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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폭발적인 항공여객 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이다. 그간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군으로 알려져 있는 항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정노
동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는 이윤을 우선시 하는 민간기업 종
사자들에 대한 연구이며, 공공성이 중요한 직무목표인 공항직원들에 대
한 감정노동 연구사례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들과 분
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으로 대
부분의 공항 서비스 접점 직무가 아웃소싱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가운
데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동 직무의 종
사자들이 민간조직에서 공공분야의 조직으로 신분이 이전될 예정으로 이
들에 대한 감정노동 연구는 공공조직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란 측면에서도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내포하고 있는 연구인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방향은 감정노동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접근으로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선행
변수로 제시한 것은 종사자 개인의 내재적인 동기요인으로 주로 공공분
야 종사자들의 직무동기로 활용되어지는 공공봉사동기로 이와 그 하위요
인들이 감정노동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공기업 고
객만족도, ASQ 평가 등 다양한 평가결과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판가름
나는 상황에서 서비스 직무에 대한 조직의 규칙이나 기준들이 인천공항
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에게 한편으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감정노
동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조직의 규범적 측면의
감정표현 규칙을 두 번째 선행변수로 제시하고 감정노동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감정표현 규칙과 감정노동의 관계에
서 종사자들의 서비스 몰입에 대한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
로 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대표적인 인천공항
의 서비스 접점 직무인 여객안내, 보안검색, 콜센터 직무에서 일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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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274명의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동 자료를 활용한 검증결과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총 18개의 가설 중 4개의 본 가설을 포함한 총 10개의 가설
이 채택되었고 나머지 8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검증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봉사동기와 감정노동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고 요인분석에서 공공가치몰입
과 묶여 제외된 동정심외 공공봉사호감도, 공공가치몰입, 자기희생 등 3
가지 하위요인들이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으로 제시한 감정노
동 전략인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가설과 달리
공공가치몰입 역시 외면행동 전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
지만 다른 하위요인들은 외면행동 전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두 번째로 제시한 선행변수인 감정표현규칙 역시 감정노동과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긍정적 감정표현규칙, 부정적 감정표현
규칙 모두 감정노동 하위요인인 내면행동, 외면행동에 각각 정(+)의 영
향을 미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긍정적 표현규칙은 내면행동에, 부정적
표현규칙은 외면행동에 보다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서비스 몰입은 모형의 설명력을 강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검증되었는데 특히 감정표현규칙-내면행동 관계모형의 설명력을
상당 수준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한편 가설제시를 통한 검증내용은 아니지만 동일한 조건과 방식으로 수
행된 두 가지 선행변수(공공봉사동기, 감정표현규칙)와 감정노동과의 각
각의 회귀분석결과를 통해 감정표현규칙과 감정노동과의 연관성이 공공
봉사동기와 감정노동과의 연관성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여객안내, 보안검색, 콜센터 등 3가지 직무유형별로 감정노동은
그 요인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객안내 종사
자들은 내면행동을, 콜센터 직무 종사자들을 외면행동을 상대적으로 높
은 감정노동 전략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보안검색 종사자들은 두 가지
전략 모두 제일 낮은 수준의 감정노동 전략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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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함의 제시의 기본적인 배경은 선행연구들을 통
해 서비스 종사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스트레스, 소진, 이직의도
등 부정적인 요인을 증가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외면행동 보다는 만족, 성과, 몰입 등과 같이 감정노동 종사자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긍정적 요인들과 정(+)
의 연관성이 있는 내면행동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차원에서 유인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이는 조직 또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수단
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먼저 공공봉사동기와 같은 내재적 동기 요인들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를 활용한 채용지표 개발이나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제안하며, 감정표현규칙과 같이 조직이 종사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서
비스 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인식을 위해서는 매뉴얼의 세분화 내
지 고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종사자들의 교육이나 훈련에 있어서도 항
상 미소나 웃음을 보이라는 표면적인 행동관리 보다 여객의 감정을 파악
하고 이에 맞게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종사자들의 서비스 몰
입 향상을 위해서 종사자 상호간 또는 부서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열린 조직문화 조성 또한 요구되며, 상황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에게 최대한의 직무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 역시 내면
행동을 증폭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해 적
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조직차원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시점
으로 조직은 고객이 다른 공급자를 선택하거나 고객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우려로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로 하여금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라
도 무조건적으로 여객을 만족시키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서비스 정책
의 목표로 추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감정노동은 종사자들의 직무에 대
한 열의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해나가야 하는 사항으로 치부해 왔지만 이
제는 시장원리의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여객이 무례하고 지나친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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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는 종사자들이 이를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매뉴얼 개
정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이를 여객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여객들의 부
당한 행동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시설·시스템 등의
확충·개선으로 인적서비스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등 서비스 수요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서비스 인력 확보
를 통한 종사자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여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서
비스 공급전략을 세우고 감정노동을 대한 상담센터나 프로그램 개설과
더불어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휴게시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상향된
근로조건을 제공하여 종사자들이 감정노동을 스스로 치유하고 감정노동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적 부조화를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서
비스의 품질과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깨달아
야 할 것이다.
비록 본 연구가 주로 감정노동에 대한 선행변수만을 주목하여 종사자들
이 감정노동을 경험할 때 직무와 관련한 인식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
는지 그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연구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역사요인 발생으로 연구의 내적타당성이 저하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었던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지만 향후 정규직 전환
이후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이나 직무동기 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 종합
적으로 개선·적용하여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공공봉사동기, 감정표현규칙, 감정노동, 외면행동, 내면행동,
서비스몰입
학 번 : 2017-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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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1장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지난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개항 16년만인 2017년 연간 이용객이
6,000만명1)을 넘어서 명실상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형공항으로 발돋
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에서 주관하는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2005년 이
후 2016년까지 1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뿐 아니
라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다.
인천공항의 이러한 성과에는 공항의 환경적 측면, 입출국 절차 등의 프
로세스 측면에서의 우수성 등에서도 기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천
공항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종사자들을 통한 인적서비스의 우수성이 그
본질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곽상규(2017)가 인천공항의 고객만족
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공항서비스의 만족도에
있어 직원의 친절성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공항의 전반적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공항의 서비스란 공항과 관련되어 수행되는 모든 서비스의 총체라 정의
내릴 수 있으며 특히 국제공항은 서비스산업 중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
연계되어 운항 스케줄 수립, 항공기 관제, 수하물 처리, 출입국 및 세관
수속 등과 같은 공항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콤플렉스” 유형의
산업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장대성, 2002)
서비스 산업은 기본적으로 인적서비스의 의존도가 높고, 이 산업의 종사
자들은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며, 고객들의 요
구사항은 정당하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고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1) 인천공항공사 경영공시 자료(2018.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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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기업의 목표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부 감정과 작용하며 억지스러운 미소와 감정을 표현해야만 하
는 감정노동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된다.(김철규, 2010)
이러한 공항의 서비스 산업적인 특징으로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
들은 쉽게 감정노동의 상황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여객터미널 현장에
서 여객과 직접 대면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서비스 접점분야의 종
사자들의 감정노동 상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항에서의 서비스 접
점은 여객의 동선을 고려한 MOT(Moment Of Truth)2) 프로세스 관점에
서 정의될 수 있는데 출국여객의 MOT 흐름은 공항도착, 입장, 항공기
체크인, 보안검색, 출국 심사, 부대시설 이용, 탑승대기의 과정 순서로
진행되며, 각 과정별 관리주체는 항공기 체크인과 부대시설은 항공사
나 면세점과 같은 민간조직이, 출국 심사는 정부 조직인 출입국관리사
무소, 그리고 그 외 여객의 공항이용 프로세스와 인적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공항운영사(공사)의 협력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Hochschild(1983)에 따르면 “감정노동은 서비스 종사자가 자신의 감정
을 조직에서 기대하는 감정규칙에 맞추어 통제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
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자는 조직의 목표에 따라 감정노동을 통제한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민간분야의 조직 목표는 이윤추구가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약 감정노동의 상황에서 직원이 진솔한 감정을 고객에
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고객의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없고 이는 결국 기업의 신인도 하락 혹은 매출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어
(이인환 외, 2015) 서비스 산업의 민간 기업들은 종사자들이 자신의 감정
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2) 고객이 기업의 종업원 또는 특정 자원과 접촉하는 순간으로서 그 서비스의 품
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유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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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공분야의 기본적인 조직목표는 공공성이다. 하지만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한 신 공공관리 패러다임으로 인해 공공분야에서도 민간분야
처럼 고객 지향적 관점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시됨에 따
라 공무원이나 공공분야의 직원들도 민간의 서비스산업 종사자가 경험하
게 되는 것처럼 감정노동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인천공항은 조직
의 기본적인 운영 매개가 여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일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서비스 공항을 자부하며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위 유지가 조직
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상정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할 때 다른 어떤 공공
분야 조직의 종사자들보다 감정노동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폭발적인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인천공항 이용객도 해가 갈
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인천공항 종사자들의 감정노동 상황은 점
점 가중되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이렇게 가중되는 감정노동 상황에서도 인천공항의 종사자, 특히 여객
서비스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여객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노동 강도는 다른 어떤 직무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은 이를 적극
적으로 통제하고 대처하여 왔으며 그 결과 인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
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중요한 역할과 노고를 치하하면서
도 한편으로는 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감정노동 환경에 대한 조직적인 지
원이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들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또
한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공항직원들, 특히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노
동 환경에 대한 우려와 관심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이들의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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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첫 번째는 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 개인의 동기차원에서
의 접근이다. Cossette(2014)에 따르면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감정노동의 관리는 이들의 구체적 역량을 발현시킬 동기요인의 발굴과
활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내재적으로 동기
화된 직원들은 업무가 가져다주는 자체로 성취감을 즐기며, 자신의 일
에 대해 즐거움과 흥미를 느낄 때에 임금, 승진과 같은 외재적 보상요
인과 관계없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Deci & Ryan, 1985)
또한 기업이 외재적 요인들을 가지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행
위는 직원들의 심리적 탈진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
에 있어서 직무동기 중 내재적 동기는 감정노동의 선행요인으로 작동
할 가능성이 크다.(강성호 외, 2016)
즉,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도 어떠한 내재적 동기요인3)이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란 추론이 가능하고 이러한 추론 속
에서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동기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이다.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은 민간부문의 종사자들과 다르
게 자신의 일을 직업이라기보다는 소명이자 의무라고 여기며, 대중에
게 봉사하며,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려는 희망에 의해서 동기 부여되고,
외재적 보상보다도 내재적 보상을 우선시하는 윤리에 의해서 특징지어
질 수 있다.(Houston, 2000)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봉사동기는 감정노동
에 대한 연구에 있어 민간부문과는 분명 차별화되는 변수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감정노동과 연관된 선행변수로써 공공봉사동기를 선
택한 이유는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직무에 대한
특징 때문이다. 공공봉사동기는 지역 공동체, 국민, 국가 및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이타적 동기(Rainey & Steinbauer, 1999)로 정의되는데 인천
공항의 서비스 접점 직무의 대부분은 민간(아웃소싱)에 의해 수행되어져
3) Crewson(1997), Brewer & Seldon(1998)은 공공분야의 직무행태를 분석함에
있어 공공봉사동기를 내재적 동기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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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비록 여기에 속한 직원들은 공공기관의 협력사 소속이지만 이들은
공익이 조직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공항운영사(공사)의 조직목표4)를
공유하며, 여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편 인천공항은 국가의 관문이
자 “가”급 보안시설5)로서 높은 수준의 책임감이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서비스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천공항의 성과가 이들에
게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자부심 등을 통해 내재적인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익에 대한 가치가 이들에게는 중요
한 직무가치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이윤추구를 우선적 목표로
삼는 민간기업 직원의 직무 가치와는 기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 중 또 하나의 요인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여객을
상대할 때 조직차원에서 종사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규범적인 측면에
서의 접근이다. 인천공항은 매년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
표로 하는 정부주관의 고객만족도 평가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가 공공
기관의 경영평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인천공항은 동 평가에서 좋은 점
수를 받기 위해 다양한 관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
객만족도 조사결과가 평가지표로 반영된 협력사와의 SLA(Service
Level Agrement)이다. 즉, 협력사를 평가하고 관리6)하는데 있어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가 중요하게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천공항은 매년 세계국제공항협의회(ACI)에서 주관하는 ASQ
(Airport Service Quility)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동 평가에서의 12년 연
4)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목적)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
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5) 통합방위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라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의미
6) SLA 평가결과(상대평가)를 통해 협력사별로 성과 공유금 차등지급
- 5 -

속 1위 달성은 다른 공항과의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함과 동시
에 인천공항이 우수한 서비스의 대명사로 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계
기가 되었으며, 이는 개항 이후 인천공항의 가장 큰 성과로 손꼽히고
있다.
이렇게 인천공항의 협력사 소속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은 여객들에
의해 평가되어지는 ASQ 또는 고객만족도 등의 평가결과에 의해 조직
(협력사)과 인천공항의 중요한 성과가 판가름 나는 상황 속에서 업무
를 수행할 때 어떤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조직에서는
이러한 평가들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종사자들이 평가자인 여객들에
게 항상 긍정적이고 친절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표현하
도록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적인 틀에서 또 하나의 감정노동의 선행변수로써 주목하
고자 하는 것이 감정표현규칙(Emotional display rules) 이다. Goldberg
& Grandey(2007)는 감정표현규칙을 “기업이 고객과의 서비스 접점에서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요구하는 감정표현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를 위해 조직은 고객을 상대할 때 종사자가 어떠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
이 적절하며, 그 감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표현하는게 좋을지에 대하여
종사자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훈련시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의
감정표현규칙이 종사자 개인의 가치관 또는 생각과 다를 경우에는 이는
오히려 종사자들이 감정노동을 통제하는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인천공항의 서비스적 가치를 유지·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인적서
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노동
이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서 인적서비스의 주체인 종사자
개인들을 관찰하는 것은 인적서비스에 대한 가장 근본적 차원의 접근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종사자들 입장에서 감정노동으
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조직의
긍정적인 성과와 연결되는 선순환의 매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
를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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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문제의 제기
본 연구는 폭발적인 항공여객 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심각하게 발생되
는 공항 이용객들의 “갑”질적인 행태들에 대한 관심과 우려에서 기인한
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발표한 인천공항 아웃소싱 직원들
의 감정노동 사례7)를 살펴보면 여객들의 부당한 행태의 단면과 그 심각
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1>

<사례 #2>

<사례 #3>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A씨는 몇 달 전 승객으로부터 모욕
을 당했다. A씨가 액체 젤류인 ‘홍삼 엑기스’ 반입을 제지하
면서 “짐으로 부치고 오시겠냐, 반입 포기하시겠냐”고 물었
더니 승객이 뚜껑을 열어 검색대 위에 내용물을 다 퍼냈다.
승객은 A씨에게 ‘너희가 먹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버리고
간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B씨는 근무 중 성희롱을 당했다. 보
안검색대에서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을 꺼내달라”고 말한 B
씨에게 한 남성 승객이 ‘XX는 안 꺼내도 되느냐’고 답한 것
이다. B씨는 갑작스런 모욕에 충격을 받았으나 길게 늘어선
승객 대기줄을 보며 근무를 지속해야했다.
한 여객은 ‘주머니 소지품을 꺼내달라’는 한 보안검색요원에
게 ‘미친 계집애가 아침부터 땍땍거린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치약 반입을 금지한 직원에게 ‘아가씨 손 좀 펴보세요’라고
말하며 치약을 직원 손에 다 짜고 게이트를 통과한 승객도
있었다. 한 승객은 김치통 반입을 제지한 보안검색 직원 앞
에서 뚜껑을 열어 가래침을 뱉고 통을 던져버리기도 했다.

7) "공항 노동자 폭언·갑질·성희롱 시달려…존중 필요" 기사(2017. 7. 19, 연합
뉴스) 및 접점직원 인터뷰를 통해 입수한 내용들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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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사례 #5>

<사례 #6>

공항 내 보안경비 업무를 맡은 C씨는 순찰 중 승객으로부터
“야 앞 좀 보고 다녀라”는 말을 들었다. 뒤에서 카트를 밀고
오던 한 탑승객이 카트로 C씨를 치고 가면서 한 말이다.
시설관리 노동자, 청소노동자, 보안경비 노동자 등 비정규직
직원들은 ‘유니폼’을 입고 공항 내를 돌아다니기에 승객들이
유니폼을 입은 직원을 불러 세워 길, 탑승 절차 등을 묻는 일
이 많지만. “잘 모르니 안내데스크에 가서 문의하시면 된다”고
답할 경우 “어떻게 공항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되레
화를 내는 승객들이 많다.
안내직원인 A씨는 자신이 안내한 여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뻔 했다. 여객은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비행기를
놓쳤다는 여객에게 항의를 받으면서 한 동안 마음고생이 심
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여객은 면세점 쇼핑으로 인한 시
간 지체로 비행기를 놓치게 된 것이 확인되었다.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은 기업의 성과를 결정 하
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천공항이 세계
적으로 인정받는 서비스 공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이
러한 사례들과 같은 심각한 감정노동 상황 속에서도 종사자들이 이를 잘
통제하고 관리하여 여객들에게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을 전달할 수 있었
던 인적 서비스 요인이 중요한 역할8)을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공항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천공
항의 서비스 접점 분야의 업무는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해 아웃소싱 체제로 운영되어 오고 있었으며, 공항운영사
8) 전통적 서비스 측정 방법인 SERVQUAL 모형을 이용한 임창빈(2007)의 연
구에 의하면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의 5가지 서비스 요인 중
“직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배려, 고객에 대한 관심 등”을 나타내는 보증성
이 고객만족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고객만
족에 있어 인적 서비스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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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협력사 소속의 직원
이란 제한요인으로 이들의 감정노동 환경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부족
했던 것이 사실이다9). 이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들의 감정노
동에 대한 특성과 수준 등을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에 있어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노동
특성과 수준은 어떠한가?

