 소진 관련 연구에서 가

장 많이 활용되는 Maslach & Jackson(1981)의 정의를 따라 정서적 고갈

(Emotional Exhaustion),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Depersonalization), 개인

성취감 저하(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s)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

로 설정하였다. 세 가지 하위요인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 관

계이며 선․후 관계 역시 없다고 밝혀졌으므로 소진을 실증적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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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준으로 타당하다. 측정 도구는 Maslach & Jackson(1981)의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국내에 맞게 수정한 신강현(2003)의

15개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15개 문항은 구체적으로 정서적 고갈 관

련 5개 문항, 비인격화 관련 4개 문항, 개인 성취감 저하 관련 6개 문항

으로 구성된다.

2. 종속변수 : 조직몰입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은 조직몰입을 정서적, 유지적, 규범적

몰입의 3종류로 구분한 Allen & Meyer(1991)의 다차원 요소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다른 국내 연구자의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만을 포함시키거나, 세 가지 요소 중 일부를 통합하여 두 유형으

로 재분류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

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단일차원 척도로 구성한 Mowday et.

al.(1979) 등의 연구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 개념을 측정

하고자 Allen & Meyer의 측정 기준을 선정하였다. 측정 문항은 천승현

(2007), 최낙범(2013) 등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듯이 소속 조직에 대

한 ‘소속감’, ‘애착’ 등 정서적 몰입을 측정하는 6개 문항, ‘생계목적’, ‘혜

택’ 등 유지적 몰입을 측정하는 5개 문항, ‘가치’, ‘의무감’, ‘자부심’ 등 규

범적 몰입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의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척도는 ‘전혀 그러하지 않음(1점)’ 에서 ‘매우 그러함(5점)’ 까지의 강도를

측정하는 리커드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3. 조절변수 : 조직지원

조직지원은 사회적 교환 이론에 따라 직원의 조직몰입을 높여 조직 성

과 달성을 이루기 위해 조직이 직원에게 보이는 지지와 믿음이며 교육훈

련, 보상체계, 권한위임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 (Eisenb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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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본 연구에서는 조직지원 활동 중 LH공사에서 실제로 시행중인 교육훈

련 제도에 한정하여 변수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변수 선정 배경은

LH공사에서 2014년 고객접점 부서 직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와

업무 피로를 해소하고 직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한 신뢰 형성 및 동료애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로 ‘행복찾기! 힐링캠프’를 시행함에 따라 이

제도가 실제로 조직지원 인식에 변화를 주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

아보기 위함이다. 척도는 ‘힐링캠프’ 참석 유무로 하며 회귀분석 상에서

는 더미변수로 설정한다.

4. 매개변수 : 조직지원인식(POS)

조직 구성원의 공헌을 인정해주고 지원하기 위해 조직이 얼마나 노력

하는지에 대한 구성원의 총체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조직지원인식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POS)은 본 연구의 매개변수로 설정

하였다. 측정도구는 Eisenberger(1986)가 개발하고 Wayne et. al(1997)이

사용한 조직지원인식(POS) 설문 문항을 국내 현실에 맞게 수정한 김태

성(2014)의 설문을 활용하였다. 이는 회사가 나를 위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역시 리커드 5

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5. 통제변수 : 인구통계학적 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직급, 직렬, 근무지 구분, 근속년

수, 소속부서 근무년수, 직무구분, 결혼여부, 소득형태와 자녀 수를 사용

하였다.

유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공통적으로 사용한 변수인 성별, 연령, 근

속년수 등을 본 연구에서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들 요인은 직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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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 조직몰입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지만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찾아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영향변수로는 배제한 것이다.

추가로 근무지 구분과 직무 구분을 통제 변수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사

업단 등 부서 규모가 큰 곳과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 현장인지에 따라서,

또한 토지보상․주택분양․하자보수 등 개인이 맡은 직무에 따라서 민원

업무의 비중이 다르고 이로 인해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보이듯 조직 내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가지는 일반적 특

성 외에 개인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변수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이므로 직무소진의 진정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생애와 관련된 결혼여부, 소득형태, 자녀 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제 3 절 조사 설계

1. 조사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공공조직 감정노동자의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규명해보고 이 관계에 조직지원과 조직지원인식이 제 3의 변수로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감정노동이 빈

번한 공공조직의 하나인 LH공사 종사자 전체 중 대민업무 부서에 근무

중인 지역본부 내근 및 현장 근무자 2,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내 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설문표본 1,000명 중 352명이 설문에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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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35.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352명의 설문 결과 중 부분 응답 등으로

인한 결측치 11개 표본을 제외한 총 341개의 표본을 통계 분석에 사용하

였다. 표본은 다시 ‘힐링캠프’ 교육 참여자 99명과 ‘힐링캠프’ 교육 미 참

여자 242명으로 나뉜다. 이는 LH공사에서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

를 위해 시행중인 ‘힐링캠프’ 교육의 유효성을 측정하기 위해 표본을 힐

링캠프 참여자와 미 참여자로 나누어 집단 간 조직몰입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파악하고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의 영향관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2. 설문문항 구성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를 적용하되, 영

어로 작성된 조사도구인 경우 근래 국내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표현을 준

용하여 작성하였다. 특히 설문결과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

문의 목적은 모호하게 표현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을 독립변수보

다 우선하도록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은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종속변수인 조직몰

입에 대한 질문이다. 측정도구는 Allen & Meyer(1991)가 개발한 조직몰

입의 세 가지 하위 차원인 정서적 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을 측

정하는 각각 6개, 5개, 5개의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직무소진에 대한 설문문항이다.

직무소진을 정서적 고갈,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의 저하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총 15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의 세 번째 부분은 조직지원인식을 묻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네 번째 부분은 인구통계학적 통제 변수들로 성별, 결혼여부, 근무년수

등 총 11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은 조직지원 활동

인 ‘힐링캠프’ 교육 참여 여부로 1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통계 분석과는

별도로 교육 만족도를 확인하는 문항 1개를 추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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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변수별 설문문항 구성

변수 문항수 설문번호 척도 선행연구

조직

몰입

정서적 몰입 6 Ⅰ-1～6

리커드

5점척도

Allen&Meyer(1991)
천승현(2007)
최낙범(2013)

유지적 몰입 5 Ⅰ-7～11

규범적 몰입 5 Ⅰ-12～16

직무

소진

정서적 고갈 5 Ⅱ-1～5

리커드

5점척도

Maslach & Jackson
(1981)
신강현(2003)

비 인 격 화 4 Ⅱ-6～9

성취감 저하 6 Ⅱ-10～15

조직지원 인식 5 Ⅲ-1～5
리커드

5점척도

Eisenberger(1986)
Wayne, et. al.(1997)
김태성(2014)

인구통계학적 변수 11 Ⅳ-1～11
성별, 연령, 직급, 직렬, 직무,

근무지, 근속기간 등

조직지원 2 Ⅴ-1～2 참여여부 힐링캠프 교육

총계 49 - - -

문의 타당도를 높이고 검사요인 배제를 위해 본 문항을 설문의 가장 마

지막에 배치하였다. 세부적인 변수별 문항 수와 설문번호, 척도 및 선행

연구 출처는 아래 [표 4-1]과 같다.

3. 분석 방법

수집한 데이터는 사회과학 연구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통계패키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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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인 SPS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파악 등 일반적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설

문 문항의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Cronbach의 알파 값을 활용하여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고윳값이 1.0이상, 적재치가 0.4이상

이고 한 쪽이 더 클 경우 해당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의 알파 값이 0.6 미만이거나 삭제시 Cronbach의 알파 값이 증

가하는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의 정도와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직무소진 정도를 독립변수로, 조직몰입도를 종속변수로 설

정하여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의 영향에 대해 조직지원 활동인 힐링

캠프 제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함께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 외에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가설에

는 생략되어 있으나 부가적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힐링캠프’

교육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의 집단 간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의 평균비

교를 실시한다.

다섯째, 조직지원인식(POS)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적 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단계 분석 절차는 우선 독립변수인 직무소진과

종속변수인 조직몰입 간 관계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단한다. 다음으로

직무소진이 매개변수인 조직지원인식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판단

한다. 마지막으로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조직지원인식을 통제할

경우 직무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줄어듦을 확인한다.



- 34 -

제 5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LH공사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민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감

정노동 종사자 35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집한 후, 결측치를 제외한

341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41명의 설문 응답자는 힐링캠프 참

여자 99명과 미참여자 242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5-1]과 같다. 조사 표본

의 평균 연령은 42.3세로 힐링캠프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4.6세, 미참여

자의 평균 연령은 41.4세로 나타났다. 이는 LH공사 전체 직원의 평균 연

령인 43.7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보직 배치 시 대민업무 담당 직원

에 대하여 별도의 연령 구분을 두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총 응답자 341

명 중 여성은 68명(19.9%), 남성은 273명(80.1%)으로 남성 비율이 압도

적으로 높았다. 이는 간호사, 콜센터 직원, 승무원 등 민간조직의 감정노

동 종사자들의 경우 대부분 여성 비율이 높은 것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

는데 LH공사의 정규직 직원 성비가 남성 비율이 높은 까닭이며 민원 부

서 배치시 특성 성별을 선호하거나 고려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설문 응답자의 결혼 여부별 특성은 기혼자가 273명(80.1%), 미혼자가

68명(19.9%)로 기혼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형태 별로는

210명인 61.6%가 외벌이 형태였으며, 38.4%인 131명은 맞벌이 형태였다.

