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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감정노동이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조직지

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객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감정노동 

수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공공부문에서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일선관료들도 정책고객인 국

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의 수행전략을 크게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말, 표정, 몸짓을 바꾸는 표면행

위와 인지적 노력을 통해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면행위로 나누고, 이들 전략

을 수행할 때 각 전략이 사회복지사의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사가 소속된 조직이 제공하는 제도적, 정서적 지원의 영향력을 함께 검증하였다.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사 246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회귀분석

을 수행한 결과, 표면행위는 소진과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킨 반면, 내면행위는 

소진과 이직의도는 증가시키지 않고, 조직시민행동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제공 노력에 대해 조직이 제도적 지원을 수행하거나, 조직 내 동료 및 상사가 정서적 지원

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회복지사의 태도 및 행동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조직의 정서적 지원은 소진을 증가시키는 표면행위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나

타냈다. 이는 감정노동 수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

키기 위한 조직의 지원이 어떠한 측면에서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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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관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수행하는 

감정노동이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그 인력도 증가하여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 인력은 590만명에 이르고 있다(통

계청, 2016). 서비스 산업 비중의 증가는 동종업계에서의 경쟁을 심화시켰고, 경쟁기업

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조직은 근로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

공을 위한 감정의 통제를 요구하게 되었다(Hochschild, 1979). 따라서 고객과 직접 대면

하며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고객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응을 하지 못하

고 반복적인 고객 응대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문제를 경험

하게 되었다(김종해, 2013). 이러한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직무를 특징짓는 개념이 바로 

감정노동이다(Hochschild, 1983). 

본 연구는 특별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서비스 제공자로서 사회복지사의 감정

노동에 주목하였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의 주요 대상인 정책고객과 직접적인 대면접촉

의 빈도가 높으며, 불확실한 환경과 한정된 자원만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대응

해야 한다(Söderfeldat et al., 1995). 또한 정책 서비스의 전달자로서 서비스의 질에 주요

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직무의 불만족, 소진 등을 경험한다면 이는 직

접적인 서비스 질의 저하와 조직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Mor Barak 

et al., 2001). 특히 사회복지사의 잦은 교체는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불연속성과 관계의 

손실을 가져오므로 사회복지사의 높은 이직율은 복지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1년 한국 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인 

사회복지사의 55.5%가 이직경험이 있으며 57.1%는 이직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

(강철희, 허영혜 & 장인성, 2015). 특히 2013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격무로 인

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서비스전달업무가 

과중하여 제대로 된 서비스 전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클라이언트 대면상황에서 심리적, 

육체적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이후 국가인

권위원회를 비롯한 연구기관들과 학자들이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감정노동

과 관련된 연구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문영주, 

2013; 2014; 김종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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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정노동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다소 혼재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연구에서는 감정노동이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반면(Hsieh, Jin & Guy, 2012; Zapf, 2002; Morris & Feldman, 1996; 

Wharton, 1993, 1999), 다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존재하고 있다(Ashforth & Humphery, 1993; Rafaeli 

& Sutton, 1989; 1987). 따라서 감정노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혼재된 양상에 

대해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의 표면행위와 내면행위가 각각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연구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더

불어 감정노동이 개인의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

의 지원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살펴볼 것이다. 특히 조직의 지원은 

제도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지원으로 나누어 고려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감정노동의 개념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일치･불일치 모

델을 통해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감정노동의 전략인 내면행위와 표면행위를 중심으

로 연구분석의 틀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연구 설계를 소개한다.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장

에서는 이론을 바탕으로 수립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246명을 중심으로 

실시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감정노동의 영향력을 소진, 이직의도, 만족, 조직시민행동 

등 다양한 차원을 통해 분석할 것이며 조직지원의 효과 또한 고려하여 감정노동의 조직

적 관리 가능성에 대해 검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와 그 함의를 논의하

는 장을 통해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한다. 

Ⅱ. 감정노동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1. 감정노동의 정의

감정노동은 “개인의 기분을 다스려 얼굴표정이나 신체 표현을 통해 외부에 드러내 보

이는 것”으로 서비스직 종사자가 조직의 표현규칙에 맞추어 감정을 상품화 시키고 관리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Hochschild, 1983: 7).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조직간 경

쟁이 치열해지면서, 조직들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종사자의 얼굴표정과 마음에 대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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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규칙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Rafaeli & Sutton, 1987). 따라서 많은 조직이 실제로 개인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제하

여 조직이 정한 규칙을 따르도록 강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억제는 개인이 실제

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표현을 막아 긴장상태의 지속에 따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Hochschild, 1983). 특히 감정이라는 지극히 개인적 영역이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

단이 되었기 때문에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게 되면 근로자의 직무만족이 낮아지고, 더

욱 심할 경우 신체적 질병이나 소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던 학자들도 있었다

(Abraham, 1999).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감정노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감정노

동의 결과가 기능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Ashforth & Humphrey, 1993; 

Wharton, 1993; Rafaeli & Sutton, 1989). 예를 들어 Ashforth와 Humphrey(1993)는 적

어도 업무에 있어서 감정노동은 효율성을 증진시키므로 특별히 과도한 제약을 받는 경

우 외에는 감정노동이 개인과 조직에게 모두 기능적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Morris와 Feldman(1996)은 감정노동의 4가지 차원인 빈도, 주의 정도(강도 및 

지속기간), 다양성, 감정의 부조화를 통해 감정노동의 영향을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상황

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했다. 앞선 연구들을 집대성하고 감

정노동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했던 Grandey(2000)는 감정노동을 조직의 