한편 합리적 선택이론10)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효용가
치(이익)를 최대화하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협력사는 제시할 수 있는 보상수준, 근무여건
등의 외재적 요인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 종사자 등 다른 공공부문에서 직업선택의 유인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승진, 복리후생,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협력사 직원들에게 외재적인 동기요
인이 아닌 어떠한 다른 동기요인이 그들의 직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동
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 인천공항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보면 이들에게 외재적 요인 이상의 가치(이익)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내재적 동기요인으로 “공공봉사동기”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9)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인천공항 협력사 직원들의 감정노동 실태를
조사(2017. 5월) 하고 감정노동자의 휴게시설 조성과 이들을 보호하는 가이
드라인 마련을 인천공항공사에 촉구(2017. 7월)
10) 합리적 결정 이론은 개인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말할 수 있는 선택 가능
한 대안 중에서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합리적 주체는 자신의 선
호를 결정할 때, 이용 가능한 정보, 사건의 가능성, 잠재적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며, 스스로 결정한 행위의 가장 좋은 대안을 정할 때 일관적으로 행동
한다고 가정된다.(네이버 시사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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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봉사동기의 영향력은 공공이나 민간이냐의 차이보다는 조직의 공
공성 정도에 보다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Moynihan & Pandey, 2007)
인천공항의 협력사 업무의 기본적인 가치가 “공항 이용객들이 공항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적 가치를 위한
것임이 분명하며, 국가의 관문공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책임감, 항
공여객의 기본적인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 세계최고로 인정받는
공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자부심 등은 이들의 공공봉사동기를 보
다 더 강화시키는 동인11)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민간 소
속이지만 공익적 가치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서비
스 접점 종사자들의 공공봉사동기 수준은 민간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직원들과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수많은 공항이용객들과 접촉하는 것이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업무인 만큼 이들의 감정노동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본 연구의 주요목적이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직원들의 감정노동에 있어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을 찾
고자 함으로 감정노동은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심리적 탈
진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기에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업무수
행에 있어 공공봉사동기와 같은 개인의 내재적 차원의 동기요인이 이
러한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
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공공봉사
동기는 감정노동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11) 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조직 환경과 업무 경험의 영향은 점차적으로 공공봉
사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여김(Wright & Gran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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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ASQ 등 인천공항 서비스에 대한 평
가결과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중 하나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은 공항의 서비스를 평가하게 되는 위치에 있는
여객을 상대할 때 혹시 자신의 응대로 인해 여객으로부터 인천공항 서
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좋지 않은 평가결
과가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이 존재한다. 이는 어떠한 부정
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여객에게 항상 밝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표
현하도록 조직차원에서 교육되고 훈련되어져 온 결과로도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우 종사자들은 여객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
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감정 부조화12)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감정표현 규칙은 곧 조직이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에게 요구하는 기대 사항임과 동시에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있
어서 중요한 원칙이지만, 한편으로는 종사자 개인이 느끼는 어떠한 심
리적 기준과 조직에서 기대하는 규칙이 상이할 경우 이 자체가 종사자
들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이러한
규칙이 감정노동 상황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하나의 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적인 틀에서 과연 조직의
감정표현규칙은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
하는 것을 본 연구에 있어 중요한 연구문제로 제기한다.
<연구문제 3>

감정표현규칙은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
들의 감정노동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12) 감정부조화는 외적으로 표현해야 할 감정과 자신의 원래 감정 간의 불일치
를 의미하며, 이러한 감정불일치는 일종의 심리적 긴장을 유발함과 동시에
해당 직무수행자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내면행동을 수행해야 할지 아니면
외면행동을 해야 할지 결정하도록 만드는 한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Rafaeli
& Sutto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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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감정노동
의 수준과 특징 등을 분석하고 공공봉사동기, 감정표현규칙 등의 선행요
인 등이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문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이나 개인의 정서적
특징 등이 공공봉사동기와 감정표현규칙, 감정노동 각각의 하위요인들로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범위로 2018.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약 10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용적 범위로는 인천공항의 MOT(Moment of Truth) 관점에서 여객들
의 대면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서비스 접점분야인 여객 안내, 보안검
색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 직원과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군인 인천공항 안
내 콜센터 직원을 대상에 한하여 공공봉사동기, 감정표현규칙, 감정노동
을 중심으로 인구통계학적, 개인 정서적 특징들로 제한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관련도서를 비롯하여 선행연구에서 분석
되어 보고되었던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문헌적 고찰을 실시한
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기초통계,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인과모형에 근거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추론을 수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연구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근거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며, 이
는 기존이론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논리를 구성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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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설검증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
이터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얻기 위
해 선행연구에서 기 검토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문항들을
활용한다. 조사 대상자들은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자기기입법으로 설문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수집된 설문 데이터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타당도와 신
뢰도 분석을 하고 이를 근거로 요인생성과 상관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직
무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Ver 21 패키지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표 1-1> 연구의 흐름도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1. 공항서비스 2. 공공봉사동기 3. 감정표현규칙 4. 감정노동 5. 서비스몰입
제3장 연구의 설계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자료분석
연구요약 및 시사점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제4장 실증분석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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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결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공항 서비스에 대한 이해
1. 공항서비스의 개념 및 품질
공항서비스는 공항이란 공간을 통해 여객들 또는 화물이 항공기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지원을 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항서비스의 범위와 종류는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천공항과 같은 국제공항은 국제여객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나 과
정들이 복잡한 관계로 이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적절
히 조화될 때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공항서비스는 주로 절차나 시설 유형에 따라 분류되고 있는데 Ndoh &
Ashford(1994)는 교통서비스 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공항서비스를
여객 및 화물처리, 대기 장소, 공항 내 이동시설, 부대시설, 접근교통시설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였다.
장대성(2002)은 “공항서비스는 공항과 관련되어 수행되는 모든 서비스
의 총체”라 정의하면서 국제공항터미널의 경우 서비스산업 중 다양한 조
직들이 서로 연계되어 운항 스케줄 수립, 항공기 관제, 수하물 처리, 출입
국 및 세관 수속 등과 같은 공항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콤플렉
스 유형의 산업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표 2-1>과 같이
Davis(1999)가 분류한 4가지 산업 유형 분류에 의해서 구분되어 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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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서비스 산업의 4가지 유형(Davis, 1999)

구 분

내 용

서비스 업무
일상화
지식
(Routinized)
(Knowledge)

통합적
서비스공장
서비스 샵
(Integrated)
(Servi
c
e
Factory)
(Servi
ce Shop)
서비스제공
분할적
서비스 저장
서비스 콤플렉스
(Decoupled)
(Service Store)
(Service complex)
※ 출처 : Business Horizons, Sep.- Oct. 1999, 23-33, 임창빈(2007) 재인용

한편 장형섭 외(2003)는 공항 서비스의 요소 및 특징들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안정성”으로 이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교통관제, 항공기 정비, 항행지원 시설 등을 비롯하여 철저한 보안검색을
위한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 등이 필요하며, 두 번째는 “수용력”으로 이
는 항공기 처리량의 증대와 여객 혼잡 측면에서 사전에 이를 예측하여
공항시설을 확장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여객 및 화
물처리”로 이는 항공기 도착 및 탑승 과정에서 여객과 화물이 신속하게
처리 되어야 함을 의미하여, 이를 위해 관련 장비나 시설의 관리와 인적
자원의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은 “접촉서비스”
로 공항이 인적·물적 요소로 구성된 서비스 복합체로 볼 때 여객들의 문
화적·감성적 욕구 충족은 물론이고 여객들이나 화주들의 요구수준 이상
의 각종 인간적 서비스 실행이 공항 서비스의 기본이라 표현하고 있다.
공항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장대성(2002)은 공항서비스 품질요인을 8가
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SERVQUAL13)의 품질구성 요소(5
가지) 이외에도 공항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운영절차, 지리적 위치, 안
전성의 요소를 추가하여 분류한 것이다.
13) SERVQUAL은 Parasuraman 등이(1988) 기업의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5개 차원 22개 항목으로 구
성하여 제시한 다항척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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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공항서비스 품질요인

구 분

공항시설
신뢰성
반응성
보증성
공감성
운영절차
지리적 위치
안전성

내 용

공항 터미널 건물, 각종 방비 및 시설 그리고 활주로 등
공항 근무자들의 정확하고 믿을만하게 약속한 서비스를 수행할 능력
이용객의 요구 및 문의에 대한 즉각적인 응대와 대답 능력
지식과 예절을 보유하며 믿음과 신뢰성이 있는 공항운영능력과
근무자의 자질
공항이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독특하면서도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
항공기와 공항 터미널까지의 입출국 수속 및 세관 검사 등의
수속 및 절차 서비스
공항의 위치, 공항까지의 교통의 편리함 등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운항관리능력과 공항의 제반
안전 유지능력

아울러 공항의 서비스 품질은 공항이용객들의 만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Caruana(2002)는 “고객은 서비스 품질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만족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
고 있어 이는 결국 공항 이용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항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곽상
규(2017)는 “국제적으로 유사한 프로세스를 따르는 국제공항의 특성상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서비스 품질 항
목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서비스 품질 항목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
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고, 각 공항마다의 운영 특성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서비스 품질 요인이 존
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여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항서비스의 품질향상이 선
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품질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객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공항 서비스의 품질이 정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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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항서비스에 있어 서비스(고객) 접점의 중요성
앞서 공항서비스의 품질은 여객의 다양한 경험들을 고려하여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공항이용객들이 실
제로 맞닥뜨리게 되는 공항의 서비스 접점에 대한 관리는 공항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문준호(2009)는 고객접점이란 “서비스와 고객이 만나는 진실의 순간 또
는 결정적 순간으로 고객이 조직의 어떤 일면과 접촉하는 순간에서 비롯
되며 조직의 서비스 질에 관한 인상을 얻을 수 있는 사건 또는 접점” 이
라고 정의 하였다.
이유재(2013)는 진실의 순간(Moments of Truth: MOT)이라는 용어를
빌려 “고객접점은 고객이 기업의 종업원 또는 특정 자원과 접촉하는 순
간으로 해당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
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진실의 순간은 서비스 품질에 대
한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록 짧은 순간일지라도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서비스 품질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임과 동시
에 고객은 이러한 순간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받게 되
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객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결정적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 품질이나 만족도는 소위 곱셈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
이다.(이유재, 2013) 즉, 만약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여러 차례의
짧은 결정적 순간에서 단 한번이라도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서비
스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부정적 느낌을 받게 되며, 이는 곧 기업의 평가
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객서비스 접점의 관
리는 서비스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항의 서비스 접점은 이청림 & 라선아(2015)가 개발한 MOT 프로세
스를 활용한 측정모형을 통해 참고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기존 지
표들은 단순 나열식 구조의 평가항목을 통해 순위 선정에만 치중함으로
써 만족도 측정을 통해 관리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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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적 피드백 기능을 강화한 측정 모형을 개발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아래의 <표 2-3>은 이러한 MOT 관점에서 출국여객이 접하게 되는 공
항의 서비스 접점이다.
<표 2-3> 출국여객 MOT 측정 항목

차원

측정항목

차원

측정항목

출국 여권/비자 심사의 신속성
교통의 편리성
공항 내 길찾기의 편리성 심사 직원의 예의바름 및 친절성
안내스크린의 충분성
기대 대비
서비스
입장 수하물
카트 이용 편리성 비교
투입 대비
공항 내 이동거리의 적정성 평가
이상적인 서비스 대비
체크인 카운터 위치 안내
타공항 이용경험 대비
체크인
서비스의 우수성
전반적
체크인 업무의 정확성
(발권
서비스
수하물및 체크인 업무의 신속성
서비스의 탁월성
처리) 직원의 예의바름 및 친절성 품질
전반적으로 만족
인지적
만족
보안검색의 정확성
아쉬움이나부족함이남지않음
즐거운 느낌
보안검색 안전 및 보안관리의 철저성 감정적만족
과정 직원의 예의바름 및 친절성
좋은 이미지
보안검색 대기시간의 적정성 성과
긍정적 구전
여권/비자
심사의
정확성
한국에
대한 이미지
출국심사
과정 심사 대기시간의 적정성
※ 자료: 이청림 & 라선아(2015) ‘출국고객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재편집
공항도착

한편 많은 연구들에서 고객접점의 각 과정에 대한 경험관리가 실제 기업
의 성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
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손민희 외, 2009; Meyer & Schwager, 2007;
Schmitt, 2003).
결론적으로 서비스 접점에 대한 관리는 서비스 품질제고와 이를 통한
고객만족, 나아가 기업의 성과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공항의 성
과 창출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인천공항의 경우 제공하
는 서비스 주체가 매우 다양하고, 각 주체들이 수행하는 서비스들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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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나 유형도 상당히 다를 뿐 아니라 각 주체들이 느끼는 품질에 대한
인식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업종의 접점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쉽
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인천공항은 국가의 관문공항이자 사회 간접자본 시설로써 그 공공
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공공성에 입각하여 체계적이 서비스 접점 관
리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기관, 인천공항공사, 항공사, 민간 협력사 등
다양한 인천공항의 운영주체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인천공항 서비스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여 공항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를 구축하고 공항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직무의 특성
앞서 소개한 서비스 접점의 의미나 개념에 따라 대표적인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을 살펴보면 여객들과 빈번한 접촉이 일어나고 감정의 상호
교환이 일어나는 보안검색, 여객안내, 콜센터 직무를 대표적인 서비스 접
점 직무로 꼽을 수 있다. 물론 MOT 관점에서 항공기 체크인이나 출입
국, 상업시설 판매 등의 직무 역시 공항의 대표적인 서비스 접점으로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항운영자(인천공항공사)에 의해 수행되는 직
무에 한해 서비스 접점을 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공항운영자에 의해 수행되는 서비스 접점 직무들의 특성을 살펴
보면 먼저 보안검색은 항공법령에 의거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사전에 방지하여 여객들이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
는 직무를 말한다. 최근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으로 인해 항공기 승객의
보안검색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직무의 종사자들은 항공안전을 책임진다는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종사자들 입장에서 서비스 접점의 정도 관점에서
살펴보면 보안검색은 모든 여객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절차로써
그 접촉빈도는 매우 높은 반면 지속성은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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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여객안내는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을 비롯한 이용객들에게 항공
운항 정보 및 시설 안내,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이다. 동
직무의 종사자들은 여객들이 공항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여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
면에서 안내직원들은 공항 뿐 아니라 기업의 대표적인 서비스 접점 종사
자들로 손꼽히고 있다. 이렇게 여객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종사
자들은 여객과 깊은 감정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동
직무의 종사자들은 여객과의 접촉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그 지
속성은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콜센터는 여객안내와 달리 직접적인 대면이나 접촉 없이 전
화나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객과 간접적인 접촉으로 정보를 제공
하는 직무를 말한다. 기본적인 직무 특성은 공항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객안내와 같지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이
현재의 여객뿐 아니라 미래의 여객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객들
에게 다양한 접촉 루트를 통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관계로
여객안내 직무보다 상대적으로 접촉빈도와 지속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인천공항에서는 약 720014)명의 협력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보안검색은 약 1,300명, 여객안내는 약 180명, 콜센터는 약 30명
등 총 1,510명의 종사자들이 서비스 접점 직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협력사 인원의 약 21 %를 차지하고 있다.
<표2-4>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직무 인원 및 특성

직무

인원(명)