자녀 수 별로는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직원이 86명(25.2%), 1명이 60명

(17.6%), 2명이 170명(49.9%), 3명 이상이 25명(7.3%)으로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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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항 목 빈 도 비 율

성 별
남성 273 80.1

여성 68 19.9

연 령

29세 이하 20 5.9

30～39세 134 39.3

40～49세 82 24.0

50세 이상 105 30.8

결혼여부 기혼 273 80.1

57.2%가 자녀 2명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표본의 특성이 일반적 감정노동자 표본의 특성과 다른 이유는

LH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특성상 기혼과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다만, 근무지가 내근으로

응답한 남성 비율은 42.5%, 사업단이나 현장으로 응답한 남성 비율이

57.5%였으며, 여성 종사자의 경우 내근 52.9%, 외근 47.1%로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근무지 비율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근무 특성에 따른 주요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급의 경우 2

급 이상 19명(5.6%), 3급 85명(24.9%), 4․5급 185명(54.3%), 6․7급 37

명(10.9%), 특정직 및 기타 15명(4.4%)으로 조사 표본의 79.2%가 3～5급

직원이었다. 회사 근속기간의 경우 20년 이상이 38.7%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2.0%로 나타났다. 해

당 부서 근속기간은 55.1%에 해당하는 188명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년 미만이라고 답한 수를 합칠 경우 74.7%가 소속 부서에

서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조직이

지닌 순환보직 특성상 단일 업무에 장기간 근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겠다. 다만 LH공사의 경우 단일 보직 장기 근속 기간을 5년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보직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표 5-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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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68 19.9

소득형태
외벌이 210 61.6

맞벌이 131 38.4

자녀 수

없음 86 25.2

1명 60 17.6

2명 170 49.9

3명 이상 25 7.3

직 급

2급이상 19 5.6

3급 85 24.9

4,5급 185 54.3

6,7급 37 10.9

특정직 4 1.2

기타 11 3.2

직 렬

행정 128 37.5

토목군 80 23.5

건축군 133 39.0

근속기간

5년 미만 46 13.5

5년～10년 미만 75 22.0

10년～15년 미만 63 18.5

15년～20년 미만 25 7.3

20년 이상 132 38.7

부서근무

기간

1년 미만 67 19.6

1년～3년 미만 188 55.1

3년～5년 미만 58 17.0

5년 이상 28 8.2

담당업무

주거복지 99 29.0

현장감독 114 33.4

보상 35 10.3

판매 20 5.9

기타 73 21.4

근무지역

내근 152 44.6

사업단 107 31.4

사업소․현장 79 23.2

기타 3 0.9

계 3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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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Ⅱ-1 정서적으로 지침
11 45 86 144 55 341

3.2 13.2 25.2 42.2 16.1 100.0

Ⅱ-2 퇴근시 완전히
지침

10 61 111 120 39 341

2.9 17.9 32.6 35.2 11.4 100.0

Ⅱ-3 출근생각시 피곤
18 81 98 111 33 341

5.3 23.8 28.7 32.6 9.7 100.0

Ⅱ-4 일할 때 긴장
7 66 112 130 26 341

2.1 19.4 32.8 38.1 7.6 100.0

Ⅱ-5 완전히 지쳐있음
21 94 130 68 28 341

6.2 27.6 38.1 19.9 8.2 100.0

Ⅱ-6 직무관심 줄어듦
27 127 112 61 14 341

7.9 37.2 32.8 17.9 4.1 100.0

Ⅱ-7 소극적 직무태도
63 165 91 20 2 341

18.5 48.4 26.7 5.9 0.6 100.0

Ⅱ-8 냉소적 직무인식
31 129 111 60 10 341

9.1 37.8 32.6 17.6 2.9 100.0

2. 변수별 빈도분석

각 변수별 설문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직무소진은 총 15개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하였

으며 아래 [표 5-2]와 같이 ‘지쳐있음’ 이나 ‘피곤함’ 과 같이 정서적 심

리적 소진에 대한 물음에는 ‘그렇다’ 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부

정적 직무 인식’ 이나 ‘부정적 직무태도’ 등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

다’ 거나 ‘보통이다’ 라는 답변이 다수였다. 반면 직무 성취감에 대한 질

문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그렇지 않다’ 거나 ‘보통이다’ 라는 답

변이 많았다.

[표 5-2] 직무소진에 관한 빈도분석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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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9 직무중요성 의심
40 157 88 45 11 341

11.7 46.0 25.8 13.2 3.2 100.0

Ⅱ-10
직무상 문제
효과적 해결

60 187 85 9 - 341

17.6 54.8 24.9 2.6 0.0 100.0

Ⅱ-11 직장에 효과적
기여

53 187 90 8 3 341

15.5 54.8 26.4 2.3 0.9 100.0

Ⅱ-12 일을 잘함
40 165 117 16 3 341

11.7 48.4 34.3 4.7 0.9 100.0

Ⅱ-13 직무성취시 기쁨
73 213 44 7 4 341

21.4 62.5 12.9 2.1 1.2 100.0

Ⅱ-14 직무로 가치있는
일 성취

38 174 107 18 4 341

11.1 51.0 31.4 5.3 1.2 100.0

Ⅱ-15 효과적 일처리
51 175 98 15 2 341

15.0 51.3 28.7 4.4 0.6 100.0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Ⅰ-1 정년 희망
4 37 59 133 108 341

1.2 10.9 17.3 39.0 31.7 100.0

Ⅰ-2 직장에서 가족에
느낌 9 46 134 121 31 341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은 총 16개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하였으

며 그 결과는 아래 [표 5-3]과 같다. 조직에 대한 애착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이상의 긍정적 답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이

나 이직 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조직에 대한 의무감과 같은 규범적

인식 정도에 대한 문항에는 ‘보통이다’ 나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이 상대

적으로 높았으나 이직에 대한 죄책감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가장 높

아 다른 질문들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표 5-3] 조직몰입에 관한 빈도분석 (단위 : 명, %)



- 39 -

2.6 13.5 39.3 35.5 9.1 100.0

Ⅰ-3 소속감을 느끼지
못함

8 48 113 131 41 341

2.3 14.1 33.1 38.4 12.0 100.0

Ⅰ-4 정서적 애착
느끼지 못함

9 68 118 112 34 341

2.6 19.9 34.6 32.8 10.0 100.0

Ⅰ-5 직장은 중요한
의미 있음

2 12 56 167 104 341

0.6 3.5 16.4 49.0 30.5 100.0

Ⅰ-6 직장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

5 16 65 178 77 341

1.5 4.7 19.1 52.2 22.6 100.0

Ⅰ-7 퇴직시
고려사항이 많음

3 8 15 170 145 341

0.9 2.3 4.4 49.9 42.5 100.0

Ⅰ-8
퇴직시 생활의
혼란 예상

2 9 24 159 147 341

0.6 2.6 7.0 46.6 43.1 100.0

Ⅰ-9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

- 1 15 174 151 341

0.0 0.3 4.4 51.0 44.3 100.0

Ⅰ-10 이직시 현재
복지수준 잃음

4 23 61 178 75 341

1.2 6.7 17.9 52.2 22.0 100.0

Ⅰ-11
시간, 노력 투입
으로 이직어려움

8 30 58 178 67 341

2.3 8.8 17.0 52.2 19.6 100.0

Ⅰ-12 열과 성을 다해
일할가치가 있음

8 18 118 140 57 341

2.3 5.3 34.6 41.1 16.7 100.0

Ⅰ-13 퇴직은 옳지
않다고 생각

16 53 74 156 42 341

4.7 15.5 21.7 45.7 12.3 100.0

Ⅰ-14 직장에 의무감을
느끼지 않음

7 74 113 107 40 341

2.1 21.7 33.1 31.4 11.7 100.0

Ⅰ-15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자긍심

9 21 92 159 60 341

2.6 6.2 27.0 46.6 17.6 100.0

Ⅰ-16 이직시 조직에
미안한 감정

42 128 97 53 21 341

12.3 37.5 28.4 15.5 6.2 100.0

매개변수로 설정한 조직지원인식(POS) 변수는 총 5개 설문문항을 통

해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5-4]와 같다. 조직지원인식(POS)를

측정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 나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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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전혀
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Ⅲ-1 나의헌신인정
36 104 142 46 13 341

10.6 30.5 41.6 13.5 3.8 100.0

Ⅲ-2 나에게 도움을
주려함

28 90 157 53 13 341

8.2 26.4 46.0 15.5 3.8 100.0

Ⅲ-3 의사결정시 내
관심사항 고려

31 106 134 60 10 341

9.1 31.1 39.3 17.6 2.9 100.0

Ⅲ-4 지원 필요시
기꺼이 도와줌

28 91 165 47 10 341

8.2 26.7 48.4 13.8 2.9 100.0

Ⅲ-5
내 능력발휘
업무여건 제공

28 78 179 47 9 341

8.2 22.9 52.5 13.8 2.6 100.0

[표 5-4] 조직지원인식(POS)에 관한 빈도분석 (단위 : 명, %)

3. 기초 통계 분석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5]와 같다. 아래 표

에 제시된 변수들은 모두 리커드 5점 척도로 조사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5점=매우 그렇다’ 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소진 변수인 정서적 고갈은 평균 3.2663점으로 고객에 대한 비인

격화 변수의 평균 2.5308점과 성취감 저하 변수의 평균 2.2481점보다 높

았다. 응답자의 직무소진 중 정서적 고갈 정도가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개인 성취감 저하는 낮음을 알 수 있다.