표현규칙에 맞추기 위해서 감정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고, 속이는 등 감정표현을 인위적

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았다. 이후로 30여년의 시간이 흘러 감정노동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중 Mesmer-Magnus와 동료들은(2012) 109개의 개별연구를 바

탕으로 기존 학자들이 ‘감정노동’의 상태를 개인의 느낌과 표현규칙(display rule)에 의해 

정해진 감정의 일치･불일치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고 설명했다(Mesmer-Magnus, 

DeChurch & Wax, 2012). 여기서 감정의 일치 상태는 Hochschild(1983)의 ‘내면행위’와 

일맥상통하고 감정의 불일치 상태는 ‘표면행위’와 연결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내면행위

는 인지적 노력을 통해 내면의 느낌을 수정해 원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표면행위는 말이나 표정 등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표현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감정노동의 영향력 

정서사건 반응이론(Affective Events Theory: AET)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사

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직무성과, 직무헌신 및 장기적인 직무만족 등과 같은 직무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Weiss & Cropanzano, 1996). 기존의 조직행태 이론들이 개인

의 인지적 평가에 초점을 둔 것과는 달리 정서사건 반응이론(AET)은 개인의 정서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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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험의 원인 및 결과에 대한 구조적 모형을 제시한다(Mitchell, 2010). 따라서 정

서사건 반응이론에 따르면 근무환경 및 업무 중 발생하는 감정노동은 개인에게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Pandey & Singh, 2015). Grandey(2000)를 비롯한 기존의 

감정노동 분야의 학자들도 개인의 감정노동 발생의 원인과 결과에 주목한 연구들을 진

행해왔다. 여기서 감정노동의 선행요인에는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이 포함되는데, 

개인적 특성에는 직무동기 및 감정역량, 개인의 성격 요인 등이 있고, 상황적 특성에는 

노동자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의 속성(빈도, 지속기간, 다양한 감정표현, 표현규칙, 긍정 

또는 부정적인 상황) 등이 고려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이 되는 감정노동의 결과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직무의 

만족과 소진을 주요 변수로 근로자의 삶의 질(well-being)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Grandey & Gabriel, 2015). 초기의 감정노동 연구자인 Hochschild(1983)는 인지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을 근거로 자아와 감정노동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게 될 때, 이는 자아의 소외를 경험하게 

하고 그밖에 건강상･행태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직에

서 요구하는 감정의 표현규칙과 구성원의 감정이 불일치 할 때 심리적 부조화가 발생하

며, 이러한 부조화가 지속되면 정서고갈이나 직무 불만족이 발생하게 된다는 연구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Grandey & Gabriel, 2015; Zapf, 2002; Pugliesi, 1999; Rafaeli & 

Sutton, 1989). 

Ashforth와 Humphrey(1993)는 그 중에서도 실제의 감정을 숨기는 표면행위는 내면

행위에 비해 더 큰 부조화를 일으키고,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기존연구

에서 표면행위와 같이 정서적 불일치를 일으키는 감정노동은 소진과 직무 불만족과 분

명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Kammeyer-Mueller et al., 2013; Mesmer-Magnus, 

DeChurch & Wax, 2012; Hülsheger & Schewe, 2011; Erickson & Wharton, 1997). 반

면에 내면행위는 표면행위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이 약하게 나타났다

(Kammeyer-Mueller et al., 2013; Mesmer-Magnus, DeChurch & Wax, 2012; 

Hülsheger & Schewe, 2011). 심지어 Brotheridge와 Lee(2003)의 연구에서는 내면행위

가 성취감 등의 긍정적인 결과와 연결이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감정노동의 긍정적인 영

향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의 수행이 성공적인 업무성과를 통해 금전적 이

익과 더불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원활한 관계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일 자체

를 통한 보람을 느끼게 하고, 효능감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Cote, 2005; 

Shuler & Sypher, 2000; Ashforth & Humphery, 1993; Rafaeli & Sutton, 1989;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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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실증연구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물과 부정적인 결과물의 산출이 혼재되어 있으므

로(Guy, Newman & Mastracci, 2008),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을 표면행위와 내면행위

로 나누고 구성원의 다양한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각 수행전략의 영향력

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사회복지조직은 클라이언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정부를 비롯

한 자원 제공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합리적인 행정운영을 통한 비용 효율성을 달

성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

복지사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강철희 & 최소연, 2005). 특히 사회복지사는 

실질적인 일선관료로서 정책고객인 클라이언트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복지서비

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는 이들의 심리적 상태와 태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Lipsky, 1980; 문영주, 2007).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사

회복지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핵심인력인 사회복지사의 소진

을 줄이고 직무의 만족도를 높이며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 슈퍼비전을 통한 전문성 향

상과 실질적인 수준의 보상 및 공정한 평가를 통한 승진기회 마련 등 다양한 조직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문영주, 2007; 강철희 & 최소연, 2005; 이명신, 

2004).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처우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폭발적인 증가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못한 실정이다. 일례로 국가인권위원회의에서 실시한 2013년 사회

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29%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언을 

경험했고, 폭언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32.6%는 탈진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창

훈(2014)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가율은 복지서비스와 복지예산의 증

가에 뒤따르지 못해 인력부족상황이 심각하며, 현직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들은 절대적인 업무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과격한 민원 등으로 인한 심각한 수준의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2013년에는 격무로 인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자

살이 잇달아 발생하였지만 여전히 클라이언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주장에 비해 사회복

지사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부족한 실정이다(김종해, 2013).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행태를 진단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들로 소진, 직무만족,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들 요인들은 기존의 행