직무목적

보안검색
여객안내
콜센터

1,300
180
30

항공안전
정보제공

14)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 자료(2017. 11월)
- 20 -

직무특성
접촉빈도
지속성

고
저
고

저
고
고

4. 공항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
공항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품질요인과 만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어 왔는데 먼저 장순자 & 김기웅(2010)은 지각된 공항의 서비스 품질
차이와 여객의 국적별로 공항 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고자 편
의성, 시설, 안전성에 따른 운영서비스 품질과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보증성, 공감성에 따른 인적서비스 품질, 제공 정보의 형태, 정보의 내용,
정보의 정시성 등 정보서비스 품질의 구성개념에 따라 측정 지표를 만들
어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서비스 요소
는 정보서비스 품질 중 정보의 정시성과 제공 정보의 내용으로 나타났으
며, 인적서비스에서는 유형성, 반응성과 공감성, 그리고 운영서비스에서는
시설에 대한 품질이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홍석진 & 이재환(2007)의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 서비
스품질, 상업시설 서비스, 여객터미널 접근의 편리성,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공항서비스 종합 만족도
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분석한 결과 ‘여객터미널 서비스 품질’이 전체 만
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곽상규(2017)는 인천국제공항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항
수속시설 자동화를 통한 개별 서비스 만족도 변화가 종합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출국심사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는 자동출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만족도가 일반출국심사 서비
스 이용여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체크인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와
‘보안검색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는 일반출국심사 서비스를 이
용한 여객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공항서비스 품질 요소 가
운데 ‘공항직원의 친절, 도움’이 종합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라고 밝히며 여객들에게는 시설적인 서비스 보다는 직원을 통해 전달되는
인적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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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이해
1. 공공봉사동기 개념
가) 공공봉사동기의 정의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는 많은 학자들이 그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먼저 Perry & Wise(1990)는 공공봉사동기를
“공공기관과 조직에서 우선적 또는 고유하게 나타나는 동기”로 정의하면
서 주로 공공조직 구성원들에게서 관찰된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기존의
동기 이론들이 인간을 합리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가정하여 공
익봉사를 원하는 개인의 행태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공공봉사동기의 개념을 외재적 보상보다 내재적 보상을 우선시 하는 동
기로 보고 “공공부문 조직 구성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동
기보다 공공의 이익과 내재적 동기를 강조하는 규범적, 감성적 차원의 동기
를 중요시 한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그 외 Rainey & Steinbauer(1999)는 공공봉사동기를 “지역공동체, 국민
과 국가 및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이타적인 동기”로 정의하였으며,
Brewer & Selden(1998)은 “개인들이 공공봉사를 수행하도록 유인하는
힘으로 공공부문에서 보다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Vandenabeele(2007)는 공공봉사동기는 “사적 이익이나 조직의 이익이 아
닌 보다 큰 정치적 실체의 이익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한 행동을 하도
록 동기를 부여하는 신념이자 가치 및 태도”로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를 “직업선택의 동기와 동일한 개념”으
로 정의하고 있는데.(김상묵, 2005; 이명진, 2010)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직원들의 공공봉사동기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소속
된 조직이 민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 “공공봉사동기의 개념을 공직
선택 동기와 분리하여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더 높게 인식하는 가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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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최윤정(2012)의 개념 정의
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공동체나 국민, 국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이
타적 동기”라는 Rainey & Steinbauer(1999)의 개념을 본 연구에 있어서
공공봉사동기의 정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공공봉사동기의 구성요소
Perry & Wise(1990)는 공공봉사동기를 합리적, 규범적, 감성적 차원의
3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합리적 차원은 개인적인 효용극대화를 위한
행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규범적 차원은 규범을 따르려는 노력, 정서적
차원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에 기초한 행동을 뜻하
고 있다. 이근주(2005)는 이러한 합리적, 규범적, 정서적 차원의 공공봉사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합리적 차원은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합
리적안 차원에서 공공봉사동기는 “과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이타적인 동기를 가질 것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 본다. “다만 그 효용
함수는 개인의 사적 이익은 아니며 정책형성에의 참여, 사회정책에의 몰
입, 특정 이해관계 지지 등 국민에 대한 봉사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정
리하면 “정책형성에의 참여는 정책을 만드는데 자신의 참여함으로써 이
를 통한 만족감이나 자긍심을 의미하고, 사회정책에의 몰입은 자신을 정
책과 동일시함으로써 특정 정책의 성공 또는 실패를 개인의 자아실현 여
부와 연관 짓는 것”을 말한다.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지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공직에 참여하여 그 효
용을 느끼는 것으로 개인의 사적·경제적 이익 극대화 보다는 국민을 위
해 봉사함으로써 효용함수를 만족시키는 것이 개인의 효용으로 전환되므
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본다.(이근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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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규범적 차원은 “공익 실현을 위한 이타적인 노력”으로 표현
되는데 공익에 대한 몰입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공익에 대하여 봉사하
고자 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으며, 공무원이 선거에 의해 선발된 대표자
는 아니지만 국민의 의사나 반응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자신이 몸 담
고 있는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동시에 사회
적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가 곧 규범적 동기이다.(이근주,
2005)
세 번째 정서적 차원은 “사회에 대한 헌신이나 박애, 인류애 등을 기
초로 동정심과 자기희생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Frederickson & Hart
(1985; 이근주; 2005 재인용)는 국민에 대한 애정과 국민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선의의 애국심”이라는 용어로 이를 설명하였
다. 선의의 애국심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와 인간에 대한 애정 등을 의미
하며, 사회적 가치에 기인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는 점에서 볼 때 동정심은 정서적 차원에 해당된다. 또한 자기희생은 금
전적 보상과 관계없이 공익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만족 등으로 평가된다.(이근주, 2005)
<표 2-5> 공공봉사동기 구성요소(Perry & Wise(1990))

공공봉사동기 구성(하위차원)

구성개념

개인의 효용 극대화 -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
바탕의 형태
- 개인적 일체감을 위한 공공정책 몰입
(공공정책 호감도 ) - 특정 이해나 개인의 이해 옹호
제공에 대한 열망
규범적 규범준수 노력에 따른 형태 -- 공익
의무와
정부조직에 대한 충성
차원
(공익몰입)
- 사회적 형평성
맥락의 다양성에 - 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에 따른 신념
정서적 사회적
대한 감정적 반응 형태
으로부터 나오는 정책몰입
차원
(동정, 자기희생)
- 선의의 애국심
※ 출처 : Perry & Wise(1990)에서 인용한 이혜윤(2012)을 재인용 및 정리
합리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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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연구로 Brewer, Selden & Facer(2000)는 공공봉사동기에는 사
마리아인, 공동체주의자, 애국자, 인본주의자의 네 가지의 상이한 개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사마리아인들은 불우한 이웃과 약자를 돕는 일에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며 공동체주의자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공공봉사 의식에, 애국자들은 공익이나 국익 같은 상위 차원의 선을 위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인본주의자는 인류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동기가 부
여된다고 보고 있다.(김상묵, 2016).
또한 Kim & Vandenabeele(2010)는 Perry의 세 가지 하위차원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봉사동기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한 수단적 동기, 추
구하는 공적 가치에 관한 가치기반적 동기, 봉사 대상과의 동일시 동기,
공공봉사동기의 실현을 위한 자기희생의 개념으로 분류하였는데 수단적
동기는 유익한 공공봉사와 사회, 타인에 대한 기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
서의 근무, 정책과정과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 사회 발전에의 기여, 특
정 공공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치기반적 동
기는 사람들이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궁극적인 공공가치에 관한 것이다.
동일시 동기는 봉사하려는 대상이나 집단에 관한 것으로 타인의 정서적
연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려는 행동의 감정적 기반이 된다. 자기
희생은 공공봉사동기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으로 물질적인 개인에
대한 보상대신에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려는 의지를 요구한다는 개념
이다.

2. 공공봉사동기의 선행연구
공공봉사동기의 주요 연구 흐름은 공공봉사동기의 정의나 개념, 측정도
구 등 하위차원에 관한 연구, 공공봉사동기의 선행이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봉사동기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서 선
행연구를 통한 개념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봉사동기의 선
행요인과 결정요인,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선행된 연구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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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이는 감정노동의 선행요인을 분석하여 공공봉사동기의 선
행요인(조직적 요인) → 공공봉사동기 형성 → 공공봉사동기 효과(감정
노동)의 메커니즘을 추론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가) 공공봉사동기의 선행요인에 관한연구
공공봉사동기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개인적 차원의 연구로
Perry(1997)는 종교 활동, 신앙심, 부모의 역할과 관계, 진보와 보수 등이
공공봉사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자녀는
부모의 봉사와 희생을 학습하고 이후 공공봉사동기 형성에 이러한 부모
의 역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또한 Perry et al.(2008)
은 종교 활동, 가족 내 사회화, 공식적·비공식적 자원봉사 등이 공공봉사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종교가 공공봉사동기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청소년기의 자원봉사 경험이 공공봉사동기의 선
행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아울러 소득과 교육수준 또한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Naff & Crum(1999)은 성별과 교육수준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공
공봉사동기가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한 공공봉사동기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Camilleri(2007)는 소득수준과 교육수준과
공공봉사동기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였는데 연령, 학력, 자원봉사 경험, 종
교적 성향, 가족 내 사회화 정도 개인적 특성, 역할지위, 조직에 대한 구
성원들의 인식, 상사와의 관계, 업무 특성 등의 대부분의 개인적 요인들
이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이근주(2005)는 공공부문의 입직 시에는 계급에 따라 공공봉사동
기에 차이가 있으나, 입직 후에는 공공봉사동기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성별이나 학력 또한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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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근주 & 이혜윤(2007)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성
별, 연령, 교육, 수준, 근무기간, 입직 시 직급, 현재 직급)별로 공무원들
의 공공봉사동기의 차이 검증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근
무기간이 길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가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김서용(2009)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사회 인구학적 요인, 조직 관리적 요인, 조
직 구조적 요인, 사회적 관계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계급과
연령, 재직기간, 직무만족, 조직만족, 조직몰입 등이 공공봉사동기와 연관
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며 “공공봉사동기의 형성은 여러
변수들이 상호작용하며 서로 연관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하영 외(2017)의 연구에서는 “조직적 요인 중 자신이 보다 중요시 여
기는 관계욕구와 성장욕구가 공공봉사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조직 내 소통과 혁신문화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며
생존욕구와 관련된 보수나 근무환경, 후생복지 등은 공공봉사동기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 공공봉사동기의 결과요인에 관한연구
우선 공공봉사동기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Crewson(1997)은 공공과 민간부문에 있어서 공공봉사동기와 조직몰입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결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공공봉사동기가 높을 경
우 조직에 보다 더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Naff & Crum(1999)은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이들이 조직성과나 직무만
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직 의도는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Brewer & Selden(2000)은 공공봉사동기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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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Alonso & Lewis(2001)도 공공봉사동기와
직무성과의 연관성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상묵(2003)의 연구에서 공공봉사동기와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있어 공
공봉사동기가 정서적 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으며, 국내 17개 중앙행정기관과 3개 위
원회 소속 공무원 307명을 대상으로 Perry(1996)의 공공봉사동기 척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이근주 & 이혜윤(2007)의 연구에서 공공봉사동기가 업
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신황용 & 이희선(2012)의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구성원들의 공공
봉사동기와 신분불안 수준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무만족을 매개
효과로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 공공봉사동기, 신분불안 순으로 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혜윤(2012)의 공공기관 직원들의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공기업은 공익몰입(CPI), 성취감이 긍정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준정부 기관에서는 자기
희생(SS), 성취감, 공정성인식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감정표현규칙에 대한 이해
1. 감정표현규칙의 개념
가) 감정표현규칙의 정의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실제 감정과
는 다른 얼굴 표정을 표현하거나 감정 등의 정서를 표출하기를 요구받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이 느끼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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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에 있어서 고객만족을 높이려 한다.(Hopp et al., 2010).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서비스 접점 종사원이 감정 표현을 올바르게 통제하고 조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강구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감정 표현
을 통제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감정표현규칙이다.(Sohn
& Lee, 2012). 기업은 서비스 종사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인지된 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정 행동 규범을 제시하거나 이를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규범은 특정 감정을 표현하거나 혹은 표현하
지 않는 등의 표현규칙을 포함한다.(이다원 & 이선희, 2011)
또한 Goldberg & Grandey(2007)는 “기업이 고객과의 서비스 접점에서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요구하는 감정표현 방식”을 감정표현규칙으로 정의
하고 있는데 즉, 기업은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고객 응대 과정에서 비록
그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종사자 개인의 감정을 통제하
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감정표현이나 서비스행위를 하도록 요구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정표현규칙이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제시된 기준”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Allen et
al., 2010)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조직으로부터 종사원에게 제시된 감정
표현의 의도된 가이드라인”이라는 의미로 정의되기도 한다.(Diefendorff
& Croyle, 2006)
나) 감정표현규칙의 구성요소
김상표(2007)는 “감정표현규칙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즐거움, 기쁨, 공
손함 등의 긍정적인 감정과 위협,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중립
적인 감정의 3가지로 분류된다.”고 하였는데 고객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 승무원, 골프장 캐디, 은행 창구직원
등은 항상 밝고 명랑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며 채권을 추심해야 하
는 직무에 있는 종사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
이다.(Sutton, 1991) 반면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공해야 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은 중립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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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조직에서 감정표현규칙이라 함은 부정적인 감정은 억제하되 긍정적
인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Brotheridge & Grandey, 2002; Jones
& Best, 1995)
일반적으로 서비스 기업에서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감정표현규칙은 긍정
적 감정의 표현과 부정적인 감정의 억제라고 하는 2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우리는 언제나 미소로서 고객을
응대한다.”와 같은 긍정적 서비스 표현 규칙을 요구받지만, 일부 종사자
들은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부정적 서비스표현 규칙을 요구받
기도 한다.(김상표 & 하환호, 2009)

2. 감정표현규칙의 중요성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 속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한 상
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감정을 외부적으
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의미하는 조직의 감정표현규
칙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어지며, 이러한 감정표현규
칙은 채용과 직원 교육용 자료를 통해 명시적으로 언급되거나 혹은 상사
를 통해 전달되어진다.(Diefendorff & Richard, 2003)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올바른 감정표현규칙을 수립하여 서비스 제공
자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감정표현규칙
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종사원의 감정표현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품질 수준에 맞도록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
을 통해 고객이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하여 고객과의 긍
정적인 유대관계가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감정표현규칙은 그 자체로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업무지침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이를 통
해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더 높은 고객 관리의 수
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김판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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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정표현규칙은 기업이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요구하는 감정 표현
의 기준이 되며, 서비스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
되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은 서비스 종사자들이 감정표현
규칙을 잘 준수하는지의 여부도 감독하게 된다.(Castro, 2004)