조직몰입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 정서적 몰입의 평균값이 3.6158점, 유

지적 몰입의 평균값이 4.3304점, 규범적 몰입의 평균값이 3.2972점으로

조직몰입도가 모두 ‘3점=중간이다‘ 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특히 계

산적이고 교환적 성격의 몰입을 의미하는 유지적 몰입이 정서적, 규범적

몰입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조직지원인식(POS)의 평균값은 2.7607점으로 나타나 조직구성원이 조

직에 애착을 보이는 조직몰입의 평균값에 비해 조직이 종사자에 대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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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기초통계분석 결과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분산

직

무

소

진

정서적고갈 341 1.00 5.00 3.2663 .85952 .739

비인격화 341 1.00 5.00 2.5308 .78740 .620

성취감저하 341 1.00 4.20 2.2481 .60937 .371

조

직

몰

입

정서적몰입 341 1.22 5.00 3.6158 .69186 .479

유지적몰입 341 2.33 5.00 4.3304 .55923 .313

규범적몰입 341 1.00 5.00 3.2972 .76632 .587

POS 341 1.00 5.00 2.7607 .77367 .599

힐링캠프 만족도 86 1.00 5.00 3.80 1.244　 1.549　

착을 가진다고 인지하는 정도인 조직지원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힐링캠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힐링캠프 교육의 만족도를 조사

한 결과 교육 참석자 총 99명중 86명이 응답하였으며 평균값은 3.80점으

로 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1. 타당성 분석(Validity Test)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 사용한 측정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을 통하여 일부 설문항목을 제거하는 척도 순화 과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타당성 검증(Validity Test)은 설문에 사용된 측정도구가 측정하

려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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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성요소

1 2 3

Ⅱ-2 .865 .091 .206

Ⅱ-5 .836 .060 .311

Ⅱ-3 .819 .203 .218

Ⅱ-4 .818 .060 -.054

Ⅱ-1 .774 .076 .266

이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모든 문항에 대해 분석을 하지 않고 동일차원

을 분류하는 과정이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 타당성 검증에 보편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측정 변수들을 몇

가지 동일한 요인으로 묶어 차원을 분류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 변수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는 요인 적재치

단순화를 위해 직교회전 방식(Varimax)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

윳값(Eigen Value)이 1.0 이상, 성분 분석 결과 적재치가 0.4 이상이고

한 쪽이 더 크다면 해당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독립변수인 직무소진의 타당성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인분석 결

과 직무소진은 3가지 구성요소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직무소진의

하위 변수를 정서적 고갈,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감소의 3

가지로 설정한 것과 일치한다. 모든 설문 문항이 3가지 요인으로 분류되

고 각각의 요인에 대한 적재치가 0.4 이상이므로 직무소진을 측정하는

정서적 고갈 5개 문항, 비인격화 5개 문항, 성취감 감소 5개 문항을 모두

채택하였다.

[표 5-6] 독립변수(직무소진)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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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성요소

1 2 3

Ⅱ-15 .094 .826 .224

Ⅱ-12 .059 .808 .078

Ⅱ-10 .245 .750 .077

Ⅱ-11 .044 .744 .360

Ⅱ-14 .045 .614 .479

Ⅱ-9 .197 .183 .804

Ⅱ-8 .296 .196 .790

Ⅱ-6 .391 .095 .734

Ⅱ-7 .129 .387 .653

Ⅱ-13 .018 .475 .543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설문 설계시 규범적

몰입으로 분류한 3개 문항(Ⅰ-12, 14, 15)이 첫 번째 요인인 정서적 몰입

에 포함되었다. 또한 Ⅰ-10번 문항의 경우 유지적 몰입에 해당하는 항목

이었으나 규범적 몰입으로 분류되었다. 해당 설문 문항의 질문 내용 확

인 결과 ([표 5-9] 참조) ‘직장에 대한 가치(Ⅰ-12)’, ‘의무감(Ⅰ-14)’, ‘자

긍심(Ⅰ-15)’을 ‘소속감(Ⅰ-3)’, ‘애착(Ⅰ-4)’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질문으

로 받아들이고 응답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Ⅰ-10번과 Ⅰ-11번 문

항의 경우 ‘직장을 떠날 경우’ 라는 유사한 문구가 반복되어 두 개의 질

문을 같은 차원으로 인식하여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요인

적재치가 모두 0.4 이상이므로 이 같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반영하

여 측정 문항을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몰입에 대한 측정 문항은

정서적 몰입 9개 문항, 유지적 몰입 4개 문항, 규범적 몰입 3개 문항,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5-7] 종속변수(조직몰입)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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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4 .816 .019 .155

Ⅰ-3 .797 .025 .086

Ⅰ-2 .772 .040 .128

Ⅰ-12 .732 .128 .312

Ⅰ-5 .706 .386 .079

Ⅰ-6 .679 .281 .165

Ⅰ-15 .614 .161 .322

Ⅰ-14 .599 .024 .482

Ⅰ-1 .552 .327 .193

Ⅰ-8 .199 .790 .194

Ⅰ-7 .081 .774 .050

Ⅰ-9 .048 .704 -.137

Ⅰ-10 .103 .451 .299

Ⅰ-13 .105 .040 .800

Ⅰ-16 .482 -.043 .594

Ⅰ-11 .297 .288 .564

2. 신뢰성 분석(Reliability Test)

신뢰성 분석(Reliability Test)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설문 응답자

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동일한

개념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

흐의 알파(Cronbach's α) 신뢰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Cronbach의 알파

값이 0.6 미만이거나 항목 제외시 Cronbach의 알파값이 증가하는 문항

은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변수인 직무소진의

Cronbach의 알파 값을 살펴보면 정서적 고갈은 0.906, 고객에 대한 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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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Cronbach의
알파

삭제시
Cronbach의
알파

직

무

소

진

정서적고

갈

Ⅱ-1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있
어서 정서적으로 지쳐있음
을 느낀다.

.906

.892

Ⅱ-2
직장일을 마치고 퇴근시에
완전히 지쳐있음을 느낀다.

.871

Ⅱ-3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생
각만 하면 피곤함을 느낀
다.

.882

Ⅱ-4
하루종일 일하는 것이 나를
긴장시킨다.

.906

Ⅱ-5
내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지쳐있다.

.873

비인격화

Ⅱ-6
현재 맡은 일을 시작한 이
후로 직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851

.816

Ⅱ-7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있
어서 소극적이다.

.825

Ⅱ-8
나의 직무의 기여도에 대해
서 더욱 냉소적으로 되었
다.

.794

Ⅱ-9
나의 직무의 중요성이 의심
스럽다.

.798

Ⅱ-13
나는 직무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기쁨을 느낀
다.

.858

격화는 0.851, 개인 성취감 저하는 0.857로 모두 0.6 이상의 값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의 알파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

고 판단하므로 세 가지 영역 모두 문항 간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비인격화 영역에 해당하는 Ⅱ-13번 문항은 항목 제외 시

Cronbach의 알파 값이 0.858로 평균 0.851대비 약간 상승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Ⅱ-13번 문항을 신뢰성을 낮추는 항목이라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5-8] 독립변수(직무소진) 신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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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Cronbach의
알파

삭제시
Cronbach의
알파

정서적몰

입

Ⅰ-1
나는 정년까지 지금의 직장
에서 보내고 싶다.

.899

.897

Ⅰ-2
나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서 가족애를 느낀다.

.887

성취감저

하

Ⅱ-10
나는 직무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857

.838

Ⅱ-11
내가 현재 소속된 직장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고 느낀다.

.814

Ⅱ-12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일을
잘한다.

.833

Ⅱ-14
나는 현재의 직무에서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왔
다.

.842

Ⅱ-15
직무상에서, 나는 일들을 효과
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자신
감을 가지고 있다.

.805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의 경우 세 가지 하부 요인의 Cronbach

의 알파 값은 다음과 같았다. 정서적 몰입 9개 문항의 Cronbach의 알파

값은 0.899, 유지적 몰입 4개 문항은 0.670, 규범적 몰입 3개 문항은

0.612로 모두 0.6을 넘었다. 정서적 몰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지적 몰입

과 규범적 몰입 영역의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측정 문항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세가지 요인 모두 신뢰성 기준 값인 0.6을 넘었으므로 종속변수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유지적 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Ⅰ-10번 문항의 경우 삭제시

Cronbach의 알파 값이 0.716으로 해당 영역의 평균 알파 값 0.670보다

확연히 높아져 신뢰성을 낮추는 문항이라고 판단,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5-9] 종속변수(조직몰입) 신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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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몰

입

Ⅰ-3
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하여 강한 소속감
을 느끼지 못한다.