태연구에서 조직구성원의 상태를 진단하고 조직의 성과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수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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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

선, 일상업무에서 사회복지사는 정책고객과 지속적이며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

문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소진 정도가 높다(Hsieh, 

Yang & Fu, 2012; Bhave & Glomb, 2009).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만나 도와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금방 

개선되기 어렵고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몰입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큰 편이다(이명신, 

2004).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은 업무의 당연한 측면으로 요구되

는 경향이 있어 적절한 보상이나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직의 지원은 

불충분하다(문영주, 2014). 그 결과 기존 연구들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의 높은 소진 

정도를 실증하였다. 일례로 박하나(2009)의 연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

무원들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고, 돌봄 종사자

를 대상으로 한 박현미와 강은애(2010)의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서적 고갈과 

개인의 성취감 저하가 유발되는 것을 확인했다.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의 전반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회복지사에

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감정노동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특이한 점은, 감정노동

의 수행전략에 따라서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Totterdell & Holman, 2003). 일반적으로 감정노동은 직무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Hsieh(2014)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시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

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는 경우 오히려 감정노동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문영주

(2014)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노동의 표면행위는 직무만족을 낮추는 영향이 나타난 반면 

내면행위의 경우 만족을 높였다. 이는 내면행위가 겉으로 보이는 감정표현과 일치하는 

진정성 있는 감정을 느끼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관련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송

현진과 조윤직(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내면행위가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면에서 정서적 고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가 다소 혼재되어 

있는 내면행위의 영향력에 반해, 표면행위의 영향력은 거의 일관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살펴볼 일치 불일치 상태 모형(Discordant and 

congruent state model)의 관점에서 볼 때, 표면행위는 실제 느끼는 감정과 표현하는 감

정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일관된 부정적 영향력을 갖는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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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mer-Magnus et al., 2012).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는 조직성과의 안정적 달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요인이다. 

사회복지사의 잦은 교체는 서비스 전달의 불연속성 및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의 손실 등

을 야기해 서비스 질의 저하와 조직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Mor 

Barak et al., 2001; 강철희, 허영혜 & 장인성, 2015). 더욱이 신입 사회복지사가 채용되

어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수행하기까지는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중요

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이직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통계치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조사된 사

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55.5%는 이직경험을 갖고 있었고, 

57.1%는 이직의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강철희, 허영혜 & 장인성, 2015), 이러한 

높은 이직경험과 이직의도는 사회복지사의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서비스전달 업무가 과중하여 

이로 인한 자살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잇달아 발생하여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구성원들이 보상이 없이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

해 자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비영리조직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조직시민행동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박영국, 2009). 일반적인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재정적으로 영세하여 다른 조직에 비해 금전적인 보상을 통한 동기 유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조직시민행동의 고취를 통한 자발적인 재량행동의 유도가 전체 조직의 

긍정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최소연, 2005). 또한 사회복지사는 사회

복지서비스의 핵심전달체계로 최일선에서 정책고객인 클라이언트를 응대하기 때문에 

이들의 조직시민행동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박영

국, 2009). 감정노동 수행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대해 서울, 경기지역의 사회복지사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조혜리(2014)의 연구에서는 내면행위와 조직시민

행동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표면행위와 조직시민행동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내면행위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친사회적 동기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네 가지 변수들은 사회복지사들의 업무환경을 고

려할 때에 이들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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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감정노동으로 인한 높은 소진

경험과 낮은 만족도는 결과적으로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오창택, 2012) 이직

의도와도 밀접히 연관된다. 조직시민행동의 경우, 선행연구들은 직무만족이 높은 상황

과 소진이 낮은 상황에서 조직구성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조직시민행동을 보임을 실증하

였다(박영국, 2009; Cropanzano, Rupp & Byrne, 2003).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수행전략을 크게 표면행위와 내면행위로 나누어 이들이 위의 네 가지 요인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와 더불어 소속된 조직으로부

터의 지원도 함께 고려하여 조직적 지원이 사회복지사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다양한 조직행태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Ⅲ. 연구의 분석틀

1. 연구의 분석틀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증거를 중심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의 분석틀을 상정하였

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감정노동을 수행 전략에 따라 표면행위와 내면행위로 나누어 

각 전략이 구성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종속변수인 사회복지사의 행태

와 관련해서 기존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소진과 만족을 비롯하여 이직의도와 조직시

민행동까지 고려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진과 직무만족이 다루어져야 하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확보를 위

해 경험 있는 인력의 유지가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사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이타적 헌신은 보다 원활한 복지서비스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감정노동의 부정

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면 조직관리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경감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조직의 지원이 감정노동의 영향력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 때 조직의 지원을 크게 제도적 지원과 정서적 지

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전자에는 조직이 구성원의 감정노동 수행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평가에 반영하는지를 포함하였고, 후자는 상사 및 동료의 관심과 지지를 위

주로 측정하였다. 그밖에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태도 및 행동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근무환경과 조직 목표의 명확성 및 직무 수행의 자율성 수준

을 고려하였고,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급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들도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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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 감정노동의 영향: 일치 불일치 상태 모형(Discordant and Congruent State 

Model)

감정노동의 표면행위와 내면행위가 근로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일치 불일치 상태 모형(Discordant and congruent state model)은 매우 유용한 설명

을 제공해 준다. Mesmer-Magnus, DeChurch와 Wax(2012)의 연구에서는 109개의 감정

노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의 양상을 감정을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일치와 불일치상태로 구분한 이론적 프레임을 제시했다. 여기서 불일치상