3. 감정표현규칙의 선행연구
가) 감정표현규칙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Diefendorff & Gosserand(2003)는 “서비스 종사자가 감정표현규칙을 충
실하게 수행하는 정도는 개인의 동기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표
현하고 있다. 이러한 동기는 개인의 욕구에 의해 발생되는 것인데 이는
곧 개인의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무
의 일정계획과 수행방법 등에 사용되는 절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직무
가 개인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자유재량을 주는 정도로
정의(Hackman & Oldham, 1976)되는 직무자율성은 감정표현규칙의 공
정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경은 외, 2012)
또한 감정표현규칙과 관련한 선행요인으로 개인의 정서성을 제시한 김
상표(2007)의 연구에서는 Watson & Tellegen(1985)의 정의를 인용하며
“부정적 정성성은 화, 경멸, 모욕, 두려움 등의 기분상태를 자주 느끼게
되는 성향인데 이러한 부정적 정서성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 감정표현 규
칙을 내면화 하며 사적인 자아를 공적인 자아에 적한 모습으로 전환시키
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나) 감정표현규칙의 결과요인(감정노동)에 관한 연구
감정표현규칙의 결과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어져 왔다. 특
히 감정표현규칙을 선행변수로 감정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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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이러한 분석틀 안에서 감정노동을 매개로 직무만족이나 몰입,
고객지향, 감정소진 등 다양한 결과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를 규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감정표현규칙과 감정노동의 관계가 규명된 주요
연구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지각된 긍정적 감정표현규
칙은 외면행동과 내면행동 등 모든 감정노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Brotheridge & Grandey, 2002; Diefendorff &
Croyle, 2008) 반면, 감정표현규칙이 내면행동에만 영향을 미치기나
(Diefendorff et al., 2005), 외면행동에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
다. (Gosserand & Diefendorff, 2005; Hopp et al., 2010)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다수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는데 직무만족, 직
무불안 등의 변수에 있어 감정규율 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감
정표현규칙을 선행변수로 제시하고 있는 탁인철 & 이재원(2012)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감정표현규칙 인식은 표면(외면)행동, 심층(내면)행동, 그리
고 순수감정표현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판영(2014)은 여행사 종사원의 서비스 표현규칙과 감정노동전략,
직무만족, 고객지향성과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이 중 감정
표현규칙은 종사원의 감정노동전략 모두(내면행동, 외면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고, 병원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현진(2016)의 연구에서도 감정노동전략의 영향요인으로써 감정표현규
칙의 명확성은 외면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정적 감정표
현규칙에 대한 지각은 외면조절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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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
1. 감정노동의 개념
가) 감정노동의 정의와 개념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Hochschild(1985)는 감정노동은 “구성원
이 임금을 받기 위해 판매하는 일반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표정과 몸짓
을 창조하기 위한 감정관리”로 정의하였다. 또한 “감정노동을 외면과 내
면으로 나누면서 외면행동은 감정표현을 통제하고 수정하는 것이며, 내
면행동은 고객이 보기에 바람직한 감정표현을 위해 의식적으로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며, 두 행동 모두 개인의 노력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노력
은 직무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Grandey(2000)는 “감정노동은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감정을 자신의 말투, 표정, 몸짓 등으로 표현하려는 노
력을 의미한다.”고 하며, Hochschild(1979)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요구하
는 감정표현규칙과 자신의 경험한 감정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
의 감정표현을 통제하거나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표현을 따르기 위해
일련의 조절 행동을 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Fenster et al.(1999)은 “이러한 행동 자체가 직무과정 상에서 다양한 형
태의 압박으로 인식되어지고 감정적 소진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종의 노
동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감정노동의 구성요소
감정노동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직무특성이 고려되어진다. 이러한 직무
특성은 사람들과 목소리나 표정 접촉이 동반되는 직무나 다른 사람의 감
정을 이끌어 내야 하는 직무, 직장 구성원에게 감정통제를 하는 상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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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들 직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의 수준
이 높다.(Hochschild, 1985). Morris ＆ Feldman(1996)은 감정노동을 “조
직에서 요구하는 감정표현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 통제”라고 정
의하였는데 이들은 감정노동의 구성요소로 적절한 감정표현의 빈도, 감
정표현규칙과 관련된 주의력, 감정표현의 다양성, 감정 부조화 수준의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면서 이들의 수준에 따라 감정노동 전체의 수준이 달
라진다고 하였다.
다) 감정노동의 종류
감정노동은 서비스 종사자가 감정노동 상황에서 실제 어떤 행동을 할지
를 결정하는 행동 전략적인 관점에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감정노동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외면행동과 내면행동으로 구분되어진다.
① 외면행동(Surface Acting)
Hochschild(1985)가 정의한 외면행동은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조직
에서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감정이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고객에게는 밝은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Blau et al.(2010)은 이러한 외면행동을
더욱 세분화하여 기초외면과 심화외면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기초외면은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자신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매뉴얼 등을 통해 정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
며, 심화외면은 특별히 까다로운 고객을 응대할 때에 형식적으로 감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외면행동은 종사자
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연기를 하듯 고객에게 표현을 하고, 때
에 따라서는 자신이 좋지 않은 기분을 느끼고 있을 지라도 이를 숨기고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있는 듯 행동을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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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면행동(Deep Acting)
Hochschild(1985)에 의하면 내면행동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수정함으
로써 고객이 보기에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외면행동과 가장 큰
차이점은 내면행동은 자신의 감정을 고객의 입장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한
다는 것이다. 종사자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고객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면행동과 마차가지로 Blau et al.(2010)은 내면행동을 기초내면과 고
객응대내면, 고객관점내면의 세가지로 세분화였는데 기초내면은 고객응
대 시 자발적인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며, 고객응대내면은 고객입장을 이해하고 응대하는 것이며, 마지막으
로 고객관점내면은 고객을 응대할 때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고객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외면행동, 내면행동을 감정노동의 틀 안에서 구분하는 이유는
Grandey(2000)의 정의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즉 서비스 종사자의 감정
노동이 조직의 감정표현규칙을 따르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한다고 할 때
이러한 조직의 감정표현규칙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한 감정과 차이가
존재하므로 종사자들은 이러한 규칙에 따라 감정표현을 통제하는 등 직
무수행에 있어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Morris & Feldman, 1996). 이러한
행위 자체가 종사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식되어지고 이는 곧 감정
적 소진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종의 노동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
다.(Fenster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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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노동의 선행연구
감정노동의 연구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소진이나 스트레스, 이직의
도 등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연구와 만족이나 성과 등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는 등 결과변수를 규명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비
하여 본 연구처럼 감정노동의 선행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제한
적인 측면이 있다.
가) 감정노동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감정표현규칙이 감정노동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은 앞서 논하였는데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본장 제3절에서 이미 검토
한바 있다. 이에 감정표현규칙 이외 감정노동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들
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① 직무과부하와 감정노동
직무 과부하는 서비스 종사자의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
스요인으로, 여러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원천으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
되는 요인으로 작업량의 증가를 들고 있다.(Robinson & Griffiths, 2005).
직무 과부하와 같은 스트레스요인은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하게 되며 이
로 인해 타인들의 부정적인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자신의
만족을 떨어뜨린다.(Watson & Clark, 1984).
유재원 외(2014년)의 연구는 국내은행 종사자들로부터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 분석하여 “직무 과부하가 서비스 종업원의 외면행동을 증가(+)시키
고 내면행동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히며, 외면행동은
감정고갈을 강화시키고 내면행동은 감정고갈을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내
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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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라포르(Lapport)15)와 감정노동
곽묘묘 외(2015)가 중국의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
노동의 선행요인으로서의 라포르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즐거운 관계와
내면행위의 선형과 비선형관계는 모두 정(+)의 유의적인 관계를 갖고,
개인적 유대감과 표면행위에 있어서의 선형관계만 정(+)의 유의적인 관
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차원에서 서비
스 제공자들의 외면행동보다 내면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게 하려면 관리
자들은 서비스 제공자들의 즐거운 관계와 개인적 유대감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③ 직무동기(공공봉사동기)와 감정노동
강성호 외(2016)의 공직동기가 감정노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
펴보면 내재적 동기는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외면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노동
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내재적 동기는 이들 관계
를 증폭시키는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송용차오(2016)는 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가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공에의 몰입만이 내면행동에 정(+)의 방향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기희생과 동정은 내면행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중 하였으며, 외면행동에 있어서
는 공공에의 몰입은 부(-)의 영향을, 동정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자기희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15) 사람과 사람사이에 생기는 상호 신뢰관계를 말하는 심리학용어(네이버 시사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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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2017)는 서울 성동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가 감정노
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감정노동의 내면행동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공공봉사동기는 공익몰입, 동
정, 희생이 내면행동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면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높이기 위해 정서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감정노동의 결과요인에 관한 연구
① 감정노동과 소진
김영조 & 한주희(2008) 연구에 의하면 서비스 직원들의 감정노동에 대
한 연구에서는 외면행동은 감정고갈, 탈인격화, 자아성취감 저하에 정(+)
의 영향력이 나타났고, 내면행동은 자아성취감 저하에 부(-)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또한 구동욱(2016)은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노동의
심리적 행동과 표면적 행동으로 나누고, 직무소진의 하위요인인 감정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외면행동은
소진의 하위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내면행동은 소진의 하위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이유라 & 홍성화(2010)의 감정노동 연구에서는 감정적부조
화가 감정고갈과 비인격화에, 감정표현의 다양성은 성취감 저하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노력은 비인격화에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8 -

② 감정노동과 성과
Ashforth & Humphrey(1993)는 “감정표현규칙이 진실하게 인식되는 경
우 감정노동과 성과 사이에는 긍정적 관계가 도출될 수 있다.”고 표현하
고 있는데 만약 고객의 입장에서 감정표현규칙이 진실하게 인식되지 않
는 경우에 일어나는 감정노동은 그에 따르는 성과와 부정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진실된 감정
표현에 심리적으로 반응하며 진실성이 없는 행동과 표정에 대해서는 부
정적인 경험과 이에 대한 심리적 반응도 덜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서
비스 종사자의 내면행동에 의한 표현은 즐거운 소비 경험을 느끼도록 하
여 고객 서비스 성과를 증대시킨다.(Grandey et al., 2005).
손주섭(2013)은 금융업 현장 서비스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이 고객지향성
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 연구에서 외면행동과 내면행
동 모두 기업성과의 모든 하위요인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를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에서 감정노동은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고보경(2013)은 승무원의 감정노동이 감정소진을 매개로 하여 직무만족
과 직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내면행동은 감정소
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외면행동은 감정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
치고 이러한 감정소진은 직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쳐서 직무성과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언급하였다.
오상아(2014)는 항공 객실승무원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면행동과 외면행동 모두 직무스트레스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생리적 스트레스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 중 심리적 스트레스는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생리적 스트레스는 직무성과에 유의하지 않는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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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정노동과 만족
Adelmann(1995)의 연구에서는 진정한 미소를 표현하는 레스토랑 종업
원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시적이라고 느끼지 않으며, 가식적인 감정을 표
현하는 종업원들보다 직무만족이 높다는 사실을 도출했다. 또한 한주원
(2005)은 “감정 노동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과다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는데 장한별(2011)은 서울지역의 공무원 대상의 감정노동 연구에서 감정
노동의 하위요인 중 감정표현의 주의정도와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노상
욱(2015)은 광주, 전남지역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빈도와
감정표현 다양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감소하고, 변혁적
리더십은 감정표현 다양성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
을 입증하였다.
감정노동 전략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탁인철 & 이재원(2012)의 연구에
서 외면행동은 직무만족과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반면 내면행동은
직무만족과 정(+)의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김판영
(2014)의 연구에서도 외면행동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있지만 내면행동은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
음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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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서비스몰입에 대한 이해
1. 서비스 몰입의 정의
서비스 몰입은 선행연구들에서 유사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는데 먼저
Peccei & Rosenthal(1997)은 서비스몰입을 “‘고객의 혜택을 위해 직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실행하기 위한 한 개인의 상대적인
성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고객만족을 위한 높은 수준의 노력과 지
속적인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고객에 대한 태도나 심리적
상태 이상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지만 & 김레슬리(2004)는 서비스몰입
을 보다 구체화된 대상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서비스
몰입의 대상을 고객서비스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직원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개별 직원의 상대적인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양태식(2007)은 “서비스 몰입은 서비스종업원이 고객에게 제공하
는 자신의 서비스에 가치를 부여하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직무에 구체
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몰두하는 심리적인 상태이며, 서비스기업에서 인
적자원 개념의 직무몰입”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몰입은 종업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서비스제
공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몰입한 상태로서 서비스에 대한 애착과 신념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배신영 외, 2014) 이러한 관점에서
고객을 응대할 때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Blau et al.(2010)의 “고객관점내면”과 개
념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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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몰입의 선행연구
한선희(2016)의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몰입은 “직원과 고객의 상호과정
에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하는 직원의 행위적인 노력”으로 정의되
는(Saxe & Weitz, 1982)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
히고 있고, 유수빈(2015)은 백화점 판매직원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이 서비스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서비스 몰입과 고객지향성간의 연관성
을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서비스 몰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 몰입은 다시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한편 탁인철(2012)은 감정표현규칙과 감정노동의 연관성과 이러한 감정
노동을 매개로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감정표현규칙과 감정노동 관계에서 서비스 몰입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
는데 그 결과 서비스 몰입은 감정표현규칙과 내면행동간의 관계를 긍정
적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외면행동은 부정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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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을 개인의 동기적 측면과 조직의 규범적 측면에서 구분
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변수들
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아래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한다.
첫째, 감정노동의 선행요인으로 동기요인을 분석한 연구(강성호 외,
2016; 송용차오, 2016; 김주희, 2017)를 토대로 개인의 공공봉사동기가 선
행변수로써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감정표현규칙이 감정노동을 매개로 직무만족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에 대한 연구(Brotheridge & Lee, 2002, Austin et al., 2008, 강현진,
2016)를 토대로 감정표현규칙과 감정노동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셋째, 감정노동과정에서 서비스몰입의 조절효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Peccei & Rosenthal(1997), 탁인철 & 이재원(2012), 유
수빈(2015)의 연구를 토대로 감정표현규칙-감정노동 과정에서 서비스 몰
입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넷째, 감정노동은 고객과의 접촉빈도, 시간, 대면여부 등에 영향을 받는
다는 연구(Brotheridge & Grandey, 2002; Diefendorff, Croyle &
Grossrand, 2005; Morris & Feldman, 1996)등을 기반으로 인천공항의 대
표적인 서비스 접점직무인 보안검색, 여객안내, 콜센터의 직무유형별 차
이를 분석한다.
상기의 선행연구들의 논리적 구조를 종합하여 <그림 3-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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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모형

연구모형의 세부사항으로 개인의 동기적 측면의 독립변수는 “공공봉사
동기”로 Kim et al.(2013)이 제시한 공공봉사동기 측정척도인 공공봉사
호감도, 공공가치 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4가지 변수를 하위변수로 선정
하였고, 조직의 규범적 측면의 독립변수인 “감정표현규칙”은 긍정적 표현
규칙과 부정적 표현규칙 2가지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는 “감정노동”으로 본 모형에서는 Diefendorff et al.(2005) 연구
외 다수의 감정노동 연구에서 하위변수로 선정된 내면행동, 외면행동 2
가지를 동일하게 하위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내면행동은 자신의 감정을
고객의 입장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한다는 의미로 “감정 동화 행위”로 지칭
하였고, 외면행동은 일종의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행위로 본 연구자는
이를 “감정 가장 행위”로 지칭하였다.
한편 “감정표현규칙”과 “감정노동”과의 영향관계에서 종사자들의 “서비
스 몰입” 정도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고자 이를 조절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직무유형”은 인천공항에서 여객과의 직·간접적 접촉이 가
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서비스 접점분야인 여객안내, 콜센터, 보안검색 3
개 분야로 구분하여 감정노동의 직무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며, 연령과
성별, 학력, 근무연수 등의 인구 통계적 특징과 개인의 정서적 특징 등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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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모형에 제시된 각 변수들의 개념과 의미, 구성요소를 비롯하
여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과 원인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던 선행연구들의
결과 등 제2장에서 수행한 주요변수들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검토를 통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공봉사동기와 감정노동의 관계
서비스 분야의 근로자들이 선택하게 되는 감정노동의 방식은 다양한 요
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바로 서비스 종업원들 간의 감정
노동 수행방식의 차이점을 야기한다.(Dahling & Johnson, 2013)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근원이 내부의 자극에 있는 경우를 내재적 동기라
하는데(Deci & Ryan 1985)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서비스 종업원일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탁월하고 혁신적인 성향을 띄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Miller, 2002) 또한, 내재적 동기는 도전정신과 성취감을 제공하는 개
인의 가치 있는 자산으로, 서비스 접점에서 감정적 경험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서비스 종업원들의 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감정고갈
과 감정적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강성호 외, 2016)
이러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은 감정노
동 환경에 있어 자신의 업무에 대한 공익적 가치 부여를 통해 공공봉사
동기가 내재화되었으며, 이를 개인의 자산으로 활용하여 감정노동을 적절
히 통제할 것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공공봉사동기는 감정노동 환경에서
종사자들의 감정이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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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강성호 외(2016)의 연구에서 내재적 동기는 내면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면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송용차오(2016)의 연구에서는 공공
봉사 동기 중 “공익에의 몰입”이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외면행동에는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편 김주희(2017)의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가 외
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모두 기각되었고, 내면
행동에 있어서는 공공봉사동기 중 정책호감도를 제외한 공익몰입, 동정,
희생의 하부요소들이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
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는 공공봉사동기가
내면행동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외면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공공봉사동기의 하위요인들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가 실제 본 연구
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제시한
다.
- H1 -

1-1
1-2
1-3
1-4
1-5
1-6
1-7
1-8

인천 공 항 서 비 스 접 점 종 사 자 들 의 공 공 봉 사 동 기 는 감 정
노 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봉사 호감도는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가치 몰입은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정심은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희생은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봉사 호감도는 외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가치 몰입은 외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정심은 외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희생은 외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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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표현규칙과 감정노동과의 관계
감정노동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정과 표현을 조절하는 과정
이라 할 수 있다.(Grandey, 2000) 이러한 감정노동 중 외면행동은 서비스
종업원의 내적 감정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변화가 아닌 외적 표현방식을
기업의 표현규칙에 일치시키는 감정노동의 유형으로, 서비스 종업원들은
자신의 경험 감정과 기업이 요구하는 표현감정 사이에 큰 차이를 인식하
게 되고 감정적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Zapf, 2002) 반면 내면행동은
자신이 표현하기 원하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거나 경험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Hochschild, 1983) 내면행동을 통한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서비스
종업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Ashforth & Humphrey, 1993)
또한 종사자가 실제 감정을 숨기고 조직이 원하는 감정표현규칙을 따라
야 할 때는 진실 되지 않은 감정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이 크
게 증가하게 되고, 결국 감정표현규칙은 종사자의 감정을 통제하는 전략
이기 때문에 감정노동 상황에서 외면행동과 내면행동 모두를 증가시킨
다.(Grandey, 2002) 아울러 감정노동은 “좋은 의도에서의 위장”과 “나쁜
의도에서의 위장”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는데 조직의 감정표현규칙이 정당
하다고 생각하면 그 규칙에 순응하여 감정표현을 하게 되는 “좋은 의도
에서의 위장”을 하게 되고, 반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규칙
을 따라야 할 때는 “나쁜 의도에서의 위장”을 하게 된다.(Hochschild,
1983)
Schaubroeck & Jones(2000)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직군에서 조직은 종
사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
사자들은 긍정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감정노동 전략을 수행하게 된다.”
고 표현하고 있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억제하라고 요구하
는 표현규칙에 따라 종사자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감정노
동 전략을 수행하기도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 47 -