.887

Ⅰ-4
나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강한 애
착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882

Ⅰ-5
현재 근무하는 직장은 내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
를 갖고 있다.

.887

Ⅰ-6
나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한다.

.888

Ⅰ-12
지금의 직장은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할 만한 가
치가 있다.

.883

Ⅰ-14
나는 현 직장에 남아야 할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다.

.891

Ⅰ-15
나는 조직의 업무수행을 통
해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낀다.

.892

유지적몰

입

Ⅰ-7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기 위
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
이 너무 많다고 느낀다.

.670

.553

Ⅰ-8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면 내
생활이 많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488

Ⅰ-9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
는 이유는 직장에 대한 애
착도 있지만 생계유지에 필
요한 소득 때문이다.

.634

Ⅰ-10

내가 직장을 옮긴다면 현재
이 조직에서 누리는 수준의
혜택(급여, 복지, 신분보장)
을 기대하기 힘들다.

.716

규범적몰

입

Ⅰ-11
직장을 떠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직장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이다.

.612

.559

Ⅰ-13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내게
더 유리하더라고 지금 그만
두는 것은 옳지 않다.

.502

Ⅰ-16
지금 직장을 옮기면 조직에
미안한 감정이 들 것이다.

.467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조직지원인식의 Cronbach의 알파 값은 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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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Cronbach의
알파

삭제시
Cronbach의
알파

조직지원

인식

Ⅲ-1
우리 회사는 조직에 대한
나의 헌신을 인정해 주고
늘 자랑스러워한다.

.895

.890

Ⅲ-2
우리 회사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861

Ⅲ-3

우리 회사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나
의 관심사항을 고려하는 편
이다.

.865

Ⅲ-4
우리 회사는 내가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나를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865

Ⅲ-5

우리 회사는 나의 능력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한다.

.877

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또한 조직지원인식을 측정하는 5개 문

항 모두 삭제시 Cronbach의 알파 값이 더 낮아져 신뢰도에 저해가 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10] 매개변수(조직지원인식) 신뢰성 분석 결과

3.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측정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윳값(eigen value) 1.0 이상, 회전 이후 성

분 분석 적재치 0.4이상을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소진

변수의 경우 3가지 요인으로, 조직몰입의 변수 역시 3가지 구성 요인으

로 분류되었다.

신뢰성 분석을 위해 구성 요인의 Cronbach의 알파 값을 계산한 결과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의 하위 6개 요인 모두 기준 값인 0.6 이상을 나타

내어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항목 삭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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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타당성 신뢰도

정서적고갈 성취감저하 비인격화 Cronbach의
알파

Ⅱ-2 .866 .093 .211

Ⅱ-5 .834 .066 .318

Ⅱ-3 .819 .056 -.041 .906

Ⅱ-4 .814 .208 .231

Ⅱ-1 .775 .081 .267

Ⅱ-15 .096 .831 .196

Ⅱ-12 .051 .813 .070

Ⅱ-10 .229 .758 .089 .857

Cronbach의 알파 값이 상승하는 비인격화를 측정하는 1개 문항(Ⅱ-13)

과 유지적 몰입을 측정하는 1개 문항(Ⅰ-10)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개 문항을 제외하고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최종 결과는 [표

5-11]과 [표 5-12]와 같다. 타당성 검증 결과 독립변수인 직무소진은 3가

지 요인, 종속변수인 조직몰입 역시 3가지 요인으로 차원이 축소되었다.

이 때 직무소진 측정 문항은 총 분산의 70.509%, 조직몰입 측정 문항은

총 분산의 60.202%를 설명하였다.

Cronbach의 알파 값을 측정하여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직무소진 중

정서적 고갈의 Cronbach의 알파 값은 0.906, 비인격화는 0.858, 개인 성

취감 저하는 0.857인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조직

몰입의 Cronbach의 알파값은 정서적 몰입은 0.899, 유지적 몰입은 0.716,

규범적 몰입은 0.612로 나타나 정서적․유지적 몰입에 비해 규범적 몰입

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모두 신뢰성 분석의 기준치가

되는 0.6을 넘어 본 연구에 활용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 5-11] 독립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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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1 .035 .756 .348

Ⅱ-14 .058 .621 .428

Ⅱ-9 .174 .209 .818

.858
Ⅱ-8 .273 .223 .806

Ⅱ-6 .376 .116 .743

Ⅱ-7 .106 .411 .666

총계 3.705 3.225 2.942

분산의 % 26.462 23.034 21.013

분산누적률(%) 26.462 49.497 70.509

구 분
타당성 신뢰도

정서적몰입 유지적몰입 규범적몰입 Cronbach의
알파

Ⅰ-4 .834 -.009 .137

.899

Ⅰ-3 .809 .009 .079

Ⅰ-2 .759 .044 .161

Ⅰ-12 .731 .114 .320

Ⅰ-5 .695 .389 .118

Ⅰ-6 .654 .305 .221

Ⅰ-15 .595 .166 .358

Ⅰ-14 .589 .019 .494

Ⅰ-1 .545 .324 .217

Ⅰ-7 .056 .798 .110

.716Ⅰ-8 .183 .796 .237

Ⅰ-9 .061 .709 -.138

[표 5-12] 종속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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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3 .071 .043 .833

.612Ⅰ-16 .455 -.043 .627

Ⅰ-11 .323 .248 .514

총계 4.726 2.230 2.075

분산의 % 31.504 14.868 13.831

분산누적률(%) 31.504 46.371 60.202

이상의 검증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통계 분석에 최종 선택된 측정 문

항은 직무소진 변수의 경우 정서적 고갈 5개 문항, 비인격화 4개 문항,

성취감 감소 5개 문항, 총 14개 문항이며, 조직몰입 변수의 경우 정서적

몰입 9개 문항, 유지적 몰입 3개 문항, 규범적 몰입 3개 문항으로 총 15

개 문항, 매개변수인 조직지원 인식 5개 문항이다.

[표 5-13] 최종 설문항목 선정

구 분 최종 선정된 설문항목

직무

소진

정서적고갈 Ⅱ-1, Ⅱ-2, Ⅱ-3, Ⅱ-4, Ⅱ-5

비인격화 Ⅱ-6, Ⅱ-7, Ⅱ-8, Ⅱ-9

성취감저하 Ⅱ-10, Ⅱ-11, Ⅱ-12, Ⅱ-14, Ⅱ-15

조직

몰입

정서적몰입 Ⅰ-1, Ⅰ-2, Ⅰ-3, Ⅰ-4, Ⅰ-5, Ⅰ-6, Ⅰ-12, Ⅰ-14, Ⅰ-15

유지적몰입 Ⅰ-7, Ⅰ-8, Ⅰ-9

규범적몰입 Ⅰ-11, Ⅰ-13, Ⅰ-16

조직지원인식(POS) Ⅲ-1, Ⅲ-2, Ⅲ-3, Ⅲ-4, Ⅲ-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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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무소진 조직몰입

POS
정서적
고갈

비인격
화

성취감
저하

정서적
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직

무
정서적
고갈 1 　 　 　 　 　 　

제 3 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측정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Pearson)의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아래 [표 5-14]와 같다.

우선 독립변수인 직무소진의 3가지 하위 변수인 정서적 고갈,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저하의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고갈은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

며,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과 조직지원인식(POS)과는 부(-)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는 정서적 고갈, 성취

감 저하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조직몰입의 세가지 차원인 정서

적․유지적․규범적 몰입 및 조직지원인식(POS)과 모두 부(-)의 상관관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 성취감 저하는 정서적 고갈,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역시 정서적․유지적․규범적

몰입 및 조직지원인식(POS)과 모두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의 경우 하위 차원인 정서적 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간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조직지원인식

(POS)과의 관계는 정서적․규범적 몰입의 경우 정(+)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나, 유지적 몰입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힐링캠프 참석 여부는 더미 변수인 관계로 별도로 상관분석을 실시하

지 않았다.

[표 5-14]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 Pearson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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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진

비인격
화 .514

**
1 　 　 　 　 　

성취감
저하 .293** .545** 1 　 　 　 　

조

직

몰

입

정서적
몰입 -.468** -.683** -.558** 1 　 　 　

유지적
몰입 -.063 -.202** -.190** .335** 1 　 　

규범적
몰입

-.264** -.404** -.403** .630** .235** 1 　

POS -.321** -.379** -.305** .500** .081 .497** 1

* p<.05, ** p<.01

제 4 절 가설의 검증

1.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조직지원의 관계

공공조직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소진은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과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직지원변수

인 LH공사의 교육활동 ‘힐링캠프’ 참석여부가 조절작용을 할 것이라는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이들 세 변수와 통제변수4)를 포함한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변수의 효과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

여 추가적으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힐링캠프’ 참여집단과 미참

여집단 사이의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정도가 달라지는지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4) 통제변수는 연구모형에 제시된 대로 성별, 연령, 결혼여부, 소득형태, 자녀

수, 직급, 직렬, 근속기간, 부서근무기간, 담당업무와 근무지로 설정하였으며 회

귀분석 결과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 54 -

가설 1.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공공조직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소진은 조직몰입 정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고갈은 정서적 몰입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는 정서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개인 성취감 저하는 정서적 몰입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고갈은 유지적 몰입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는 유지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개인 성취감 저하는 유지적 몰입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고갈은 규범적 몰입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는 규범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개인 성취감 저하는 규범적 몰입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립변수인 직무소진과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은 요인분석 결과 최초의

정의와 같이 각각 세 가지 차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가설 1’의 9가지 세

부 가설은 모두 검증하였다.