태는 근로자들이 일선 근무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요구되었거나 요구 받았다고 인식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고 그들이 진짜 느끼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감정을 

표현할 때 나타난다. 반대로 감정의 일치 상태는 개인의 진짜 느낌과 그의 감정 표현이 

일치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Mesmer-Magnus et al., 2012).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원인은 일차적으로 조직의 감정표현규칙과 개인의 진짜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데 있다(Grandey, 2000). 따라서 감정노동의 전략 중에서 표면행위의 경

우 이러한 불일치 상황에서 느끼지 않은 감정을 느낀 것처럼 연기하거나, 실제로 느낀 

감정을 억누르는 전략을 의미하는데, 근로자가 외향적으로 좋은 근로자로 보이고, 조직

의 기대에 부합하는 연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의 진짜 감정은 여전히 감정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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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Hülsheger & Schewe, 2011; Pugh, Groth & 

Hennig-Thurau, 2011; Johnson & Spector, 2007; Grandey, 2000; Hochschild, 1983). 

따라서 이러한 불일치는 개인의 진짜 감정과 충돌을 일으킨다(Spencer & Rupp, 2009). 

표면행위는 느낌과 행동 사이의 부조화로 인해 야기된 감정의 불일치로 조화롭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Mesmer-Magnus, DeChurch & Wax, 2012), 그 결과 건강, 태도, 성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정서고갈이나 직무 불만족 등을 발생시키며

(Rafaeli & Sutton, 1989),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소진을 발생시키는 등 조직구성

원의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orris & Feldman, 1996; Hsieh, Jin & Guy, 

2012; Wharton, 1993, 1999; Zapf, 2002). 더 나아가 조직구성원들이 직장을 떠나거나 

결근이 잦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등 구성원의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Singh et 

al., 1994; Cordes & Dougherty, 1993; Maslach & Pines, 1977).

반면 감정의 일치 상태는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그들의 감정표현과 부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감정표현 규칙과 개인의 진짜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면행위는 감

정의 일치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활용된다(Mesmer-Magnus, DeChurch & Wax, 

2012). 내면행위는 단순히 적절한 감정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면적 정서를 수정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과 일치시키는 노력을 통해 

기존의 감정 불일치 상태를 개선한다(Spencer & Rupp, 2009; Johnson & Spector, 

2007). 물론 내면행위 또한 표면행위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감정표현이 아니라 노력

을 통한 내면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Ashforch 

& Humphrey, 1993). 하지만 표면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만 고객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거짓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반

면 내면행위는 진정성 있는 감정표현을 하게 되어 감정의 불일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객이 만족했다는 피드백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경우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Hülsheger & Schewe, 2011; Diefendorff, Croyle & 

Gosserand, 2005; Grandey, 2003; Totterdell & Holmann, 2003; Brotheridge & 

Grandey,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정의 일치와 불일치 모델을 중심으로 각각 표면

행위와 내면행위를 수행할 때, 구성원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

써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먼저 소진은 Freudenberger(1974)에 의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점차적으로 피로와 의욕상실 및 탈진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환자

들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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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y, Newman, & Mastracci, 2008). 소진은 감정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감정고갈은 고객과의 접촉 증가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감

정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비인격화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담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취감 저하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성공했다는 

느낌이 결여되는 것을 말한다. 표면행위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으로 감정고갈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으며(Judge et al., 2009; Goldberg & Grandey, 

2007; Totterdell & Holman, 2003; Brotheridge & Lee, 2003), 표면행위를 많이 수행할

수록 비인격화는 높아지고(Brotheridge & Lee, 2002, 2003), 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표면행위가 성취감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Brotheridge & 

Lee, 2003). 반대로, 내면행위는 정서적 고갈을 아주 약하게 일으키거나 관계가 없었으

며(Kammeyer-Mueller et al., 2013; Totterdell & Holman, 2003), 약한 수준에서 비인격

화를 낮추거나 성취감을 높이기도 했다(Brotheridge & Grandey, 2002; Brotheridge & 

Lee, 2002; 2003).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들이 표면행위를 수행할 때는 내면의 감정을 숨

기고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불일치가 심해지는 반면 내면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조정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요구된 감정의 격차가 감소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적기 때문이라

고 이해할 수 있다(Kammeyer-Mueller et al., 2013). 이를 바탕으로 아래의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1-1. 감정노동의 표면행위 수행은 감정소진 수준을 높일 것이다.

가설 1-2. 감정노동의 내면행위 수행은 감정소진 수준을 낮출 것이다.

다음으로 이직의도는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를 품는 것으로 정의된다(Tett & 

Meyer, 1993). 높은 이직의도는 실제 이직을 가져올 확률이 높고, 이는 인적 자원의 교

체로 인해 금전적, 비금전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조직관리 분야의 주된 관심대상이다

(Dalton, Krackhardt, & Porter, 1981). 특히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 이직은 서비스 전

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Barak et al., 2001). 일반

적으로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할수록 근로자의 이직의도는 높아진다(Côté & Morgan, 

2002; Grandey, 2000). 특히 내면의 감정과 표현되는 감정의 격차가 클수록 이직의도는 

높아졌는데, 표면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감정의 불일치가 지속되어 이직의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Mesmer-Magnus et al., 2012; Goodwin et al., 2011; Abraham, 

1999). 반면 내면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거나(Goodwi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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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1), 오히려 이직의도를 낮추는 결과도 발견되었다(Mesmer-Magnus et al., 2012; 

Chau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치 불일치 모델의 이론적 틀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1. 감정노동의 표면행위는 이직의도를 높일 것이다. 