한편 긍정적 감정표현규칙은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라는 조직의 요구
로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시키고(Trougakos et al., 2011), 부정적인 감정
을 표현하지 말고 억제하라는 부정적 감정표현규칙은 종사자들에게 부정
적 감정을 초래한다.(이주일, 2003)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감정표현 규칙 자체가 종사자들
의 감정노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종사자 개인이 자신이 생각하
는 방향 또는 느낌에 대한 기준과 감정표현 규칙을 비교해가면서 감정노
동은 수반되는 것이다.
감정표현규칙은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있어서
도 분명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행변수이며, 긍정적인 감정을 촉
진시키는 긍정적 감정표현규칙은 종사자의 실제 감정과 동일하게 하는
전략인 내면행동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실제 느끼지 않고 가식적으
로 행동하는 전략인 외면행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부정적 감정표현규칙은 종사자들의 감정부조화를 야기할 수 있어
이와 반대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예상하며, 이러한 추론들을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2를 제시한다.
- H2 -

2-1
2-2
2-3
2-4

인천 공 항 서 비 스 접 점 종 사 자 들 의 감 정 표 현 규 칙 은 감 정
노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 표현규칙은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 표현규칙은 외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정적 표현규칙은 내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정적 표현규칙은 외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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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표현규칙-감정노동 관계의 서비스몰입 조절효과
개인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직에서 제시하는 감정표현규칙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를 따르기 위한 감정노동의 전략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
다.(Diefendorff & Gosserand, 2003). 왜냐하면 개인의 특정한 목표는 달
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을 때, 그 목표달성의 수단이 되는 하위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Klein, 1989)
이때 “서비스 품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며 서비스에 몰입하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Peccei &
Rosenthal, 1997)되는 서비스 몰입은 종사자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동기
부여의 하나의 종류가 될 수 있다. 만약 개인이 감정표현규칙의 요구수
준이 높다고 인식하더라도 개인의 서비스에 대한 몰입이 높으면 높을수
록 감정표현규칙 자체를 자신에게 주어진 규제로 보는 것이 아닌 고객만
족을 위해 기꺼이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탁인
철 & 이재원, 2012)
한편 “고객의 필요에 가장 근접하게 다가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하는 대고객 접근 자세”로 정의(Kelly, 1992)되는 고객지향성의 개념에
서 살펴보면 감정표현규칙에 의해서 통제된 종사원의 감정노동 전략은
고객 지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감정표현규칙 또는 조직의
목적 등과 동기화가 이루어진 내면행동은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는 역
할을 한다.(Allen et al., 2010)
이러한 개념적인 틀에서 종합해보면 조직의 감정표현 규칙을 따름에 있
어 서비스 몰입을 통해 동기가 부여된 개인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객의 입장에서 진심을 다하려는 감정노동 전략, 즉 자신의 감정을 고
객의 입장과 동화시키려는 내면행동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자신의 느낌
이나 감정을 가장하고자 하는 외면행동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과 같이 가설 3을 제시한다.
- 49 -

- H3 -

3-1
3-2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표현규칙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몰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서비스 몰입은 감정표현규칙과 내면행동 사이의 관계를 긍정적
으로 조절할 것이다.
서비스 몰입은 감정표현규칙과 외면행동 사이의 관계를 부정적
으로 조절할 것이다.

4. 감정노동에 대한 직무유형별 차이
Hochchild(1983)는 개인이 조직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방법은 다양
한 직무특성과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
한 다수의 감정노동 연구에서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의 성질에 초점을 맞
춰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한 고객 접촉빈도, 접촉시간, 감정표현의 다양성,
감정표현의 강도 등이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Brotheridge & Grandey,
2002; Diefendorff et al., 2005; Morris & Feldman, 1996).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상호작용의 시간 지속성에 따라 보다 많은 감
정노동이 요구될 수 있으며,(Morris & Feldman, 1996) 지속시간이 내면
행동 및 외면행동과 관련될 수 있는데 고객과 짧게 상호작용을 하는 경
우 외면행동이 보다 편할 수 있는 반면, 길게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내면행동이 선택될 수 있다.(Brotheridge & Grandey, 2002). 또한 응대하
는 고객의 숫자와도 감정노동은 연관이 있다. 많은 고객을 상대하는 경
우 감정노동자의 내면에서 긍정적 감정을 빈번히 느끼기는 어려울 수 있
기 때문에 외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양남, 2013). 시간압력도 감정노
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시간압력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심적 부담으로 근로자는 회복이 어렵게 되며 이는 감정노동 경험을 증가
시키게 된다.(최항석 외, 2006)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의 직무에 있어서도 이러한 논의의 배경이 되는
감정노동과 고객과의 상호작용의 특성과 관련하여 직무별로 분명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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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드러난다. 우선 보안검색 직무를 살펴보면 모든 항공여객은 비행기
탑승을 위해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는 만큼 보안
검색 직원들이 여객을 상대해야 하는 횟수(접촉 빈도)가 매우 높다. 이렇
게 많은 여객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감정노동은 외면행동
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안검색 절차에 필요한 소요시간으
로 보안검색 지역의 여객의 줄서기 또는 대기는 필연적으로 벌어지게 되
는 상황으로 직원들은 감정을 회복할 시간도 없이 끊임없이 여객을 응대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여객 안내나 콜센터 직무에 있어 여객과의 대면은 주로 여객의 요
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여객과의 상호
시간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 즉 여객들의 공항을 이용하는데 있어 여객
을 안내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은 여객과 일정시간을 공유하면서 양
방향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검색절차 이행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보안검색 직무는 여객과의 의사소통이 주로 단방
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접촉시간도 짧을 수밖에 없다. 여객과의 직
접적인 대면여부도 감정노동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객과 대면하
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객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
다. 여객 또한 직원과 대면하지 않은 “익명성”을 무기로 직원들에게 폭
언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감정노동의 강도는 심화될 수 있다.16)
고객과의 상호작용의 성질에 따른 감정노동 변화와 관련한 선행적 논의
와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직무의 특성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4를 제시한다.
- H4 -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은 직무유형별
(보안검색, 안내, 콜센터)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6) 정진주 외(2017),『감정노동의 시대 누구를 위한 감정인가?』, 서울 : 한울
아카데미.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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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구가설의 정리

연번

구분

가 설

1

-H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공공봉사동기는 감정
노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

-H2-

11
12
13
14

2-1
2-2
2-3
2-4

15

-H3-

16
17
18

공공봉사 호감도는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가치 몰입은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정심은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희생은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봉사 호감도는 외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가치 몰입은 외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정심은 외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희생은 외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표현규칙은 감정
노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 표현규칙은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 표현규칙은 외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정적 표현규칙은 내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정적 표현규칙은 외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표현규칙이 감정노
동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 몰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몰입은 감정표현규칙과 내면행동 사이의 관계를 긍정
3-1 서비스
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몰입은 감정표현규칙과 외면행동 사이의 관계를 부정
3-2 서비스
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H4-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은 직무유형별
(보안검색, 안내, 콜센터)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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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1. 독립변수
① 공공봉사동기
공공봉사동기는 Perry(1996)가 개발한 4가지 구성요소의 한계점을 보완
하고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Kim et al.(2013)의
연구에서 제시된 “공공봉사 호감도”, “공공가치 몰입”, “동정심”, “자기희
생” 4가지 요인을 변수의 하위요인으로 제시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차원에서 4개 문항씩 총 16개 문항을 제시하여 리커트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
점까지로 구성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수치화한다.
<표 3-2> 공공봉사동기 측정문항

변수

항
목

측정문항

출처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공공
해결하려는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봉사 4 사회문제를
의미있는 공공봉사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호감도
나 자신이 공공의 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도 믿는 것이
공공
가치 4 중요하다.
몰입
공공정책 수립 시 미래세대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 Kim et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al.(2013)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처지를 보면 동정심을 느낀다.
직면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동정심 4 어려움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난다.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를 위해 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우선시 해야 한다.
자기 4 나나는자신보다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손실도 수용할 수 있다.
희생
내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계
획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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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정표현규칙
감정표현규칙은 Schaubroeck & Jones, (2000)가 정의한 “적합한 감정
표현에 관한 표준 혹은 규범”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의 감정표현 규칙은
이러한 조직의 표현규칙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
로 “감정표현 규칙 인식”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고객에게 기업의 서비
스가 긍정적으로 인식되게끔 종사자가 긍정적인 감정표현을 유도하는
“긍정적 표현 규칙 인식”과 종사자가 부정적 감정표현을 억제하는 것을
유도하는 “부정적 표현규칙 인식”의 2가지 하위요인을 제시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Diefendorff et al.(2005)이 제시한 7개 설문 항목
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여객이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도 나의 업무 중 하나이다.”와 같은 긍정적 표현규칙에 대한 인
식을 측정하기 위한 4개 항목과 “나는 여객에게 나쁜 기분을 드러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등의 부정적 표현규칙 인식 측정
을 위한 3개의 항목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설문
조사 결과를 수치화한다.
<표 3-3> 감정표현규칙 측정문항

변수

항
목

측정문항

여객이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나의 업무 중 하나이다.
나의
조직은
내가일부라고
여객이 생각한다.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을
내
업무의
긍정적
친절과 한좋은부분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
표현규칙 4 여객에게
천공항 서비스의
나의
내가 여객을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응
대하길조직은
기대한다.
나는
나쁜 기분을
반응을여객에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 드러내거나 부정적인
부정적
조직은
내가하길
기분기대한다.
나쁘다는 것을 여객이 알
표현규칙 3 우리
아차리지
못하게
나는
여객을
중에 화나지도
당하지도
않은응대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않고 모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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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iefendorff,
Croyle,
&
Gosserand
(2005)

2. 종속변수 : 감정노동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감정노동은 Grandey(2000)가 제시한 감정노동
의 개념을 바탕으로 감정노동이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종사자들이
감정과 표현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과정으로 보고 감정노동 수행에 있어
개인의 전략적인 마음가짐, 이른바 감정노동 전략”으로 정의하며, 이는
종사자가 고객의 입장으로 감정을 변화시키는 내면행동(Deep acting)과
자신의 감정을 가장하는 외면행동(Surface acting) 2가지로 구분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Brotheridge & Grandey(2002), Gosserand &
Diefendorff(2005)에서 사용된 8개의 문항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내면행동과 외면행동 각 차원에서 4개 문항을 제시하여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
다”의 5점까지로 구성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수치화한다.
<표 3-4> 감정노동 측정문항

변수

외면
행동

내면
행동

항
목

측정문항

여객을
대할 때표현하는
실제로 내가
분이나 감정을
경우가느끼는
많다. 것과 다른 기
업무상 요구되는 감정표현은 내가 실제로 느끼는
다를 때가 많다.
4 기분과는
일을
할 때꾸며
실제내어
감정을
숨긴때가채 많다.
업무상 요구되
는 감정을
표현할
여객을
대할 때 기분
좋은 표정이나 인상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여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다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보면
것을 실제로
느낀다.그런
여객에게
보여야 노력한다.
하는 감정을 실제로 내 마음로
도도 느껴보려고
4 여객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려나
오는
주려고마음으로
노력한다.여객에게 기분 좋은 인상을 심어
인천공항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객에
게 진심으로좋은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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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rotheridge &
Grandey(2002),
Gosserand &
Diefendorff(200
5)

3. 조절변수 : 서비스 몰입
서비스 몰입은 Peccei & Rosenthal(1997)의 연구에 기초하여 “서비스
종사자들이 고객을 상대할 때 얼마나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직무에 몰입
을 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몰입을
직원에 대한 태도적 몰입으로 상정하고, 이를 서비스에 대한 직원의 생
각이나 태도에 포커스를 둔 이승희(2010), 유수빈(2015)의 연구에서 활용
된 6문항을 통해 측정하며,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로 구성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수치화한다.
<표 3-5> 서비스 몰입 측정문항

변수

항
목

측정문항

출처

나는 여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느낀다.여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부심을
나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것들에
이승희(2010),
서비스 6 관심이 많다.
몰입
나는
한다. 여객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유수빈(2015)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나의
능력을여객에게
최대한 발휘한다.
나는
여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간가는 줄
모르게 몰두한다.

4. 통제변수 : 인구 통계적 특징, 개인 정서적 특징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변수 외에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
수로서 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직무유형 등 인구 통계적 특징과 개인
의 정서적 특징을 통제 변수로 제시하였는데 감정노동을 연구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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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17)에서 긍정적 정서 성향을 가진 종사자는 감정 노동을 덜 경험하
고, 부정적 정서 성향을 보이는 종사자들은 감정 노동의 강도가 심화되
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노동은 개인의 감정적 부조화와
관련되어 긍정적 정서성을 가진 종사자는 내면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고,
부정적 정서성을 가진 종사자는 외면행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연
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정서적 특징을 통제
변수로 제시하여 보다 정확한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긍정적 정서성을 측정하는 4개 항목과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
하는 4개항목 등 총 8개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여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로 구성하
여 설문조사 결과를 수치화한다.
<표 3-6> 설문지 구성

구분

측정지표

공공봉사호감도
공공봉사 공공가치몰입
동기
동정심
자기희생
감정표현 긍정적 표현규칙
규칙 부정적 표현규칙
서비스몰입
외면행동
감정노동
내면행동
개인정서적 특징
인구통계적 특징

설문번호

1. 1-4
1. 5-8
1. 9-12
1. 13-16
2. 1-4
2. 5-7
3. 1-6
4. 1-4
4. 5-8
5. 1-8
6. 1-5

총 문항수

문항수

4
4
4
4
4
3
6
4
4
8
5

척도

리커드 5점척도

명목·등간척도

52

17) Diefendorff, Croyle & Grosserand, 2005; Brotheridge & Grandey,
2002; Schaubroeck & Jones, 20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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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대상 표본은 인천공항 협력사에서 근무하는 대표적인 여
객서비스 접점지역인 여객안내, 보안검색, 콜센터 직무에 근무하는 종사
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2018. 2. 1부터 10까지 총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각
직무 종사자들의 감독자 또는 매니저 등 관리자들에게 설문의 취지와 응
답방법 등을 설명하고 직무별로 보안검색 110부, 여객안내 160부, 콜센터
30부 등 총 300부의 설문을 각 직무의 종사자들에게 배포해 줄 것을 요
청하였다. 이에 관리자들은 종사자들의 휴게시간 등을 활용하여 연구자
를 대신하여 설문취지와 방법을 종사자들에게 설명하고 설문지를 회수하
였으며, 이렇게 회수된 276부의 설문 중 무응답, 응답 부실 등으로 2부의
설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274부의 설문 결과를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2. 분석방법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공공봉사동기와 감정표현규칙이 감정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사회과학분야에서 보편적
으로 활용되고 있는 SPSS Ver 21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
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 확인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 등을 통해 신뢰
성 검정을 실시하고,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관련 측정척도의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ir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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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독립변수인 공공봉사동기의 4개 하위요인(공공봉사호감도, 공공가
치몰입, 동정심, 자기희생)과 감정표현규칙의 2개 하위요인(긍정적·부정적
표현규칙)이 감정노동의 2개 하위요인(내면행동, 외면행동)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공공봉사동기, 감정표현규칙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H1, H2)을
검증을 위해 인구통계적·개인정서적 특징을 통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한다.
넷째, 감정표현규칙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서비스 몰입이 어
떠한 조절효과(H3)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인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고,
다섯째, 감정노동에 있어 직무유형(보안검색, 여객안내, 콜센터)별로 차
이가 있는지를 검증(H4)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는 방식으
로 계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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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표본의 특성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접점 종사자 274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
였으며 가장 먼저 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력, 근무연수 및 직무에 따른
기초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35%, 65%를 차지하였으며, 연령
은 20대가 54.7퍼센트로 가장 높은 빈도와 유효 퍼센트를 보였다. 이후
30대가 표본의 28.5%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직무별로 살펴보았을 때 응답자의 55.1퍼센트는 여객안내 직무에 종사
하고 있으며 35%는 보안검색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9.9%가 콜센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근속기간을 대상으로 응답자를 분석해본 결과 30.7%가 1년 미만의 근
속기간을 보유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27.4%의 응답자가 2년에서 3년 사
이에 근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속기간을 대상으로 응답자를 분석해본
결과 30.7%가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보유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27.4%
의 응답자가 2년에서 3년 사이에 근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 응답자의 83.9%가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전체의 약 88% 정도가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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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변수

성별
연령
직무
근속기간

학력

구분

빈도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여객안내
보안검색
콜센터
1년 미만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95
179
150
78
11
35
151
96
27
84
75
23
14
52
26
19
14
230
11

비중

35.0
65.0
54.7
28.5
4.0
12.8
55.1
35.0
9.9
30.7
27.4
8.4
5.1
19.0
9.5
6.9
5.1
83.9
4.0