2014년 LH공사에서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지원인 ‘힐링

캠프’ 교육 참여의 조절효과는 참여유무의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직무소

진과 조직몰입을 하위 차원으로 분류한 ‘가설 2’의 세부가설 3개를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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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2-1 :

2-2 :

2-3 :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의 영향관계

에 있어서 조직지원 활동인 힐링캠프 교육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힐링캠프에 참여한 감정노동 종사자의 경우 정서적 고갈,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저하가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미 참여자의 경우보다 작을 것이다.

힐링캠프에 참여한 감정노동 종사자의 경우 정서적 고갈,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저하가 유지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미 참여자의 경우보다 작을 것이다.

힐링캠프에 참여한 감정노동 종사자의 경우 정서적 고갈,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저하가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미 참여자의 경우보다 작을 것이다.

‘가설 1’과 ‘가설 2’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5-15], [표 5-16]

및 [표 5-17]과 같다.

우선 직무소진과 정서적 몰입과의 회귀분석 결과 직무소진의 하위 요

인인 정서적 고갈과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의 저하는 각각

t값이 -2.751, -8.098, -3.624 였으며 유의수준이 모두 0.01미만으로 ‘가설

1-1’, ‘가설 1-2’와 ‘가설 1-3’이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직무소진이 높아

질수록 정서적 몰입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직무소진 각 요인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의 크기를 비교

해보고자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살펴보면 정서적 고갈의 표준계수 베타

값은 -0.144,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와 개인 성취감 저하의 표준계수 베

타 값은 각각 -0.491, -0.216으로 나타나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요인이

정서적 몰입에 가장 큰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조직지원인 ‘힐링캠프’ 교육 참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

절변수와 상호작용항 변수 모두 유의수준이 0.05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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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독립변수 　 　 　 　 　 　 　

　
　
　

정서적고갈 -.116 .042 -.144 -2.751** .006 .497 2.011

비인격화 -.431 .053 -.491 -8.098** .000 .372 2.689

성취감저하 -.245 .068 -.216 -3.624** .000 .383 2.608

　 조절변수 　 　 　 　 　 　 　

　 힐링캠프참석 .002 .061 .001 .032 .974 .859 1.165

　 상호작용항 　 　 　 　 　 　 　

　
　
　

힐링x정서고갈 -.018 .085 -.012 -.210 .833 .393 2.543

힐링x비인격화 .123 .106 .074 1.162 .246 .337 2.968

힐링x성취저하 -.026 .115 -.012 -.231 .818 .483 2.072

표본수 341

R2(조정된 R2) 0.584(0.536)

F(유의수준) 12.227(0.000)

이 때 회귀모형의 R
2
값은 0.584이며, 이는 본 회귀모형이 종속변수 변

화량의 58.4%를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

VIF 값을 확인해 보면 모든 변수가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5-15] 직무소진, 조직지원과 정서적 몰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p<.05, **p<.01

직무소진과 유지적 몰입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직무소진의 하위 변수 중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변수의

t값이 -2.519 (p<.05)으로 나타나 유지적 몰입과 부(-)의 관계를 가짐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두 변수인 정서적 고갈과 개인 성취감 저하의 경우

모두 유의수준이 0.05를 초과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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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독립변수

　
　
　

정서적고갈 -.010 .048 -.016 -.216 .829 .497 2.011

비인격화 -.154 .061 -.217 -2.519* .012 .372 2.689

성취감저하 -.007 .078 -.008 -.089 .929 .383 2.608

　 조절변수

　 힐링캠프참석 .052 .070 .042 .742 .459 .859 1.165

　 상호작용항 　 　 　 　 　 　 　

　
　
　

힐링x정서고갈 .189 .098 .162 1.929 .055 .393 2.543

힐링x비인격화 -.016 .122 -.012 -.133 .894 .337 2.968

힐링x성취저하 -.130 .132 -.074 -.983 .326 .483 2.072

표본수 341

R2(조정된 R2) 0.158(0.061)

F(유의수준) 1.635(0.016)

따라 ‘가설 1-5’는 채택되었으나 ‘가설 1-4’와 ‘가설 1-6’은 기각되었다.

이는 직무소진 중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가 높아질수록 유지적 몰입이 낮

아지며, 정서적 고갈과 개인 성취감 저하는 유지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힐링캠프’ 교육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조절변수와 ‘힐링캠프’와 직무

소진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수준이 0.05를

초과하여 직무소진과 유지적 몰입 간 관계에서 ‘힐링캠프’의 조절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본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
2
값은 0.158로 종속변수 변동의

15.8%를 설명하고 있으며, VIF값은 모든 변수가 10 미만으로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었다.

[표 5-16] 직무소진, 조직지원과 유지적 몰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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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독립변수

　
　
　

정서적고갈 -.043 .061 -.049 -.708 .479 .497 2.011

비인격화 -.232 .077 -.239 -3.003** .003 .372 2.689

성취감저하 -.347 .098 -.276 -3.524** .000 .383 2.608

　 조절변수

　 힐링캠프참석 .003 .088 .002 .031 .976 .859 1.165

　 상호작용항 　 　 　 　 　 　 　

　
　
　 힐링x정서고갈 -.147 .124 -.092 -1.188 .236 .393 2.543

직무소진과 규범적 몰입의 관계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직무소진 변수 중 정서적 고갈은 t값 -0.708, p값 0.479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와 개

인 성취감 저하는 t값이 각각 -3.003(p<.01), -3.524(p<.01)로 나타나 직

무소진은 규범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직무소진

중 정서적 고갈은 규범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고객에 대

한 비인격화와 개인 성취감 저하가 클수록 규범적 몰입이 낮아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가설 1-7’은 기각되었으며 ‘가설 1-8’과

‘가설 1-9’는 채택되었다.

‘할링캠프’ 참석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힐링캠프’를 조절변수로 하여

직무소진과의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추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호

작용항 모두 유의수준을 나타내는 p값이 0.05를 초과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이는 ‘힐링캠프’ 참석이 직무소진과 규범적 몰입 간 관계

의 크기를 줄이거나 늘이지 못함을 의미하여 따라서 ‘가설 2-3’은 기각

되었다.

[표 5-17] 직무소진, 조직지원과 규범적 몰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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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x비인격화 .100 .154 .054 .646 .518 .337 2.968

힐링x성취저하 .077 .167 .032 .461 .645 .483 2.072

표본수 341

R
2
(조정된 R

2
) 0.283(0.201)

F(유의수준) 3.445(0.000)

구 분
힐링캠프
참석
(99명)

힐링캠프
미참석
(242명)

합계

(341명)
평균차이 t값 유의수준

직
무
소
진

정서적 고갈 3.1859 3.2992 3.2663 -.1133 -1.083 .280

비인격화 2.5480 2.5238 2.5308 .0242 .260 .795

성취감 저하 2.1354 2.2942 2.2481 -.1589 -2.233* .027

*p<.05, **p<.01

연구 가설 검증 외에 추가적으로 ‘힐링캠프’ 교육의 효과를 보다 심층

적으로 알아보고자 ‘힐링캠프’ 교육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 직무소

진과 조직몰입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해보았다. ‘힐링캠프’ 교육 참여 집

단의 정서적 고갈 평균은 3.1859점,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평균값은

2.5480점, 개인 성취감 저하 평균값은 2.1354점으로 미참여 집단과 각각

-0.1133, 0.0242, -0.1589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개인성취감 저하 변수의 평균만이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표

5-18] 참조). 이는 힐링캠프 교육에 참여한 집단의 개인 성취감 저하가

미참여 집단보다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힐링캠프 교육 참여 집단의 정서적 몰입의 평균값은 3.6039점, 유지적

몰입은 4.3410점, 규범적 몰입은 3.3130점으로 미참여 집단 대비 각각

-0.0194, 0.0172, 0.0257의 차이를 보였다.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p값이 각

각 0.430, 0.492, 0.762로 모두 0.05를 넘어 교육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18] 참조).