가설 2-2. 감정노동의 내면행위는 이직의도를 낮출 것이다.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감정노동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Morris & 

Feldman, 1996; Whartson, 1993; Hochschild, 1983).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

구들은 감정노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하였다. 예를 들어 Wharton(1993)은 은행원과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정노동이 직무만족을 높이는 영향을 실증하였

고,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김민주(1998)의 연구에서도 감정노동은 직무만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최근의 정교화 된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표면행위와 내면행위에 따라 각각 상이함을 발견하였다(Totterdell & Holman, 

2003). 감정노동의 표면행위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만족

을 낮추었고 반대로 내면행위는 직무만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문영주, 

2014; 양승범 & 송민혜, 2010).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Hsieh(2014)의 최근 연구에서는 

감정노동과 만족간의 관계를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내면행위 수행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을 자신의 직무역할로 인식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만족을 느꼈기 때문

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삶이 자신으로 인해 

회복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감정노동의 수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이해

하고, 감정노동의 전략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감정노동의 표면행위는 직무만족도를 낮출 것이다. 

가설 3-2. 감정노동의 내면행위는 직무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조직시민행동은 공식적 보상시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

는 자유재량적 개인행동으로 역할이나 직무기술서에 의해 의무화되지 않은 행동으로 정

의된다(Organ, 1988; Bateman & Organ, 1983). 조직시민행동은 일반적으로 이타심, 양

심, 스포츠맨십, 예의, 시민정신의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Podsakoff et al., 1990). 따라서 

높은 조직시민행동을 보이는 근로자가 조직에 있을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이 제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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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자발적으로 동료와 조직을 돕고, 부서의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인 제안을 한다거

나, 동료의 권리를 악용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정책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조직의 발전에 유리한 행태를 보인다(Somech & 

Drach-Zahavy, 2004; Podsakoff & MacKenzie, 1997; Organ, 1988). 조직몰입이 개념

적으로 조직에 심리적인 애착을 보이는 ‘태도’를 의미한다면 조직시민행동은 보다 구체

적인 ‘행동’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Organ, 1988; Kang, 2012). 감정노동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표면행위는 조직시민행동의 이타주의와 양심행

동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내면행위는 반대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Salami, 2007). 또한 조직시민행동을 개인에 대한 시민행동과(특정 개인에게 즉

각적인 이익을 제공해주는 행동, 조직에 대한 기여와 간접적으로 관련됨), 조직에 대한 

시민행동(조직 전체에 일반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으로 나누어 분석한 Choi(2013)의 연

구에 따르면 표면행위는 개인적 시민행동을 높이지만 조직차원의 시민행동을 낮추는 영

향이 나타났으며, 내면행위는 두 가지 유형의 조직시민행동을 모두 높이는 결과가 나타

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4-1. 감정노동의 표면행위는 조직시민행동을 낮출 것이다. 

가설 4-2. 감정노동의 내면행위는 조직시민행동을 높일 것이다. 

3. 인지된 조직의 지원

인지된 조직의 지원이란 사회적 지원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조직으로부터 관심

과 배려, 피드백과 보상 등을 제공받고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Rhoades & 

Eisenberger, 2002). 일반적으로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조직으로부터 임금, 승진 및 유리

한 근로조건을 제공받거나 상사로부터의 정서지원을 받은 개인은 조직에 더욱 헌신하려

는 경향과 긍정적인 행태를 보인다(Rhoades & Eisenberger, 2002; Eisenberger et al., 

1990). 구체적으로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경우 과중한 업무에 직면했을 때 겪는 

부담감으로 인한 소진이 낮아지고(Cropanzano et al, 1997; George et al., 1993), 구성

원의 근속의지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Nye & Witt, 1993) 이직의도가 낮아진다(Allen et 

al., 2003; Wayne et el., 1997). 또한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Roades & Eisenberger, 

2002; Eisenberger et al., 2001), 동료 또는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조직

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까지 수행하는 조직시민행동을 보이기도 한다(Kim & Ko, 2014; 

George & Brief,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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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지원은 그 지원 주체에 따라서 조직의 지원과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으로 

유형화 될 수 있고(정창훈, 2014; Maertz et al., 2007), 지원 내용에 따라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물질적 지원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송유미, 2006). 기존 감정노동 연구에

서는 조직의 지원을 고려함에 있어 이러한 유형별 세분화를 활용한 분석이 부족하였다

는 평가가 있는데(Duke et al., 2009),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

동 수행에 대한 조직지원을 조직의 제도적 지원과 동료 및 상사의 정서적 지원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먼저 조직의 제도적 지원에는 급여나 승진 등의 일반적인 보상과 더불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기회를 마련하는 등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감정노동과 관련된 조직의 지원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 친절한 사회복지

사를 포상 하거나, 서비스 업무 수행을 성과로 인정하여 승진이나 평가의 항목에 포함시

키는 방법이 있다. 한편, 정서적 지원은 상사 또는 동료로부터 받는 신뢰와 애정으로 대

표되는 관계적 지원을 의미한다. Grandey(2011)는 병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와의 관계에서 수행한 표면행위로 인해 소진이 발생하더라도 동료들과 함께 있는 

동안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사와 동료의 정서적 지원은 감정의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도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Rhoades & Eisenberger, 2002).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클라이언트를 직접 대면하는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암묵적 지

식을 전달할 수 있는 상사의 슈퍼비전이 매우 중요하며(함철호 & 윤경필, 2013; 김해진, 

2005), 전문가 집단으로서 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례회의 등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 구성원간의 정서적인 교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조직의 지원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제도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 모두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1. 조직의 제도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은 소진을 낮출 것이다. 