누적비중

35.0
100.0
54.7
83.2
87.2
100.0
55.1
90.1
100
30.7
58.0
66.4
71.5
90.5
100.0
6.9
12.0
96.0
100.0

2. 기초통계량 분석
주요 변수들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통계적
변수에 기초하여 직무, 성별, 연령, 학력, 근무연수 5가지로 구분하여 기
초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직무별로 분석한 결과 공공봉사동기의 경우 모든 하위변수에서 여
객안내 직무의 종사자들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감정표현
규칙 중 긍정적 표현규칙은 콜센터, 여객안내, 보안검색 직무의 순으로
부정적 표현규칙은 여객안내, 콜센터, 보안검색 직무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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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비스몰입 역시 부정적 표현규칙과 마찬가지로 여객안내, 콜센터,
보안검색 직무의 종사자들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본 연구의 핵심주
제인 감정노동에 있어서 전체 종사자들이 유사한 수준으로 내면행동과
외면행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면행동 전략은 여객안내 직무 종사자들
이 외면행동 전략은 콜센터 직무의 종사자들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보안검색 직무 종사자들은 두 개의 감정노동 전략 모두 제일 낮
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4-2> 기초통계분석 결과(직무별 비교)

구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공공
평균
봉사
표준편차
동기
평균
자기희생 표준편차
평균
긍정규칙
감정
표준편차
표현
평균
규칙 부정규칙
표준편차
평균
서비스몰입
표준편차
평균
내면행동 표준편차
감정
노동
평균
외면행동 표준편차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공공봉사
호감도
공공가치
몰입

여객안내
(N 151)

3.83
0.65
4.04
0.55
3.42
0.74
4.16
0.57
3.90
0.70
3.97
0.63
3.99
0.73
3.68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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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N 96)

3.64
0.62
3.91
0.52
3.20
0.67
3.70
0.66
3.67
0.75
3.44
0.65
3.46
0.59
3.39
0.63

콜센터
(N 27)

3.64
0.57
4.01
0.52
2.94
0.64
4.24
0.55
3.86
0.69
3.72
0.52
3.68
0.66
3.80
0.64

성별에 따른 기초통계분석 결과 공공봉사동기 중 자기희생을 제외한 모
든 변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4-3> 기초통계분석 결과(성별 비교)

구 분

남성
(N 95)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공공
평균
봉사
표준편차
동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긍정규칙
감정
표준편차
표현
평균
규칙 부정규칙
표준편차
평균
서비스몰입
표준편차
평균
내면행동 표준편차
감정
노동
평균
외면행동 표준편차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72
0.69
3.91
0.53
3.32
0.77
3.94
0.61
3.79
0.75
3.70
0.66
3.42
0.63
3.55
0.62

공공봉사
호감도
공공가치
몰입
자기희생

여성
(N 179)

3.76
0.61
4.04
0.54
3.28
0.70
4.05
0.65
3.83
0.71
3.79
0.68
3.74
0.70
3.69
0.71

연령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공봉사동기의 하위
변수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긍정표현규칙 역시 50대가 가
장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정표현규칙과 서비스 몰입은 40
대, 50대 순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감정노동 중 내
면행동은 50대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30대가 가장 높은 수준
의 내면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편 외면행동은 연령이 낮아
질수록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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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기초통계분석 결과(연령별 비교)

구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공공
평균
봉사
표준편차
동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긍정규칙
감정
표준편차
표현
평균
규칙 부정규칙
표준편차
평균
서비스몰입
표준편차
평균
내면행동 표준편차
감정
노동
평균
외면행동 표준편차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공공봉사
호감도
공공가치
몰입
자기희생

20대
(N 150)

3.66
0.62
3.90
0.52
3.21
0.76
3.90
0.65
3.68
0.75
3.67
0.69
3.58
0.69
3.52
0.70

30대
(N 78)

3.73
0.65
4.07
0.50
3.31
0.67
4.05
0.60
3.91
0.67
3.67
0.55
3.81
0.68
3.64
0.63

40대
(N 11)

3.95
0.63
4.14
0.64
3.66
0.64
4.30
0.66
4.42
0.62
4.33
0.61
3.77
0.58
4.05
0.59

50대
(N 35)

4.08
0.56
4.18
0.57
3.51
0.63
4.30
0.58
4.00
0.57
4.14
0.63
3.41
0.67
4.06
0.54

학력에 따른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수들이 대체적
으로 학력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긍정표현규칙
이나 서비스 몰입 역시 대학원 이상의 종사자들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는 등 대체적으로 고학력일수록 주요변수들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감정노동 중 내면행동은 학력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학 재학생이 가장 높은 수준을 대학원 이
상의 종사자들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외면행동은
이와 정반대로 대학원 이상의 종사자들의 가장 높은 수준, 대학 재학생
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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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기초통계분석 결과(학력별 비교)

구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공공
평균
봉사
표준편차
동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긍정규칙
감정
표준편차
표현
평균
규칙 부정규칙
표준편차
평균
서비스몰입
표준편차
평균
내면행동 표준편차
감정
노동
평균
외면행동 표준편차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공공봉사
호감도
공공가치
몰입
자기희생

고졸
(N 19)

3.70
0.63
3.98
0.49
3.14
0.61
4.05
0.71
3.86
0.61
3.60
0.80
3.51
0.65
3.71
0.70

대재
(N 14)

3.79
0.50
4.08
0.45
3.20
0,80
3.70
0.61
3.81
0.71
3.55
0.65
3.68
0.70
3.36
0.75

대졸
(N 230)

3.72
0.64
3.97
0.54
3.30
0.72
4.00
0.63
3.79
0.73
3.76
0.65
3.65
0.70
3.64
0.68

대학원
(N 11)

4.36
0.53
4.34
0.55
3.59
0.77
4.43
0.57
4.24
0.53
4.27
0.60
3.48
0.53
3.95
0.59

마지막으로 근속기간별로 주요변수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공공봉사동기
중 공공봉사호감도와 공공가치몰입은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높은 수
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기희생은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감정표현규칙 인식에 있어서도 5년 이상의 근무자들의
긍정적 감정표현규칙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 몰입 역시 동
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감정노동 전략은 1년 미만의 종사자들이 가
장 낮은 수준의 내면행동과 외면행동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종사자
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내면행동과 외면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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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기초통계분석 결과(근무연수별 비교)

구 분

구분

∼

1년
2년
미만
3년
(N 84) (N 75)

공공봉사 평균 3.74
호감도 표준편차 0.61
공공 공공가치 평균 3.96
봉사 몰입
동기
표준편차 0.48
평균 3.31
자기희생 표준편차 0.76
평균 3.93
긍정규칙
감정
표준편차 0.64
표현
규칙 부정규칙 평균 3.64
표준편차 0,80
평균 3.69
서비스몰입 표준편차 0.72
평균 3.53
내면행동
표준편차 0.66
감정
노동
평균 3.54
외면행동 표준편차 0.68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70
0.62
3.95
0.57
3.25
0.70
3.97
0.65
3.88
0.67
3.75
0.67
3.63
0.73
3.57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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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4년
(N23)

3.67
0.69
3.90
0.49
3.36
0.80
3.93
0.52
3.59
0.68
3.87
0.52
3.61
0.57
3.68
0.77

∼

∼

3.66
0.81
3.91
0.77
3.23
0.80
3.89
0.76
3.78
0.81
3.71
0.79
3.61
0.84
3.63
0.78

3.80
0.65
4.09
0.59
3.35
0.71
4.14
0.67
3.85
0.66
3.77
0.70
3.60
0.70
3.71
0.70

4년
5년
10년
5년
10년
이상
(N 14) (N 52) (N 26)

3.81
0.56
4.12
0.45
3.22
0.66
4.19
0.66
4.26
0.63
3.88
0.53
4.12
0.56
3.93
0.57

제 2 절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도(Validity)는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측정하고
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어느 정도 실제에 근사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개념으로 측정도구가 해당 문항의 속성을 정확히 반영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측정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
하였는가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요인분석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 : EFA)으로
타당도를 파악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 추출을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인 공공봉사동기가 4개 하위요인(공공봉사호
감도, 공공가치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표현규
칙이 2개 하위요인(긍정적 표현규칙, 부정적 표현규칙)으로 감정노동이 2
개의 하위요인(내면행동, 외면행동)으로 구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
각회전방식(Varimax)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공통성이 0.4이
하이거나 요인적재량이 0.5이하인 문항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가) 공공봉사동기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공봉사동기는 공공정책 공공봉사호감도, 공공가
치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석결과 문항 6의
경우 공통성이 0.380으로 낮아 내적일관성을 해치므로 이를 제거하고 요
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지 검증하기 위
한 Kaiser-Meyser-Olkin(KMO) 검증을 보면 독립변수인 공공봉사동기의
KMO 적합도는 0.902으로 높게 나타났고, Bartlett's 구형성 검정결과 근
사카이제곱(Approx Chi-Square)값이 X²-2673.268, 자유도(df)=120,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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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0.0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양
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16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주성분 추출과 직교회전
을 통한 4개 하위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스크리테스트 결과 고유값
(Eigen Value)이 1보다 큰 요인이 3개로 나타났으며, 이들 3개 요인에 의
한 설명력이 66.37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공봉사동기는 3개의 요인
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3개의 요인으로 묶었
을 때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타당도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회전된 성분행렬표를 기초로 공공봉사 호감도, 공공가치몰입,
자기희생이라는 3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다만, 분석결과에 따라 처음
설문지를 구성할 때 가정하였던 동정심이라는 하위요인은 공공가치몰입
으로 묶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으며, 그 외 변수들에 대한 차원의 구
성타당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7> 공공봉사동기 요인분석 결과

번호

10
11
9
8
12
7
5
3

설문문항

요인1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 .817
운 마음이 든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771
난다.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처지를 보면 동 .757
정심을 느낀다.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717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것이 .714
중요하다.
공공정책 수립 시 미래세대의 이익도 .670
고려하여야 한다.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620
중요하다.
의미 있는 공공봉사는 나에게 매우 중요 .196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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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2

요인3

공통성

.169
.115
.218
.376
.177
.368
.369

.095
.138
.127
.063
.264
.072
.148
.301

.706
.626
.637
.660
.611
.590
.542
.784

.810

공공의 善을 위해 기여하는 .258 .795
4 나것은자신이
중요하다.
해결하려는 활동에 동참하 .349 .739
2 사회문제를
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는 .318 .703
1 지역사회에
사람들을 존경한다.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손실도 .008 .204
15 나는
수용할 수 있다.
자신보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우선 .118 .218
14 나시 해야
한다.
위해 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수 .185 .197
13 사회를
있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가난한 사 .346 .162
16 내가
람들을 돕기 위한 계획에 찬성한다.
고유값(Eigen Value)
7.360 2.109
변량(%)
45.997 13.184
누적변량(%)
45.997 59.181
KMO 척도
Bartlett's이 구형성검정
Kaiser-Meyser-Olkin
X²
자유도(df)
척도
.902
2673.268
120

.296

.786

.180
.135

.700
.613
.809
.807
.774
.594

.876
.863
.837
.670

1.151
7.191
66.372

유의도(p)
.000

나) 감정표현규칙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정표현규칙은 긍정적 감정표현규칙과 부정적 감
정표현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EFA) 결과 공통성이
0.4이하이거나 요인적재량이 0.5이하인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KMO
검증을 보면 독립변수인 감정표현규칙의 KMO 적합도는 0.861으로 높게
나타났고, Bartlett's 구형성검정 결과 근사카이제곱(Approx Chi-Square)
값이 X²-1106.939, 자유도(df)=21,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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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표현규칙에 대한 7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주성분 추출과 직교회전을
통한 하위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스크리 테스트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보다 큰 요인이 2개로 나타났으며, 이들 2개 요인에 의한 설명
력이 76.63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감정표현규칙은 2개의 요인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개의 요인으로 묶었을 때
감정표현규칙에 대한 타당도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회전
된 성분행렬표를 기초로 긍정적 표현규칙과 부정적 표현규칙 2가지 요인
을 추출하였다.
<표 4-8> 감정표현규칙 요인분석 결과

번호

설문문항

요인1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나의 업무 .893
1 여객이
중 하나이다.
조직은 내가 여객이 좋은 느낌을 갖게 .880
2 나의
하는 것을 내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친절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3 여객에게
.865
것은 인천공항 서비스의 한 부분이다.
조직은 내가 여객을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767
4 나의
응대하길 기대한다.
여객을 응대하는 중에 화나지도 않고
7 나는
모욕을 당하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031
조직은 내가 기분 나쁘나는 것을 여객이 .292
6 우리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길 기대한다.
여객에게 나쁜 기분을 드러내거나
5 나는
.421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고유값(Eigen Value)
4.090
변량(%)
58.424
누적변량(%)
58.424
Bartlett's이 구형성검정
KMO척도
Kaiser-Meyser-Olkin 척도
X²
자유도(df)
.861
1106.93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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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2

공통성

.149

.819

.178

.806

.211

.794

.351

.712

.871

.738

.806

.735

.749

.760

1.275
18.211
76.635

유의도(p)
.000

다) 감정노동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정노동은 내면행동과 외면행동으로 구성되어 있
다. 외면행동과 내면행동은 각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확인적 요인
분석(EFA)을 실시하여 공통성이 0.4이하이거나 요인적재량이 0.5이하인
문항이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하는 문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종속변
수인 감정노동의 KMO 적합도는 0.861로 나타났고, Bartlett's 구형성 검
정 결과 근사카이제곱(ApproxChi-Square)값이 X²=1106.939, 자유도
(df)=21,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스크리 테스트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보다 큰 요인이 2개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는 2개의 요인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
개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76.63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노동에
대한 타당도에 문제가 없으며 이는 설문지를 구성한 차원과 동일하게 요
인이 묶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차원의 구성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회전된 성분행렬표를 기초로 내면행동과 외면행동 2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표 4-9> 감정노동 요인분석 결과

번호

설문문항

여객을 대할 때 실제로 내가 느끼는 것과
1 다른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
다.
요구되는 감정표현은 내가 실제로
2 업무상
느끼는 기분과는 다를 때가 많다.
일을 할 때 실제 감정을 숨긴 채 업무상
3 요구되는 감정을 꾸며 내어 표현할 때가
많다.
대할 때 기분 좋은 표정이나 인상
4 여객을
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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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1

요인2

공통성

.893

.149

.819

.880

.178

.806

.865

.211

.794

.767

.351

.712

여객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심에서
7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여객에게 기분 좋 .031
.871
.760
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한다.
보여야 하는 감정을 실제로 내 .292
6 여객에게
.806
.735
마음으로도 느껴보려고 노력한다.
여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다 보면 실제
5 로 그런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421
.749
.738
것을 느낀다.
고유값(Eigen Value)
4.090 1.275
변량(%)
58.424 18.211
누적변량(%)
58.424 76.635
Bartlett's이 구형성검정
KMO척도
Kaiser-Meyser-Olkin 척도
X²
자유도(df)
유의도(p)
.861
1106.939
21
.000

라) 서비스몰입 요인분석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서비스몰입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KMO 적합도
는 .893으로 나타났고, Bartlett's 구형성 검정결과 근사카이제곱
(ApproxChi-Square)값이 X²=1173.181, 자유도(df)=15, 유의확률이 0.000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양호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스크리 테스트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보다 큰 요인이 1개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는 1개의 요인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개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72.197%로 나타났다. 회전된 성분행렬표를 기초로
서비스몰입은 1가지 요인만을 추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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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서비스몰입 요인분석 결과

번호

설문문항

요인1

공통성

여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중요하다고 생각 .828
1 나는
.686
한다.
2 나는 여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부심을 느낀다. .854
.730
여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것들에 관심이 .883
3 나는
많다.
.779
4 나는 여객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891
여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나의 능 .860
5 나는
.793
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여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간가는 줄 모르 .777
6 나는
.739
게 몰두한다.
고유값(Eigen Value)
4.332
.604
변량(%)
72.197
누적변량(%)
72.197
Bartlett's이 구형성검정
KMO척도
Kaiser-Meyser-Olkin 척도
X²
자유도(df)
유의도(p)
.893
1173.181
15
.000

제 3 절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신뢰도 검증(Reliability Analysis)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
하였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신뢰도를 검
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검사법(Test-Retest Method), 다중양식법
(Multiple Frrms Technique), 반분법(Split-Half Method), Cronbach's α
값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
확인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신뢰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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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표 4-6>과 같이 요인분석에서 제거된 문항
6을 제외하고 측정한 전 문항의 값이 0.6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
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1>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공공봉사동기
감정표현규칙
감정노동
서비스몰입