[표 5-18] 힐링캠프 교육참여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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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몰
입　

정서적 몰입 3.6039 3.6233 3.6158 -.0194 -.247 .430

유지적 몰입 4.3410 4.3238 4.3304 .0172 .280 .492

규범적 몰입 3.3130 3.2873 3.2972 .0257 .303 .762

*p<.05, **p<.01

2. 직무소진과 조직지원인식(POS), 조직몰입 간의 관계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조직지원인식(POS)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졌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 추가로 직무소진과 조직지원인식(POS) 간의 인과 관계가

확인될 경우 POS는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의 매개변수로서 작용하게 된

다. 이는 직무소진이 직접적으로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뿐 아

니라 조직지원인식(POS)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직무소진이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임을 ‘가설 1’을 통해 검증

하였고 직무소진 변수와 조직지원인식(POS)의 관계를 고려할 때, 조직

지원인식(POS)이 조직몰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매개작용

을 하는지 여부를 밝혀내고자 한다. 조직지원인식(POS)의 추가적인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매개효과가 인정되려면 우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도 유의한 영

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 단계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매개변

수를 추가하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직접적 영향력의 크기가 줄

어들어야 한다. 영향력이 감소되어 매개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지 여부에 따라 다시 부분 매개와 완전 매개로 구분된다.

영향력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유의미하면 부분매개, 영향력이 감소하여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게 되면 완전매개효과로 구분한다. 이상의 세 단

계 검증방법은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Three-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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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직

무소진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다. 두 번째 단계는

직무소진이 조직지원인식(POS)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한다. 세 번째 단계로 조직지원인식(POS) 변수 추가시 직무소

진과 조직몰입 간 관계의 크기가 감소하는지 확인한다. 3단계 위계적 매

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19]에 정리하였다.

첫째,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중 정서적 몰입 간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

(POS)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변수인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가 종속변수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1단계), 각각의 베타 값이 -0.113(p<.01), -0.399(p<.01),

-0.258(p<.01)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앞서 ‘가설 1’의 검

증결과와도 동일하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와 성취감 저하가 조직지

원인식(POS)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2단계), 베타 값이

-0.162(p<.01), -0.200(p<.01), -0.201(p<.05)로 나타났고 모두 통계적으로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조

건 역시 충족되었다.

마지막으로 직무소진의 세 가지 하위 요인과 조직지원인식(POS)이 동

시에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3단계), 정서적 고갈은

-0.078(p<.05), 비인격화는 -0.356(p<.01), 성취감 저하는 -0.214(p<.01)의

베타 값을 갖고, 조직지원인식(POS)은 0.216(p<.01)의 베타 값을 가져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였다. 1단계의 베타 값에 비해 3단계의 베

타 값이 감소하여 이로써 매개효과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며 조

직지원인식(POS) 변수 추가 후에도 여전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통

계적 유의성은 유지되어 조직지원인식(POS)이 부분매개 작용을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직무소진의 세 가지 하위 요인과 유지적 몰입과의 관계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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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원인식(POS)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

변수인 직무소진이 유지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1단계), 직

무소진의 하위요인 중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요인만이 유지적 몰입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가 조직지원인식(POS)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2단계), 베타 값이 -0.200(p<.01)로 부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와 조직지원인식(POS)이 동시에 유

지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3단계),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변수의 베타 값이 -0.140(p<.01)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1단계 베타

값 -0.137에 비해 3단계 베타 값이 -0.140으로 영향의 크기가 증가했고

조직지원인식(POS)과 유지적 몰입 간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조직지원인식(POS)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셋째, 직무소진과 규범적 몰입과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POS)의 매

개효과를 검증해보았다. 우선, 직무소진을 독립변수로, 규범적 몰입을 종

속변수로 회귀 분석한 결과(1단계), 직무소진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고갈

을 제외한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와 개인 성취감 저하가 각각

-0.219(p<.01), -0.324(p<.01)의 베타 값을 가지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

냈다.

다음으로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와 개인 성취감 저하가 조직지원인식

(POS)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2단계), 베타 값이 -0.200(p<.01),

-0.201(p<.05)로 나타났고 모두 통계적으로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저하와 조직지원인식(POS)이 동

시에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3단계), 고객에 대한 비

인격화는 -0.144(p<.01), 개인 성취감 저하는 -0.249(p<.01)의 베타 값을

가져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였다. 1단계와 3단계의 베타 값을 비

교한 결과 3단계의 베타 값이 감소하였고 조직지원인식을 통제한 후에도



- 63 -

종속

변수

검증단계 비표준계수
표준
화B t R2 F

독립변인 종속변인 B 표준
오차

정

서

적

몰

입

1 정서고갈 정서몰입 -.113 .037 -.140 -3.082** .581 13.839**

2 정서고갈 POS -.162 .056 -.180 -2.884** .217 2.765**

3
정서고갈

정서몰입
-.078 .035 -.097 -2.223*

.627 16.177**
POS .216 .035 .242 6.141**

1 비인격화 정서몰입 -.399 .045 -.454 -8.800** .581 13.839**

2 비인격화 POS -.200 .069 -.203 -2.882** .217 2.765**

3
비인격화

정서몰입
-.356 .043 -.405 -8.192**

.627 16.177**
POS .216 .035 .242 6.141**

1 성취저하 정서몰입 -.258 .057 -.227 -4.507** .581 13.839**

2 성취저하 POS -.201 .087 -.158 -2.300* .217 2.765**

3
성취저하

정서몰입
-.214 .055 -.189 -3.930**

.627 16.177**
POS .216 .035 .242 6.141**

유

지

적

몰

입

1 정서고갈 유지몰입 .038 .042 .059 .898 .142 1.650*

2 정서고갈 POS -.162 .056 -.180 -2.884** .217 2.765**

3
정서고갈

유지몰입
.036 .043 .055 .832

.142 1.598*
POS -.014 .043 -.020 -.332

1 비인격화 유지몰입 -.137 .052 -.193 -2.608* .142 1.650*

2 비인격화 POS -.200 .069 -.203 -2.882** .217 2.765**

3
비인격화

유지몰입
-.140 .053 -.197 -2.623**

.142 1.598*
POS -.014 .043 -.020 -.332

1 성취저하 유지몰입 -.055 .066 -.060 -.835 .142 1.650*

2 성취저하 POS -.201 .087 -.158 -2.300* .217 2.765**

3
성취저하

유지몰입
-.058 .067 -.063 -.870

.142 1.598*
POS -.014 .043 -.020 -.332

규

범

1 정서고갈 규범몰입 -.077 .053 -.086 -1.440 .279 3.865**

2 정서고갈 POS -.162 .056 -.180 -2.884** .217 2.765**

여전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가 유지되어 조직지원인식이 부

분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5-19]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 조직지원인식(POS)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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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몰

입

3
정서고갈

규범몰입
-.016 .050 -.018 -.322

.392 6.203**
POS .376 .050 .379 7.550**

1 비인격화 규범몰입 -.219 .066 -.225 -3.327** .279 3.865**

2 비인격화 POS -.200 .069 -.203 -2.882** .217 2.765**

3
비인격화

규범몰입
-.144 .061 -.148 -2.346*

.392 6.203**
POS .376 .050 .379 7.550**

1 성취저하 규범몰입 -.324 .083 -.258 -3.901** .279 3.865**

2 성취저하 POS -.201 .087 -.158 -2.300* .217 2.765**

3
성취저하

규범몰입
-.249 .077 -.198 -3.224**

.392 6.203**
POS .376 .050 .379 7.550**

*p<.05, **p<.01

3. 검증 결과 요약

직무소진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 채택되

었다. 직무소진의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 정서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지적 몰입의 영향요인은 고객에 대한 비인

격화임을 알 수 있었으며, 정서적 고갈과 개인 성취감 감소는 유지적 몰

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직무소진 중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와 개인 성취감 감소는 규범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하였다.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직무소진의 세 가지 하위요인인 정서적 고갈, 고

객에 대한 비인격화와 개인 성취감 감소와 조직몰입의 세 가지 하위요인

인 정서적 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 간 각각의 세부 관계에서 조

직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모든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

출할 수 없었다.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POS)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라는 ‘가설 3’은 부분 채택되었다. 조직지원인식(POS)은 직무소진의



- 65 -

번호 가 설 검증 결과

가설 1 직무소진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1-1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고갈은 정서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는 정서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3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개인 성취감 저하는 정서적 몰
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4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고갈은 유지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5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는 유지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6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개인 성취감 저하는 유지적 몰
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7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고갈은 규범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8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는 규범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9 직무소진의 하위 요인인 개인 성취감 저하는 규범적 몰
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세 가지 하위요인 정서적 고갈,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와 개인 성취감 감

소 요인 모두와 정서적 몰입 간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속변수가 유지적 몰입일 때는 직무소진 사이에서 조직지원인식

(POS)의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규범적 몰입의 경우 직무

소진 변수 중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와 개인 성취감 감소와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POS)이 부분매개 효과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 5-20]과 같다.

[표 5-20] 가설의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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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의 영향관
계에 있어서 조직지원 활동인 힐링캠프 교육의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2-1
힐링캠프에 참여한 감정노동 종사자의 경우 정서적 고갈, 고
객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저하가 정서적 몰입에 미
치는 영향의 크기는 미 참여자의 경우보다 작을 것이다.

기각

2-2
힐링캠프에 참여한 감정노동 종사자의 경우 정서적 고갈, 고
객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저하가 유지적 몰입에 미
치는 영향의 크기는 미 참여자의 경우보다 작을 것이다.