가설 5-2. 조직의 제도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은 이직의도를 낮출 것이다. 

가설 5-3. 조직의 제도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은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가설 5-4. 조직의 제도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은 조직시민행동을 높일 것이다. 

한편, 조직의 지원은 조직구성원의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간접

적으로 조직구성원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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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Cohen & Wills, 1985). 특히 감정노동과 관련해서, ‘자원보존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조직의 지원은 감정노동을 수행함으로 인해 소모되는 정서적 에너지를 충당시켜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Brotheridge & Lee, 2002; Hobfoll, 2002). 일례

로 Duke와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을 수행할 때 경험하는 직무만족의 저하가 조

직의 지원을 통해 경감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Duke et al., 2009), Nixon과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조직지원의 조절효과에 대한 일관된 연구 결과를 검증하지는 못했지만 높은 

조직지원을 경험한 구성원들의 정신적 만족(Mental well-being)이 절대적 수준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Nixon et al., 2011). 국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

로 수행한 이정철 외(2015)의 연구에서 상사와 동료의 지원이 직무몰입과 직무관여에 

미치는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서

울시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정창훈(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감

정고갈과 직무 비관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송현진과 조윤직(2016)의 연구에서도 조직의 의사소통채널 확보노력과 교육기회부여 및 

상사의 슈퍼비전이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실증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

력을 보여 온 표면행위에 대해 제도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고 아래의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 6-1. 조직의 제도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잘 갖추어 질수록 감정노동의 표면행위가 소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완화될 것이다. 

가설 6-2. 조직의 제도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잘 갖추어 질수록 감정노동의 표면행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완화될 것이다. 

가설 6-3. 조직의 제도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잘 갖추어 질수록 감정노동의 표면행위가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완화될 것이다. 

가설 6-4. 조직의 제도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잘 갖추어 질수록 감정노동의 표면행위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완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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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설계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사회복지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용어를 사용하여 원

문을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주요 독립변수인 감정노동에 대한 문항 이외에도 개인의 행

태 및 행동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하였으며 선행연구의 문항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

를 최소화하고자 연구실 구성원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검토과정을 거쳤다. 완성된 설문

문항은 28명의 현직 사회복지사 및 행정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수

행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실제 설문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보수교육에 참석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15년 3월 17일부터 ~ 2015년 3월 

31일까지이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의무화된 교육으로 사회

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연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

화하고 있다. 또한 신입과정, 선임사회복지사과정(경력 3년 이상~7년 미만), 중간관리자

과정, CEO과정 등 직급별 교육과 직급과 관계없이 주제별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과정이 

개설된다. 교육에 참석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경우 특정기관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시설유형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비교적 무작위 표본 추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의 협조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298명의 사회복지사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46매로 응답율은 

82.6%이다. 주된 분석방법으로 OLS(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통제모델, 주효과모델, 상호작용모델로 나누어 위계적 회귀분석

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측정과 분석방법

<표 1>은 연구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설문문항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독립변수는 여

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를 구성하는 설문문항이 하

나의 개념을 설명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변수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s 

alpha는 0.70과 0.91사이에 분포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는 ‘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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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태도 및 행동 

소진
(Cronbach’s α : 0.826)

Ÿ 나는 우리 기관에서 정서적으로 고갈된 것 같이 느껴진다. 

Ÿ 나는 근무시간이 끝났을 때 녹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Ÿ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너무 부담스럽다.

Ÿ 업무로 인해 만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Ÿ 나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좌절을 느낀다.

Ÿ 나는 사회복지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많이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직의도
(Cronbach’s α : 0.890)

Ÿ 나는 종종 그만둘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Ÿ 내년쯤 나는 현재 다니는 기관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한다.

Ÿ 나는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만족
(Cronbach’s α : 0.816)

Ÿ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Ÿ 나는 우리 기관을 일하기 좋은 곳으로 추천 한다.

조직시민행동
(Cronbach’s α : 0.799)

Ÿ 나는 업무량이 많은 동료를 기꺼이 도와준다.

Ÿ 나는 우리 기관의 정책과 지침을 이해하고 지키고자 노력한다. 

Ÿ 나는 새로운 직원이 우리기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감정노동

표면행위
(Cronbach’s α : 0.781)

Ÿ 내 감정이 클라이언트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표정 관리를 해야 할 때가 있다.

Ÿ 업무상의 이유로 내가 실제로 느끼지 않는 감정을 클라이언트에게 보여 주어야 할 
때가 있다.

내면행위
(Cronbach’s α : 0.778)

Ÿ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에게 표현해야 할 감정을 느끼기 위해 종종 
마인드컨트롤을 해야 한다. 

Ÿ 클라이언트와 같은 감정을 느끼기(공감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한다. 
조직의 지원 인식

제도적지원
(Cronbach’s α : 0.769)

Ÿ 우리 기관에는 클라이언트에게 친절한 사회복지사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다

Ÿ 우리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회복지사로 인식되는 것은 
승진이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서적지원
(Cronbach’s α : 0.696)

Ÿ 나의 직속상사는 나에게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다.

Ÿ 나의 동료들은 나에게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다.
개인 및 조직의 특성

근무환경
(Cronbach’s α : 0.700)

Ÿ 우리 기관의 전반적인 급여 수준은 적당하다

Ÿ 나의 근무환경(물리적공간, 시설, 장비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적당하다.

목표명확성
(Cronbach’s α : 0.804)

Ÿ 우리 기관의 목표는 명료하게 정의된다. 