요인

공공가치몰입
공공봉사호감도
자기희생
긍정적표현규칙
부정적표현규칙
표면행동
내면행동
서비스몰입

항목 수

7
4
4
4
3
4
4
6

Cronbach's α값

.893
.875
.877
.905
.798
.859
.859
.920

제 4 절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피어슨(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독립변수인 공공봉사동기에 대해서는 공공가치몰입과 내면행동의 상관관
계가 유의수준 0.01하에서 0.229, 공공봉사호감도와 내면행동 간의 상관관
계는 0.274, 자기희생과 내면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0.389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면행동과
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공가치몰입과 외면행동 간의 관계에서만 유의수준
0.01하에서 0.181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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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공공봉사동기-감정노동 상관관계 분석결과

공공가치
몰입

구분

공공봉사
호감도

자기희생

1
.000
1
자기희생
.000
.000
1
내면행동
.229**
.274**
.389**
외면행동
.181**
-.015
.057
** 양측검정으로 p<0.01 상황에서 유의함
공공가치
몰입
공공봉사
호감도

내면행동

외면행동

1
.000

1

두 번째 독립변수인 감정표현규칙에 대해서는 긍정적 감정표현규칙과 내
면행동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01하에서 0.567로 매우 높은 정(+)의 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외면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의수준 0.05하
에서 0.129 수준의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정적 감정표현규칙과 내면행동의 상관관계 역시 유의수준 0.05하
에서 0.144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외면행동과의 상관관계
는 유의수준 001하에서 0.255로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3> 감정표현규칙-감정노동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긍정표현규칙

부정표현규칙

내면행동

외면행동

1
부정표현규칙
.000
1
내면행동
.567**
.144*
1
외면행동
.129*
.255**
.000
1
* 양측검정으로 p<0.05 상황에서 유의, ** 양측검정으로 p<0.01 상황에서 유의
긍정표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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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가설의 검증
1. 공공봉사동기가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

(H1 검증)

공공봉사동기가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직무, 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등 인구통계적 특징과 긍정적·부정적 정서성향을
통제하고, 공공봉사동기를 독립변수로 감정노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공공봉사동기는 공공가치몰입, 공공봉사호감도,
자기희생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감정노동은 내면행동과 외면행동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0.398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유의수준 0.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
귀모형의 설명력은 33.6%로 공공봉사동기가 감정노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천공
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공공봉사동기가 감정노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4> 공공봉사동기-감정노동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감정노동
1단계

구분

상수
성별
연령
직무
근무연수
정서적 특징
공공봉사동기
R²
⊿R²

베타

.199
.207
.318
.161
.318
-

t

-6.512
3.419
3.754
5.746
2.467
5.749
.191
-

유의
확률

.000
.001
.000
.000
.014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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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베타

-.192
-.031
-.021
.186
.253
.398

t

-4.309
-3.829
-.484
-.390
3.137
4.960
7.568
.336
0.145

유의
확률

.000
.000
.629
.697
.002
.000
.000

세부 요인별로 살펴보기 위해 공공봉사동기의 하위요인인 공공가치 몰
입, 공공봉사호감도, 자기희생이 내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각각
자기희생 → 내면행동 0.361, 공공봉사호감도 → 내면행동 0.243, 공공가
치 몰입 → 내면행동 0.194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유의수준 0.001하에
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귀모
형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R 역시 31.8%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 자기희생, 공공봉사호감도, 공공가치몰입이 모두 내면행동을 설명하
는데 유의한 지표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기희생, 공공봉사 호감도, 공공가치몰
입은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가설 1-1, 1-2, 1-4는 채택됨을 알 수 있다.
2

<표 4-15> 공공봉사동기-내면행동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
확률

공차

VIF

상수
-.433
.407
- -1.064 .288
자기희생
.361
.054
.361 6.726 .000 .892 1.121
공공봉사호감도 .243
.052
.243 4.699 .000 .963 1.039
공공가치몰입 .194
.052
.194 3.753 .000 .962 1.040
F= 15.465, R²= .318, SEE= .83802, Durbin-Watson= 1.984

동일한 방식으로 공공봉사동기의 하위요인이 외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5 하에서 공공가치몰입이 외
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0.140)을 제외하고는 자기희생과 공공봉사호감
도는 외면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을 제시하는 R 값은 20.9%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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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자기희생과 공공봉사호감도가 외면행동에 음(-)의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5, 1-6은 기각되었으며, 자기희생이 외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8 또한 기각된다.
<표 4-16> 공공봉사동기-외면행동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베타

t

유의
확률

공차

VIF

상수
-1.912
.438
- -4.363 .000
자기희생
.026
.058
.026
.446 .656 .892 1.121
공공봉사호감도 .015
.056
.015
.266 .790 .963 1.039
공공가치몰입 .140
.056
.140 2.515 .012 .962 1.040
F= 8.768, R²= .209, SEE= .90253, Durbin-Watson= 1.808

2. 감정표현규칙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

(H2 검증)

감정표현규칙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공공봉사동기
-감정노동 영향분석과 마찬가지로 인구통계적 특징과 긍정적·부정적 정
서성향을 통제하고 감정표현규칙을 독립변수로 감정노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회귀분석 결과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0.498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유의수준 0.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2.2%로 감정표현규칙이 감정
노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표현규칙이 감정노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채택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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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감정표현규칙-감정노동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감정노동
1단계

구분

상수
성별
연령
직무
근무연수
정서적 특징
감정표현규칙
R²
⊿R²

베타

t

.199
.207
.318
.161
.318
-

-6.512
3.419
3.754
5.746
2.467
5.749
.191
-

2단계
유의
확률

.000
.001
.000
.000
.014
.000
-

베타

t

-.171
-.020
-.030
.121
.262
.498

-4.534
-3.653
-.337
-.605
2.180
5.537
10.273
.422
.231

유의
확률

.000
.000
.736
.546
.030
.000
.000

세부 요인별로 살펴보기 위해 긍정적 표현규칙과 부정적 표현규칙이 감
정노동의 하위요인인 내면행동과 외면행동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긍정적 표현규칙과 부정적 표현규칙이
내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긍정적 표현규칙이
0.553, 부정적 표현규칙이 0.115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표현규칙과 부정적 표현규칙이 외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긍정적 표현규칙이 0.198, 부정
적 표현규칙이 0.244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 값은 긍정적 표현규칙과 부정적 표현규칙
이 내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37.8%이고, 외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25.5%로 나타났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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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긍정적 감정표현규칙이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은 채택되었으며 부정적 표현규칙이 내
면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아울러 긍정적 표현규칙이 외면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 역시 기각되었으며, 부정적 표현규칙이 외면행동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4는 채택되었다.
<표 4-18> 긍정적·부정적 표현규칙 - 내면행동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구분

상수
긍정적
표현규칙
부정적
표현규칙

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베타

유의
확률

t

공차

VIF

-3.430 .373
-9.197 .000
.860
.088
.553 9.726 .000 .719 1.390
.178
.078
.115
.272 .004 .735 1.361
F= 35.513, R²= .378, SEE= .79627, Durbin-Watson= 1.935

<표 4-19> 긍정적·부정적 표현규칙-외면행동 회귀분석 결과

구분

상수
긍정적
표현규칙
부정적
표현규칙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베타

t

유의
확률

공차

VIF

-3.357
.527
-6.370 .000
.112
.036
.198
3.132 .002 .701 1.426
.337
.085
.244
3.941 .000 .729 1.371
F= 13.020, R²= .255, SEE= .87430, Durbin-Watson= 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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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표현규칙-감정노동 관계의 서비스 몰입 조절효과

(H3 검증)

감정표현규칙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내면
행동과 외면행동으로 구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감정표현규칙은 내
면행동과 외면행동에 모두 긍정적인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서
비스 몰입이 이 영향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조절변수
로 서비스 몰입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조절변수인 서비스 몰입을 독립변수로 추가해서 다중회귀 분
석을 실시하고, 감정표현규칙과 조절변수를 곱하여 구한 값을 또 하나의
독립변수로 추가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R 값을 구해 당
초 감정표현규칙과 감정노동 영향관계에서의 R 값과 비교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감정표현규칙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비스몰입을
조절변수로 활용한 결과 R 값이 4.2%만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내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외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각각
16.4%, 1.6%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 몰입은 감정표현
규칙과 감정노동의 관계에 있어 모형의 설명력을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또한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내면행동과 외면행동도 모두 긍정적
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감정표현규칙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몰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으며, 마찬
가지로 서비스몰입이 감정표현규칙과 내면행동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 3-1도 채택되었다. 다만, 서비스몰입이 감정표현
규칙과 외면행동 간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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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감정표현규칙-감정노동 관계의 서비스몰입 조절효과 분석결과

세부모형

1-1
1-2
1-3

세부모형

1-1
1-2
1-3

독립변수

감정표현규칙
감정표현규칙, 서비스몰입
감정표현규칙, 서비스몰입, 감정표현규칙X서비스몰입
R

.649
.681
.681

R2

.422
.464
.464

표준화된 R2

.409
.450
.448

SEE

.54377
.52429
.52526

R2 변화

.422

.042
.000

종속변수

감정노동
감정노동
감정노동

F값 변화

32.439
.501
-4.223

<표 4-21> 감정표현규칙-내면행동 관계의 서비스몰입 조절효과 분석결과

세부모형

2-1
2-2
2-3

세부모형

2-1
2-2
2-3

독립변수

감정표현규칙
감정표현규칙, 서비스몰입
감정표현규칙, 서비스몰입, 감정표현규칙X서비스몰입
R

.592
.715
.718

R2

.351
.512
.515

표준화된R2

.336
.499
.501

SEE

.81481
.70787
.70659

R2 변화

.351

.161
.003

종속변수

내면행동
내면행동
내면행동

F값 변화

24.032
15.799
-4.607

<표 4-22> 감정표현규칙-외면행동 관계의 서비스몰입 조절효과 분석결과

세부모형

3-1
3-2
3-3

세부모형

3-1
3-2
3-3

독립변수

감정표현규칙
감정표현규칙, 서비스몰입
감정표현규칙, 서비스몰입, 감정표현규칙X서비스몰입
R

.476
.489
.493

R2

.227
.239
.243

표준화된R2

.210
.219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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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88903
.88382
.88283

R2 변화

.227

.012
.004

종속변수

외면행동
외면행동
외면행동

F값 변화

13.067
-1.141
-1.267

감정표현규칙과 내면행동, 감정표현규칙과 외면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비스 몰입에 대한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1>과<그림
4-2>로 나타낼 수 있으며 내면행동에 있어서 조절효과 그래프를 보면
고객서비스 몰입이 높은 종사자일수록 감정표현규칙이 내면행동에 미치
는 영향이 증폭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 감정표현규칙-내면행동 관계의 서비스 몰입 조절효과

<그림 4-2> 감정표현규칙-외면행동 관계의 서비스 몰입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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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노동의 직무 유형별 차이

(H4 검증)

가설 4는 감정노동에 있어서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직무별
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으로 직무별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집단 내 분산과 집단 간 분산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집단 간 감정노동 평균의 차이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가설 4를 채택하였다.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직무유형별로 감정노동 수준과 특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대상 전체 종사자들의 평균을 0으로 기분하여
직무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콜센터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이 전체
평균 대비 0.2576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안검색대에서 종사하는 직원의
감정노동은 전체 평균 대비 -0.279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감정노동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감정노동의 하위요인들로 구분하여 살
펴본 결과 내면행동은 여객안내가 2.196, 콜센터 -0.081, 보안검색 –
0.3431 순으로 상대적으로 여객안내 직무에서 가장 많은 내면행동이 나
타나고 있으며, 외면행동은 콜센터 0.5233, 여객안내 0.4296, 보안검색 –
0.2147순으로 콜센터 직무에서 가장 많은 외면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면행동은 여객안내→콜센터→보안
검색, 외면행동은 콜센터→여객안내→보안검색 순으로 차이를 나타낸 기
초통계분석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표 4-23> 감정노동 직무별 차이 검증결과

직무

여객안내
보안검색
콜센터
Total

응답자 수

평균

151
96
27
274

.1313
-.2790
.257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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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

.70509
.65312
.69286
.70711

구분

집단간
집단내
Total

제곱합

자유도

11.923
124.577
136.500

평균제곱

3
270
273

3.974
.461

F

Sig.

8.614

.000

<표 4-24> 내면행동 직무별 차이 검증결과

직무

여객안내
보안검색
콜센터
Total
구분

집단간
집단내
Total

응답자 수

평균

151
96
27
274

제곱합

.2196
-.3431
-.0081
.0000

자유도

18.591
254.409
273.000

표준편차

2
271
273

평균제곱

9.295
.939

1.00276
.92213
.93636
1.0000

F

Sig.

9.902

.000

<표 4-25> 외면행동 직무별 차이 검증결과

직무

여객안내
보안검색
콜센터
Total
구분

집단간
집단내
Total

응답자 수

평균

151
96
27
274

제곱합

12.101
260.899
273.000

표준편차

.04296
-.2147
.5233
.0000

자유도

2
271
273

평균제곱

6.051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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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0
.84820
.97303
1.0000

F

6.285

Sig.

.002

<표 4-26> 가설검증 결과 종합

연
번

구분

가 설

결과

1

-H1-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공공봉사
동기는 감정노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공공봉사
것이다. 호감도는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공공가치 몰입은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정심은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희생은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봉사 호감도는 외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가치
것이다. 몰입은 외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동정심은 외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희생은 외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채택
기각
채택
기각
기각
기각
기각

10

-H2-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표현규칙은
감정노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1
12
13
14

2-1
2-2
2-3
2-4

15

-H3-

16
17

3-1
3-2

18

-H4-

긍정적 표현규칙은 내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정적
것이다. 표현규칙은 내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긍정적 표현규칙은 외면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정적
표현규칙은 외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기각
기각
채택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표현규칙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 몰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은
직무유형별(보안검색, 안내, 콜센터)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서비스
몰입은 감정표현규칙과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내면행동 사이의
서비스
몰입은 감정표현규칙과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외면행동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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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기각