기각

2-3
힐링캠프에 참여한 감정노동 종사자의 경우 정서적 고갈, 고
객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저하가 규범적 몰입에 미
치는 영향의 크기는 미 참여자의 경우보다 작을 것이다.

기각

가설 3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은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부분채택

3-1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은 정서적 고갈과
정서적 몰입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채택

3-2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은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와 정서적 몰입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채택

3-3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은 개인 성취감
저하와 정서적 몰입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로 작용할 것
이다.

채택

3-4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은 정서적 고갈과
유지적 몰입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기각

3-5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은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와 유지적 몰입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기각

3-6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은 개인 성취감
저하와 유지적 몰입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로 작용할 것
이다.

기각

3-7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은 정서적 고갈과
규범적 몰입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기각

3-8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은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와 규범적 몰입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채택

3-9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POS)은 개인 성취감
저하와 규범적 몰입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로 작용할 것
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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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공공조직 감정노동자의 직무소진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과 함께,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의 부(-)의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요인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국내 선행연구에서 주로

단일 차원에서 다뤄졌던 조직몰입을 정서적․유지적․규범적 몰입의 세

가지 다차원으로 분류해 직무소진과의 보다 세분화된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직무소진은 다른 선행연구와 같이 정서적 고갈․고객에 대한 비

인격화․개인 성취감 감소의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직

지원인식(POS)은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해 감정노동이 많은 공공조직인 LH공사의 대민

업무 종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소진을 독립변수로, 조직몰입을 종

속변수로, 조직지원인식을 매개변수로, 조직지원을 조절변수로 상정하였

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거나 영향을 미

칠 개연성이 큰 성별, 연령, 결혼여부, 근속기간, 직급, 근무지역 등은 통

제변수로 설정하고 그 영향을 배제하였다.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라 개발되고 활용된 측정도구를 반영하

여 설문지를 구성하여 설문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LH공사

내 감정노동 부서로 분류된 2,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

집한 351개의 표본 중 결측치를 제외한 341개의 유효 표본을 연구에 사

용하였다. 341개의 표본 중 조직지원 활동인 ‘힐링캠프’ 교육 참여자는

99명, 미 참여자는 242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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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직무소진은 조직몰입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의 검증). 특히 정서적 몰입의 경우에 직무소진의 세 가지 하위

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고찰

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의 부(-)

의 관계가 공공조직 종사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감정

노동이 주 업무인 공공조직 구성원들의 정서적 고갈이나 고객에 대한 비

인격화, 개인 성취감 감소의 부정적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직

무소진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이전에 비해 조직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

감이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다만 조직몰입의 하위 차원 중 유지적 몰입의 경우 고객에 대한 비인

격화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며 직무소진의 다른 요인

인 정서적 고갈과 개인 성취감 저하는 유지적 몰입의 영향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규범적 몰입의 경우 직무소진 중 정서적 고갈은 영

향요인이 아니며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와 개인 성취감 저하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졌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직무소진 정도가 큰 상황에서 조직지원 활동이

존재할 때 소진으로 인한 부정적인 반응을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가설 2’의 검증). 조직지원 활동으로서 LH공사에서 실시한 감

정노동자들의 ‘힐링캠프’ 교육 프로그램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그 효과

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직무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실시한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조직지원 활동인 ‘힐링캠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감정노동 종사자의 조직몰입도와 미 참여한 종

사자의 조직몰입도 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힐링캠프’ 교육의 목

적이 감정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직에 대한 애정을 높이

기 위함에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실증 분석 결과에 의하면 조직몰입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힐링캠프’ 교육 참여자와 미참여자 집



- 69 -

단 간 직무소진도의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역시 정서적 고갈과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는 집단 간 평균값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개인 성취감 저하만 ‘힐링캠프’ 참여 집단의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더 낮

았다.

넷째, 조직지원인식은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위계적 매개회귀분석 중 1단계에서 직무소진은

조직몰입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몰입의 영향요인은 직무소진의 세 가지 요인 모두였으며, 유지적 몰입의

영향요인은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요인이었다. 규범적 몰입의 경우 고객

에 대한 비인격화와 개인 성취감 저하가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설 1’의 검증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2단계 분석 결과 직무소진은 조직지원인식(POS)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 스트레스에 장시간

노출되어 생기는 신체적․정서적․정신적 탈진 상태가 조직이 개인을 아

끼지 않는다는 인식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개효과 확인을 위한 마지막 3단계 검증 결과, 직무소진 변수를 통제

한 상황에서 조직지원인식(POS)은 조직몰입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조직지원인식(POS)을 통제할 경우 직무소진은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

을 미쳤다.

이상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직무소진은 조직지원인식(POS)과 부(-)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조직지원인식(POS)은 조직몰입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에도 부(-)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조직지원인식(POS)의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직무소진은

조직지원인식(POS)은 통해서도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소진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조직지

원 인식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로 조직몰입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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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가 부족하였던 공공조직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공공조직에서도 감정노동에 대한 조직차원의 관리가 중요함을

밝혔다. 둘째,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 부(-)의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처방적 교육제도의 의의와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질 필

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조직지

원인식(POS)이 부문매개 역할을 하는 제 3의 변수임을 밝혔다.

우선, ‘정부 3.0’ 기조와 고객중심의 서비스 강화로 공공조직에서도 점

차 대민업무의 강도와 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조직 근로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소진의 부작용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상황요인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직무

소진은 조직몰입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직무소진을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조직몰

입을 정서적 몰입의 하나의 차원으로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 역시 정서적․유지적․규범적 몰입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했기 때문에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검증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몰입에는 직무소진의 세 가지 요인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유지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의 경우 직무

소진의 일부 요인만이 유의미함을 새롭게 밝혀냈다.

이는 조직에 따라 하부 요인별 조직몰입도의 차이가 있을 경우 직무소

진 중 어떤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조직에 대한 애착을 효과적으

로 높이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상황요인별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조직몰입의 측정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규범적 몰입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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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문항이 정서적 몰입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조직에 대한 정

서적 애착도와 조직에 남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유사한 개념으로 인지되

었음을 의미하며, 국내 연구의 경우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의 구분

이 모호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이목화 외(2014)의 조직몰입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연구 대상이 국내에 한정된 LH공사 설문

조사 응답자의 특수성일 수도 있으나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의 경우

직무소진의 영향요인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조직몰

입 관련 연구시 보다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 적합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2014년 LH공사에서 대민업무 담당 직원들을 위해 시행한 조

직지원 활동인 ‘힐링캠프’ 교육의 효과성을 판단해 본 결과 실시한 ‘힐링

캠프’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직무소진이 일

어나 감정적 고갈과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상태를 겪은 감정노동 종사자

의 경우 사후 처방적 지원이 조직몰입을 높이는데 유효하게 작용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로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결

론을 내릴 수는 없다. 별도로 조사한 힐링캠프 교육의 만족도는 5점 척

도 기준 3.80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교육 자체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표 5-5]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 6-1]과 같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빈도가 78명(90.7%)으로 ‘불만족’ 이하로 답한 빈도인 8

명(9.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로는 교

육 프로그램 구성 측면에서 주요 교육 과정이 민원인 역할극

(socio-drama), Life Design, 명상 등으로 개인 차원의 치유를 유도하는

교육 내용이었으며, 과도한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조직차원에서 업무

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 심신 피로 완화에 즉각적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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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힐링캠프 교육 만족도 빈도분석 (단위: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족 5 5.8 5.8

불만족 3 3.5 9.3

보통 37 43.0 52.3

만족 0 .0 52.3

매우 만족 41 47.7 100.0

총계 86 100.0 100.0

위에 언급한 것처럼 ‘힐링캠프’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에도 직무소

진과 조직몰입간 조절효과 검증 결과에서 ‘힐링캠프’가 이들 간 영향의

크기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작용을 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일단, 교육 시점과 효과성 측정 시점과의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해

당 교육 프로그램 시행시기가 2014년 3월이었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 시

기가 2015년 1월이었다. 연구시점이 ‘힐링캠프’ 교육 참여 이후 약 1년이

경과되어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교육이 직무소진을 줄이고

조직몰입을 높이는 데에는 지속적 작용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볼 때, 교육 직후에 효과를 측정했다면

직무소진과 조직몰입도간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쳤었을 수 있다.