Ÿ 우리 기관에서는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자율성
(Cronbach’s α : 0.906)

Ÿ 우리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에게 업무와 관련되어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Ÿ 우리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들을 자유롭게 제안 
할 수 있다. 

성별 Ÿ 여성 = 0, 남성 = 1

연령 Ÿ 20대 미만 = 1, 30대 = 2, 40대 = 3, 50대 = 4, 60대 이상 = 5

교육수준 Ÿ 고졸 = 1, 대졸 = 2, 석사졸업 = 3, 박사졸업 = 4

직급 Ÿ 사회복지사 = 1, 팀장 = 2, 과,부장 = 3, 최고관리자 = 4

<표 1> 변수의 신뢰도와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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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진과 이직의도,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의 총 네 개의 종속변수를 다

루었다. 먼저 소진은 Maslach와 Jackson(1981)의 소진 문항 중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저하에 해당되는 문항을 두 개씩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이직의도에 대

한 설문은 Mobely(1982)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는 종종 그만둘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외에 두 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만족에 대한 문항은 U.S. Merit Principles Survey

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였는데, 만족 문항의 원 출처는 Brehm & Gates (1999)의 연구로 

많은 연구에서 본 설문문항을 만족변수로 활용한 바 있다(Bertelli et al., 2013). 조직시

민행동에 대한 문항은 Podsakoff와 동료들의 연구(1990)의 문항을 참고하여 ‘나는 업무

량이 많은 동료를 기꺼이 도와준다.’외에 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독립변수인 감정노동의 표면행위와 내면행위는 Brotheridge와 Lee 

(2003)의 감정노동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직의 지원과 관련해서 제도적 지원과 정서

적 지원으로 나누어 각각 변수를 설정하였다. 제도적 지원은 ‘우리 기관에는 클라이언트

에게 친절한 사회복지사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다.’는 문항을 포함

하는 2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정서적 지원은 직속상사와 동료들이 나에게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2개의 질문으로 변수를 만들었다(Eisenberger et al., 1986). 

그 외에도 소진과 이직의도 및 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 근무환경과 목표의 명확성, 자율성 등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개인의 특성변수인 성

별, 연령, 교육수준, 직급 등을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Ⅴ.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는 <표 2>와 같다. 여러 문항을 사용한 변수의 경우 평균을 중심

으로 문항을 합쳐서 사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소진과 이직의도

는 중간값인 3.5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만족은 5.02, 조직시민행동은 5.59로 중간값 보

다 높게 나타났다. 감정노동 수행 정도는 표면행위가 4.81 내면행위가 5.21로 내면행위

를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지원은 정서적 지원이 제도적 지원에 비

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적 지원은 중간값에 못 미치는 3.42 수준으로 나

타났다. 조직특성 변수들 중에서는 근무환경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은 평균값을 가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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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4.16), 자율성과 목표명확성은 각각 중간값보다 높은 평균값을 가졌다(4.96, 5.09). 설

문분석에서는 조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용시설, 생활시설, 재단, 기타로 구분하였으

나 유형 간에 큰 차이가 없어 본 분석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소진 246 3.59 1.19 1 7 
이직의도 246 3.20 1.79 1 7 

만족 246 5.02 1.42 1 7 
조직시민행동 246 5.59 0.97 1.33 7 

독립
변수

감정
노동

표면행위 246 4.81 1.53 1 7 
내면행위 246 5.21 1.33 1 7 

조직
지원

제도적지원 246 3.42 1.75 1 7 
정서적지원 246 5.12 1.23 1 7 

통제
변수

조직 
특성

근무환경 246 4.16 1.43 1 7 
목표명확성 246 5.09 1.45 1 7 

자율성 246 4.96 1.49 1 7 

응답자
특성

성별 (남성=1) 246 0.30 0.46 0 1 
연령 246 2.65 1.04 1 5 

교육수준 246 2.34 0.56 1 4 
직급 246 1.87 1.15 1 4 

시설
유형

이용시설 246 0.57 0.49 0 1
생활시설 246 0.35 0.48 0 1 
재단,협회 246 0.07 0.25 0 1 

기타 246 0.01 0.11 0 1 

<표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살

펴본 결과, 표면행위는 개인의 행태 및 행동 변수 중에서 소진과 이직의도와 정(+)의 상

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만족과 및 조직시민행동과는 유의미한 영향

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내면행위와 소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방향과 반대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는 

아니지만, 내면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변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Ashforch & Humphrey, 1993)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내면행위는 이직의도 및 만족

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조직시민행동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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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지원의 각 유형으로 제도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은 구성원의 행태 및 행동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은 늘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소진과 

이직의도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만족, 조직시민행동과는 정(+)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조직적 특성들과 관련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변수들이 통제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무환경, 목표명확성, 자율성이 소진과 이직의도와는 부(-)의 상

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만족과 조직시민행동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특성 중에서는 연령과 교육수준, 직급이 일부 종속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급이 높

을수록 소진 정도는 낮고 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은 높은 긍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회귀분석  

감정노동의 표면행위와 내면행위가 소진, 이직의도, 만족,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종속변수를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분석모델을 구성하였다. 