제5장결 론
제 1 절 결과의 해석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27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기술통계량
분석, 요인분석, 분산분석 및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첫째, 개인의 동기적 측면에서 살펴본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
의 공공봉사동기는 감정노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감정노동은 감정노동
상황에서의 서비스 종사자들의 직무수행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공공봉
사동기의 하위요인들과 감정노동 전략인 외면행동과 내면행동간의 인과
관계에서 살펴보면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은 공공봉사동기가
직무수행에 있어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성과, 만족 등 직무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면행동에 상당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봉사동기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희생, 공
공봉사호감도, 공공가치몰입의 순으로 내면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감정노동의 개념에서 이해하면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종사
자들의 경우 감정노동을 종사자들 개인의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 여객의 입장에서 동화되려는 노력인 내면행동을
보다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공공봉사동기의 하
위요인들이 가설과 달리 외면행동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내면
행동에 미치는 영향보다 낮은 수준이고 이는 결국 종사자들의 내재적 동
기요인은 감정노동 상황에 있어 외면행동을 하는 전략과는 특별한 연관
성이 없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공공봉사동기의 하위요인 중 동정심은 당초 별도차원의 하위요인
으로 구분되어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으나, 공공가치몰입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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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해석되어 이에 대한 감정노동으로의 영향력은 확인할 수 없었
다. 이는 Perry & Wise(1990)의 연구에서 동정심이 자기희생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의 정서적 차원의 동기로 묶여 해석되는 것과는 다른 결론
을 도출하고 있다.
둘째, 감정표현규칙은 감정노동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
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도출한
결론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천공항의 서비스 성과와 가치 등을 유지·달
성하기 위해 조직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범이나 규칙 등을 종사자들
이 인식하게 되면 감정노동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들에 따라 전략적인 행
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긍정적 표현규칙과 부정적 표
현규칙 모두 내면행동과 외면행동 각각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긍정적 표현규칙은 내면행동에 매우 높은 영향력
을 미치고 있는 반면 부정적 표현규칙은 내면행동보다 외면행동에 상대
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조직
이 여객을 응대할 때 긍정적인 방식으로 종사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종사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들이 종사자 개개인들의 생각이나 의지와 상
당히 부합하게 되어 결국 내면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교육이나 훈
련의 효과가 감정노동 상황에서 종사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반증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서비스 공항으로 인정받게
된 성과와 자부심, 국가의 관문공항에서 종사자 개인의 태도나 행동이
곧 여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책임감 등이 내재화되어 이러한 조직의 감정표현 규칙을 부정
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감정노동 상황에서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며 직무
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감정표현규칙이 감정노동이 내면행동과 외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모형의 설명력(R2)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는 종사자들 개개인들이 조직의 감정표현규칙을 동일하게 인식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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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상이한 서비스 몰입도의 차이로 감정노동 전략을 다르게 수행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설명력의 변화량에 있어 서비스몰입
은 내면행동을 상당 수준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미미한 증가에
그치는 외면행동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비스 몰입을 하
나의 직무 동기요인으로 보고 여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노력하는 종사자일수록 감정노동 상황에서 보다 많은 내면행동을 하
게 되고, 이는 개인의 내재적 동기 측면에서 공공봉사동기가 내면행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이 입증된 가설 1과 논리적으로 유사한 영
향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직무유형별로 감정노동의 수준
과 특성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에 따른 검증결과 인천공항의 대표적인 서
비스 접점 직무인 여객안내, 콜센터, 보안검색 3가지 직무유형별로 감정
노동은 그 요인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감정노동에 있어 3가지의 직무유형 중 여객안내 직무의
종사자들은 내면행동을, 콜센터 직무 종사자들을 외면행동을 상대적으로
높은 감정노동 전략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여객을 직접 대면하고 표
정과 말투로 상호 감정을 교류하게 되고 공항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
보를 자세히 설명해주기 위한 접촉시간이 비교적 높은 여객안내 직원들
은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내면행동을 하게 되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
화 등을 통해서 여객을 간접적으로 응대하는 콜센터 직원들은 여객과의
감정적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고, 여객들이 익명성을 무기로 종
사자들에게 무례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 이에 대한 반대
급부의 형태로 외면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보안
검색 직원들은 두 가지 감정노동 전략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
이고 있는데 이는 보안검색 직무의 경우 여객과의 접촉빈도는 많지만 접
촉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으며,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절차는 가장 철
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가운데 특히, 보안검색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법
령에 의거하여 처벌18)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체로 여객들은 이러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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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종사자들의 지시를 잘 따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검색 직무의 종사자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감정노동에 대
한 특별한 전략 없이 다소 일률적이며 기계적으로 여객을 응대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비록 가설을 통해 검증하려던 내용은 아니지만 공공봉사동
기와 감정표현규칙 각각의 요인들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
석해 보면, 공공봉사동기와 감정표현규칙 모두 감정노동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지만 상대적인 비
교에서는 공공봉사동기보다는 감정표현규칙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러한 두 가지 선행요인으로만 한
정해서 볼 때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은 개인의 동기차원의 공공
봉사동기보다는 조직의 규범차원의 감정표현규칙이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더욱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학술적 의의
본 연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항공여객과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공
항의 서비스 접점 직원들의 감정노동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
요인들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18) 항공보안법 제23조8항 및 동법 제50조에 의거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하거나 폭행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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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항의 직원들과 유사 업종의 항공사 직원들, 특히 승무원들에 대
한 감정노동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지만 이는 이윤추구를 조직의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 민간분야의 항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정노동 연구로써
공익이 중요한 직무 목표로 자리 잡고 있는 공공기관인 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들에 대한 최초의 감정노동 연구라 할 수 있
다. 특히 정부의 대 공공기관 정책의 변화로 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
들이 협력사 소속이 아닌 인천공항공사, 즉 공공분야에서 직고용 또는
자회사 소속으로 신분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정부
정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이들의 직무동기 요인으로 공공봉사동기와 감
정노동 등에 대해 고찰해보는 것은 향후 이러한 신분 변화에 따른 종사
자들의 인식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에 있어 토대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비록 본 연구가 공공봉사동기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종사
자들의 직무만족·몰입·성과 등 직무수행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공공봉사동기를 독립변수로 제시한 바, 서비스 접점 종사
자들의 감정노동 환경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충
분한 예상이 가능한 단순한 인과 논리를 연구모형의 한 축으로 제시하였
지만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는 주로 선행변수를 규명하는 것
보다 감정소진, 직무만족, 직무성과 등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Dahling & Johnson, 2013; 강성호
외, 2016 재인용)는 이러한 상황에서 동기적 측면으로 공공봉사동기, 조
직의 규범적 측면으로 감정표현규칙으로 구분한 두 가지 선행변수를 함
께 제시하고 이 요인들이 각각 감정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더
불어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고, 나아가 감정표현규칙과 감정노동 관
계에 있어 서비스 몰입에 대한 조절효과까지 규명하고자 한 본 연구는
그간 이루어진 감정노동 연구와는 다른 차별화된 접근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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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함의
과거의 공항은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터미널이란 개념으로 존재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공항은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여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쉴 곳(환승호텔), 먹을 곳(식음료), 쇼핑 하는 곳(면세
점) 즐기는 곳(문화공간) 등 여객들에게 복합적인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고도화된 서비스 콤플렉스 시설로서 진화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그
간 이러한 공항서비스의 트렌드 변화를 읽고 이에 대한 상당수준의 성과
와 인정을 받고 있음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공항의 서비스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이 이러한 경쟁에
서 계속해서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공항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요
인 중에서도 특히 인적서비스 요인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러한 인적 서비스의 주체인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직무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곧 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겠다.
게다가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이 향후 협
력사 소속이 아닌 공공분야(인천공항공사)에 직접 고용됨에 따라 직원들
의 효과적인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이들이 감정노동 상황에서 이를 긍정
적인 방향으로 통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
이 곧 향후 공공분야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라는 관점을 가지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본 연구의 분석틀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직무의 불가피한 감정노동 상황에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종
사자들이 직무 스트레스, 소진, 이직의도 등 직무수행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외면행동이 아닌 이러한 부정적 요
소와 반비례적인 관계에 있고 직무만족, 성과 등 종사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들과 정(+)의 연관성이 있는 내면행동 전
략을 수행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적 함의의 기본
적 배경이자 취지가 될 수 있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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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공봉사동기와 같은 내재적 동기요인들을 통해 종사자들이 감정
노동 자체를 즐거움으로 느끼며 이는 곧 자기가치 실현과 목표성취로 인
식되어 업무자체의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조직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 직무의 종사자들의 채용에 있어서 이
러한 내재적인 동기요인들을 활용한 채용지표 개발이나 또는 서비스 접
점 직무 교육과정에 이러한 동기요인들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봉사동기
중 내면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희생정신 등은 이러한 지
표나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지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성, 임금, 복리후생 등 외재적
유인에 대한 변화로 인해 자칫 공공봉사동기와 같은 내재적 유인이 오히
려 감소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바 이러한 내재적 동기
요인의 개발과 적용은 앞서 논한바와 같이 향후 효과적인 조직 및 인력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란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은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
ASQ 평가 등에서 좋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객을 상대할 때 조직에
서 제시한 어떠한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들
이 결국 종사자들의 내면행동을 상당부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사자들이 조직의 표현규칙이나 기준들을 보
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인식한다면 결국 종사자들의 내면행동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방
법은 각각의 직무별로 여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 등을 세분화하
여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기존의 서비스 매뉴얼 등을 고도화하는 것을 생
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직무수행과정에서 종사자들의 역
할 갈등 등의 부정적 요소를 감소시키며 직무 자체의 어려움 역시 감소
시켜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감정표현규칙의 형식에 있어 긍정적 표현규칙과 부정적 표현규칙
두 요인 모두 내면행동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긍정적 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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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표현 규칙을 정립하고 직무수행의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이런
행동은 하지 말라”는 식의 부정적 행동을 통제하는 형식이 아닌 여객이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곧 직무의 목표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긍정
적 형식으로 표현규칙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미
소, 응대태도, 목소리와 같은 종자자들의 표면적인 행동 관리를 위한 교
육 또는 훈련보다는 여객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 교육 프로그램
을 시행하는 것이 종사자들이 감정노동을 보다 긍정적이며 효과적으로 통
제하는 데 적합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 몰입은 그 자체로 고객을 지향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를
제고할 경우 종사자들이 감정표현 규칙을 인식함에 있어 내면행동을 더
욱더 증진시키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조직은 서비
스 접점 종사자들이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직무에 대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러한 틀 안에서 종사자들 스스로는 서비스
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 관심이 제고될 때 서비스 몰입은 증진 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접점 종사자 상호간의 정보교환 또는 부서 간 직무 이해
등 수평적인 관계에서 종사자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곧 서비스 몰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서비스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서비스 개선 사
례 등을 종사자들끼리 공유하고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조직차원에서
보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데
감정노동 상황을 시장원리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서비스 종사자들의 감정
노동은 결국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서비
스 수요자인 고객은 공급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
다른 대체 공급자를 선택하거나 공급자에 대한 나쁜 평가를 내려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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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
성과에 대한 조직의 우려가 종사자들로 하여금 수요자인 고객들에게 무
조건적인 충성과 친절을 베풀 것을 강요하게 되고, 이러한 수요자 우위
의 환경을 악용하는 악성고객(Black Consumer)들의 불합리한 행태가 서
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을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공항 서비스”란 재화에 대한 전략적인 공급·수요관리는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노동 관리에 있어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활
용될 수 있다. 먼저 감정노동의 수요관리 측면에서 여객들이 무례하고
지나친 요구를 하는 악성고객들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이를 강력히 대응하거나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이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는 한편 이러한 사
실을 공항이용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주지시켜 이들의 부당한 행동을 사
전에 통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여객증가에 대비한 적극적인 시
설투자 및 시스템 개선으로 인적 서비스에 대한 여객들의 수요를 감소
또는 분산시키는 것도 종사자들의 감정노동 상황에 대비한 효과적인 예
방책이 될 수 있다. 한편 공급관리 측면에서는 충분한 서비스 인력 확보
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인천공항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에 비례
해 인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적 서비스 주체에
대한 공급확대는 종사자들 개개인이 적정 수준의 여객 응대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의 강도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된
다. 아울러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감정
노동으로 인한 부정적 심리상태(감정적 부조화 등)를 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을
완화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것 역시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을 관
리하는데 있어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실행 방안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앞선 정책적 함의들을 종합해보면 감정노동을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이 당면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치부하여 종사자 들이
직무에 대한 열의만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정으로 여기기보
다는 조직차원에서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을 악화시키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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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감정노동
을 완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와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감정노동 환경에서도 종사자들의 내면행동 향상과 이를 통한 인적 서비
스 품질 제고, 나아가 인천공항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
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의 핵심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인천공항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지만 다
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가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인용하여 감정노동 전략 중
내면행동의 긍정적 효과를 추론하였고, 이러한 내면행동을 유인하는 것
을 목표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선행변수들이 어떠한 심
리적 프로세스(감정불일치 등)를 통해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감정노동의 전략인 내면행동 또는 외면행동이 매개가 되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 감정노동의 인과관계를 다양한 맥락에서 고려한 실
증 분석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직무특성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
해 영향을 받는 감정노동 연구에 있어 기존 선행연구의 대상과의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심리적 매커니즘과 이를 통해 동일한 결론으
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본 연구
는 “일반화의 오류”라는 범주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주요 독립변수로 공공봉사동기를 제시하고 있다. 비록
공공봉사동기가 민간에도 적용가능하고 공공가치가 중요한 직무목표인
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들의 감
정노동 상황 속 직무수행에 있어 하나의 내재적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라는 추론이 제시의 기반이지만 이러한 추론에 대한 실증적 입증 없이
엄연히 민간 기업에 소속된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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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주로 공공분야나 공공조직의 직무동기로 다루어지는 공공봉사동
기를 중요 설명(독립)변수로 선정한 것에 대한 적정성 또는 타당성 문제
는 되짚어 볼만한 사항이다. 더욱이 협력사 직원의 경우 원청기업인 공
사의 정규직 직원과 내·외재적인 직무 동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연구기간 중 협력사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는
“역사요인”이 발생되어 연구의 내적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점 역시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어 질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독립변수인
공공봉사동기와 종속변수인 감정노동을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특정하게
되어 두 변수가 연관성이 실제보다 부풀려 발생하는 동일방법편의가 나
타날 수 있다. 또한 공공봉사동기는 이타적 행위의 개념으로써 응답자
스스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높다는 것을 설문을 통해 은연중에 나타
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 생각과 다르게 응답자의 희망이나 의도가
반영된 방향으로 답변을 하게 되는 이른바 “사회소망적 편향(desirability
bias)”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이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향후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감정노동이 종사자들의 직무
에 대한 인식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감정노동을 매개로 한
종사자들의 심리적 변화과정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이때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연구의 병행을 통한 설문조사의 한계
극복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맥락에서 감정노동의 원인과 결과변수들을
탐색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변화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인식이나 직무동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변화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
분석해보는 종단연구방법(Longitudinal Study)을 시도하는 것도 연구의
가치와 의미를 한층 높일 수 있으며, 연구의 외적 타당성 제고의 관점에
서 공항에서 감정노동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조직, 회사, 직군 등을 망
라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보다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연구로 인정받
기 위한 향후 연구의 추진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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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인천공항의 서비스 접점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입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좋은 연구 결과를 얻기 위
한 소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컴퓨터에 의해 일괄 통계 처리되며,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논문을 위한 통계 분
석의 자료로만 사용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합니다.

◆ 지도교수 : 정 광 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연 구 자 : 추 교 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 연 락 처 : 010-0000-0000 / yosaram@00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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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감정노동에 있어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가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
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의미 있는 공공봉사는 나에게 매우 중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 자신이 공공의 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시민들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도 믿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공공정책 수립 시 미래세대의 이익도 고
려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처지를 보면 동정
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
운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
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사회를 위해 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 자신보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우선
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손실도
수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가난한 사람
들을 돕기 위한 계획에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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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귀하의 감정노동에 있어 감정표현 규칙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여객이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나의
업무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조직은 내가 여객이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을 내 업무의 일부라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여객에게 친절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천공항 서비스의 한 부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조직은 내가 여객을 활기차고 열정
적으로 응대하길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여객에게 나쁜 기분을 드러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조직은 내가 기분 나쁘나는 것을 여
객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길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여객을 응대하는 중에 화나지도 않
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해
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귀하의 감정노동에 있어 서비스 몰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
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여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여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부
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것
들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여객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여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여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간가
는 줄 모르게 몰두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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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근무중에 느낀 감정노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여객을 대할 때 실제로 내가 느끼는 것과 다
른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업무상 요구되는 감정표현은 내가 실제로
느끼는 기분과는 다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일을 할 때 실제 감정을 숨긴 채 업무상 요
구되는 감정을 꾸며 내어 표현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5

여객을 대할 때 기분 좋은 표정이나 인상
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여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다 보면 실제
로 그런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을 느낀다.

6

여객에게 보여야 하는 감정을 실제로 내
마음으로도 느껴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여객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여객에게 기분 좋
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인천공항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
객에게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귀하의 일상생활에서의 느끼는 정서적 감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
하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매우 재미있는 삶을 영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게하는 것들
이 주위에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거의 매일 나는 진정으로 재미있는 순간
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날마다 재미있는 일들이 나에게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주 사소한 성가심에도 신경질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초조함에 시달린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기분은 가끔 들쑥날쑥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사소한 퇴보에도 가끔 기분이 많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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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사항(연구 및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1. 귀하의 연령(만 나이)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근속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2년∼3년 ③ 3년∼4년 ④ 4년∼5년 ⑤ 5년∼10년 ⑥ 10년 이상
5. 귀하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는?
① 여객안내 ② 보안검색 ③ 콜센터 ④ 자원봉사

“설문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Emotional Labor of
the Employees who work at the
passenger service encounters in
the Airport
: Focusing on the case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Kyo-Hun, Choo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emotional labor of the employees at Incheon
Airport. Emotional labor of the employees at Incheon Airport has
been increased due to the explosive increase in number of passengers.
This study focuses on prior variables on their emotional labor.
Because human resources are very important to the service
performance of airport industry. This study is a fundamental approach
to human resources and seeks to find effective management plans for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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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esents prior variables in two aspects. The first of
which is public service motivation that presents in terms of an
individual's intrinsic motivation in task performance and the second is
the emotional display rules that presents in terms of the standard of
the company to service employe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understand how these two variables affect emotional labor. For that
purpose, a total of 4 main hypotheses and a total of 14 sub
-hypotheses are suggested to verify the impact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0 hypotheses were adopted and the rest
of them were rejected. The main results is that public service
motivations were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emotional labor, and
emotional display rules were also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emotional labor. In particular, subsidiary factor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ner behavior on emotional
labor strategy and if employees clearly recognize the display rules on
the emotional labor situation, it is able to know they would perform
both inner and external behavior. In addition, service immersion in
relationship with emotional display rules and emotional labor has a
adjustment effect that intensifies worker's emotional labor strategy.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make some policy proposals based on
encouraging employees to increase their inner behavior in the
emotional labor situation. From this perspective, it is proposed that
when hiring worke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hat can
utilize or promote public service motivations and to elevate a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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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ervice tasks in detail. Overall, service employees have to be
actively protected and managed the emotional labor by company’s
system. For example, so far, service policies of the company have
focused on that service employees have to satisfy and impress
passengers unconditionally in any negative situation instead of
protecting employees. But now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organizational policy to protect both passengers and employees who
suffer from emotional labor at the same time, In this regard, it is a
good way to revise the service regulations or manuals so that
employees are allowed to respond strongly when passengers make
rude and excessive demand. At the same time, these facts must be
informed to passengers.
This study has a limitation which do not analyze empirically on
how emotional labor affects the employes performance, However, in
future if a study about emotional labor of the airport service
employees is conducted to examin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service employees after the transition of regular workers, it would be
meaningful study that such limitations can be improved and applied.

keywords : Public service motivation, Emotional Labor,
Emotional display rules, Inner behavior, External
behavior, service imm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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