‘힐링캠프’ 교육은 지원활동 참여여부의 물리적 차원이고 이 요소로 인

한 통계적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조직지원인식(POS)의 측면인 교

육 만족도가 높으므로 주기적인 직무스트레스 완화 교육을 실시한다면

의도한 교육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이럴 경우 조직지원이 실제적으로 조직지원인식(POS)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직지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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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직에 대한 애착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보상 등 다른 형태의

조직지원 활동을 포괄한 추가적 연구를 통해 조직지원과 직무소진, 조직

몰입의 관계에 대한 세부적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 설계시 횡단적 연구로 인한 조절변수 설정의 한

계를 이유로 들 수 있다. ‘힐링캠프’ 교육은 2014년 3월 처음으로 실시하

였으며, 3월과 4월, 총 2회에 걸쳐 약 200명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특정

시기에 한정적으로 실시한 교육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외적 타당성 저

해 요소 통제가 불가능하여 조절효과 검증 결과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설문 조사대상의 경우 ‘힐링캠프‘ 교육 참여자 총 200명이

확률표본추출 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한 편이가 결

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요약하면 교육의 효과가 있지만 시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사라졌을 수

있으므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거나 장기적 효과성 있는 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을 통해 교육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효과성 측정 시기와 방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LH공사에서

‘힐링캠프’ 교육을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외적타당성 저해 요인과

내적타당성 저해 요인이 최소화 되는 시기에 다시 한 번 연구를 실시한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지원인식과 직무소진, 조직몰입 간 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조직지원인식(POS)은 직무소진과 조직몰

입 간 부(-)의 관계에 부분매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

소진은 조직지원인식을 통해서도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소진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조직지원인식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로 조직몰입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LH공사 직원의 경우 토지 및 주택의 보상, 건

설, 판매 등 고객접점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이들은 대민 접촉 업무가 상당히 많고 민원의 강도 또한 센 편이어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소진 현상을 빈번히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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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의하면 일단 이들에게 소진이 일어나면 조직이 업무 수행 상 어려

움에 처한 구성원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믿음이 줄어들고

조직이 구성원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뜻한

다. 이럴 경우 낮아진 조직지원인식(POS)을 통해서 조직에 대한 일체감

과 애착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원의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소진을 낮출 뿐 아니라 조직지원인식

(POS)을 높이기 위한 조직차원의 처방이 함께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지원인식(POS)이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사이에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는 직

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직무소진을 줄이는 것이 조직지원인식

(POS)의 변화를 통해서도 조직성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공공조직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직무소진과 조직몰입 간의 부(-)의

관계를 밝혔으며 조직지원과 조직지원인식(POS)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수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직무소진의 증상이 다양하고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의 유형이 다

양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세 가지의 하위 요인으로 제한하여 일반화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앞서 논의하였듯 조직몰입의 경우 국내․

외 연구를 통틀어 단일차원과 다차원의 정의가 혼재되어 아직 지배적인

개념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고 국내의 경우 규범적 몰입이 정서적 몰입에

편입되는 경우도 많아 조직몰입의 개념적, 조작적 정의에 대한 검토 없

이 다소 단편적으로 변수를 설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 75 -

둘째, 조절변수 선정의 한계이다.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조직지원의 경

우 교육훈련 뿐 아니라 보상체계, 권한 위임이나 심리적 지원 다양한 요

인으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교육훈련에 해당하는 ‘힐링캠프’

교육만을 한정적으로 설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조직지원의

조절효과로 일반화시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해당 교육의 조절효

과만을 한정해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해당 교육의 효과성의 측정에서

도 2014년에 신설된 ‘힐링캠프’ 제도의 시기와 양적 한계로 인해 외적 타

당성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 없었다.

셋째, 표본의 대표성과 관계된 선발 요인의 문제이다. 선발 요인은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적 타당성의 위협 요인

을 뜻하며, ‘힐링캠프’ 참여자를 연구자가 직접 선정할 수 없어 확률표본

추출이 불가했던 본 연구 설계의 특성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경험적 조사를 실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설문조사에 응답

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어 선발 요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었다. ‘힐링캠프’ 교육 참여 유무를 설문조사 상 가장 마지막에 위

치시켜 연구의 목적이 ‘힐링캠프’ 참여자와 미 참여자 간 조직몰입의 차

이를 검증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응

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지만, 표본 추출의 한계로 교육 참여자와 미참

여자의 특성이 1:1 매칭이 되지 않아 발생한 편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공공조직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소진은 점점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조직 구성원의 직무소

진으로 인해 조직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공공조직의 경우 감정노동과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

한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경시했던 것에서 벗어나 본 연구 이후 이에 대

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해보며, 이로 인해 공공조직 특성에 맞는 조

직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조직관리 기법이 도출되길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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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조사지

공공조직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

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공공조직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소진과 조직몰

입』� 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해 주신 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정보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순수한 학문적 연구목적에만 이용될 것

입니다.�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비밀의 보장)에 의해 엄

격히 보호되오니 귀하의 평소의 생각을 솔직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 년 1� 월

� � 연 구 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전공 이 미 정

� �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 � � � � � � � � � 교수 이 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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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다음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가장 부합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No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정년까지 지금의 직장에서 보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가족애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하여
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대하여 정서
적으로 강한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현재 근무하는 직장은 내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고려
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8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면 내 생활이 많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직
장에 대한 애착도 있지만 생계유지에 필
요한 소득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0
내가 직장을 옮긴다면 현재 이 조직에서
누리는 수준의 혜택(급여,� 복지,� 신분보
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11
직장을 떠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직장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2
지금의 직장은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할 만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3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내게 더 유리하더
라고 지금 그만두는 것은 옳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14
나는 현 직장에 남아야 할 의무감을 느
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5
나는 조직의 업무수행을 통해 공익에 도
움이 된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6
지금 직장을 옮기면 조직에 미안한 감정
이 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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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부합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No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서적
으로 지쳐있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2
직장일을 마치고 퇴근시에 완전히 지쳐
있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3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4 하루종일 일하는 것이 나를 긴장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완전
히 지쳐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현재 맡은 일을 시작한 이후로 직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
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의 직무의 기여도에 대해서 더욱 냉
소적으로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의 직무의 중요성이 의심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10
나는 직무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
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1
내가 현재 소속된 직장에 효과적인 기
여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2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일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2.13
나는 직무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기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4
나는 현재의 직무에서 가치있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왔다.

① ② ③ ④ ⑤

2.15
직무상에서,� 나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처
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85 -

No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우리 회사는 조직에 대한 나의 헌신을
인정해 주고 늘 자랑스러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우리 회사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우리 회사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을 할 때 나의 관심사항을 고려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4
우리 회사는 내가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나를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5
우리 회사는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 귀하의 생각에 가장 부합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번호

에 표시하거나 해당사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성 별 ①�남성 ②�여성

4.2 연 령 만(� � � � � � )세

4.3 결혼여부 ①�기혼 ②�미혼

4.4 자녀수 ①�없음� � � � � � � � ②� 1명 ③� 2명 ④� 3명이상

4.5 소득형태 ①�맞벌이 ②�외벌이

4.6 직 급 ①� 2급이상� � � �②� 3급 ③� 4,5급 ④� 6,7급 ⑤�특정직

4.7 직 렬 ①�행정 ②�토목(토목,도시계획,조경)� ③� 건축(건축,기계,전기)

4.8 근무지 ①�내근 ②�사업단 ③�단위 현장 ④�기타

4.9 근속년수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미만 ③� 10년∼15년 미만

④� 15∼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4.10 현부서
근무년수 ①� 1년미만 ②� 1∼3년미만 ③� 3∼5년미만 ④� 5년이상

4.11 직무구분 ①주거복지 ②현장감독 ③하자보수 ④보상 ⑤판매 ⑥기타

Ⅴ.� 다음은 ‘행복찾기!� 힐링캠프’� 교육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

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참여여부 ①�참여 ②�미참여

5.2 만족도
(참여자만)

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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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Emotional

Laborer in Public Organization

Mee Jung, Lee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 organizations are focusing on improving customer service

and meeting various, sometimes excessive customers’ demands as

customer-oriented administrative reformation is accelerated and the

demand for social welfare increases in the era of “Government 3.0”. It

brings excessive emotional labor for the civil service employees of

public organizations, and causes job burnout to lower the morale of

employees and to make them leave their jobs.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recognized the problem due to

the increase of cases showing that job burnout by intensive emotional

labor can negatively effect on the achievement of an organiz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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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offered an education program entitled 'Healing Camp' to

improve the labor conditions of employees for emotional labor, and

support an organization for improving employee moral and preventing

job burnout.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motional workers who have not

been the subject of academic researches, examined the effect of job

burnou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discovered situational

factors which can ease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job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other words, this study set the 3

sub-factors of job burnout, which are 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and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3 sub-factors of job commitment, which

are affective commitment, continuance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as the dependant variables, the 'Healing Camp' program

by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for organizational support as

the moderating variable, and the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s

the mediating variable to analyze their relationship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job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other words,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increased by the continuation of

negative conditions such as 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and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of employees in public

organizations whose major job is emotional labor, and it caused the

reduction in job attachment and belonging.

This study did not confirm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the result of final procedure, the 3-step mediation

regression analysi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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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job burnout of members, the lower the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members.

The mean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emotional workers who have not been the subject of

academic researches,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discovered the

significance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for the emotional workers

in public organizations. Second, this study confirmed the necessity of

multi-leveled discussions about the meaning and effect of prescriptive

education system to ease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job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is the 3
rd
variable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other words, the reduction in job burnout can result in the increase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changes i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The intensity of emotional labor is increasing and will be

increasing, whereas people have undervalued the significance of

emotional labor of employees in public organizations and side effects.

The future researches are hoped to study this issue and to introduce

various and effective organizational management methods for

achieving organizational goals by characteristics of public

organizations.

Keywords : Emotional Labor, Job Burnout,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Suppor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POS)

Student Number : 2014-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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