1단계에서는 조직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 등의 통제변수만을 포함시켰고, 2단계 주효과 

모델에서는 감정노동의 표면행위와 내면행위, 제도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포함하였

다. 본 연구에서의 조직 지원의 조절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표면행위의 부정적 영향

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단계에서 표면행위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

타낸 경우에,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3단계 조절효과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진과 이직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2단계 주효과 모델 

분석에서 기대했던 바와 같이 표면행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짐에 따라 3단계 조절효

과모델까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감정노동의 수행전략 중 표면행위의 수행은 사회복지사

의 소진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상관관계 분석에서 

소진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던 내면행위의 경우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

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직의도의 경우에도 표면행위는 이직의도를 

높이는 결과를 보인 반면, 내면행위는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

서 감정노동의 표면행위를 많이 수행할수록 소진과 이직의도는 높아져 가설1-1과 2-1은 

채택되었으나 내면행위는 소진과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 가설 1-2와 

2-2는 기각되었다. 한편, 조직지원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제도적 지원은 소진과 이직의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에, 정서적 지원은 소진과 이직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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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이직의도

통제모델 주효과 모델 조절효과모델 통제모델 주효과 모델 조절효과모델

회귀
계수
(t)

베타
회귀
계수
(t)

베타
회귀
계수
(t)

베타
회귀
계수
(t)

베타
회귀
계수
(t)

베타
회귀
계수
(t)

베타

표면행위 0.266*** 0.341*** 0.288*** 0.370*** 0.225** 0.193** 0.248** 0.212**

(5.17) (5.53) (2.83) (3.05)

내면행위 0.0677 0.075 0.066 0.073 0.004 0.003 -0.004 -0.003

(1.14) (1.10) (0.04) (-0.04)

제도적지원 -0.003 -0.004 -0.002 -0.003 -0.079 -0.077 -0.076 -0.074

(-0.06) (-0.05) (-1.17) (-1.12)

정서적지원 -0.221** -0.228** -0.223** -0.229** -0.267* -0.184* -0.266* -0.183*

(-2.98) (-3.01) (-2.31) (-2.31)

표면행위*
제도적지원

0.080 0.068 0.030 0.017

(1.24) (0.30)

표면행위*
정서적지원

-0.133* -0.127* -0.125 -0.080

(-2.27) (-1.36)

근무환경 -0.100 -0.120 -0.088 -0.105 -0.085 -0.102 -0.067 -0.054 -0.015 -0.012 -0.015 -0.012

(-1.84) (-1.65) (-1.62) (-0.86) (-0.19) (-0.18)

목표명확성 -0.130* -0.157* -0.117* -0.142* -0.125* -0.151* -0.232* -0.187* -0.193* -0.156* -0.199* -0.161*

(-1.99) (-1.97) (-2.11) (-2.49) (-2.09) (-2.16)

자율성 -0.132* -0.165* -0.038 -0.047 -0.045 -0.056 -0.305*** -0.254*** -0.194 -0.162 -0.203** -0.169**

(-2.12) (-0.58) (-0.70) (-3.41) (-1.93) (-2.01)

남성 -0.136 -0.053 -0.077 -0.030 -0.051 -0.020 0.161 0.041 0.203 0.052 0.218 0.056

(-0.88) (-0.56) (-0.37) (0.73) (0.95) (1.01)

연령 -0.125 -0.109 -0.070 -0.061 -0.080 -0.070 -0.350** -0.204** -0.309** -0.179** -0.321** -0.187**

(-1.67) (-1.03) (-1.17) (-3.27) (-2.91) (-3.01)

교육수준 -0.173 -0.081 -0.237 -0.111 -0.252 -0.118 0.105 0.033 0.109 0.034 0.098 0.031

(-1.21) (-1.81) (-1.93) (0.51) (0.53) (0.48)

직급 -0.055 -0.053 0.009 0.009 0.016 0.015 -0.095 -0.061 -0.012 -0.008 -0.006 -0.004

(-0.72) (0.12) (0.22) (-0.86) (-0.11) (-0.06)

상수 6.206*** 4.992*** 5.000*** 6.984*** 6.263*** 6.292***

(14.94) (11.08) (11.16) (11.77) (8.96) (8.98)

N 246 246 246 246 246 246

R2 0.209 0.381 0.395 0.282 0.337 0.342

Adj R2 0.186 0.351 0.361 0.261 0.306 0.305

F-value 9.009 13.07 11.64 13.35 10.81 9.284

주: 괄호 안은 t값, * p < 0.05, **p < 0.01, ***p < 0.001

<표 4> 소진과 이직의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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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가설 5-1과 가설 5-2는 부분채택 되었다. 3단계 

조절효과모델의 분석결과로부터 상사 및 동료의 정서적 지원이 소진을 높이는 표면행위

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표면행위와 소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서적 지원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표면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소

진의 정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서적 지원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아랫부분의 

실선)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윗부분의 점선) 절대적인 소진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표면행위가 높아질수록 소진이 보다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직 내에서 상사 및 동료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지원이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영향력

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6-1은 부분채택 되었고, 조절변수

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이직의도에 대한 가설 6-2는 기각되었다. 그 외 

목표의 명확성이 높아질수록 소진과 이직의도가 낮아졌으며, 자율성이 높을수록 이직의

도는 낮아졌다. 개인적인 특성 중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결과

가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안정을 추구하고 다른 직종으로 옮길 수 있

는 대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

다(Kiyak et al., 1997; Porter & Steers, 1973). 

<그림 2> 감정노동의 표면행위와 소진에 있어서 정서적지원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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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2단계인 주효과 모델에서 표면행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호작용

항을 사용하는 3단계 조절효과 모델은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주효과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면행위는 만족을 낮추고 내면행위는 만족을 높이는 기대한 방

만족 조직시민행동

통제모델 주효과 모델 통제모델 주효과 모델

회귀
계수
(t)

베타
회귀
계수
(t)

베타
회귀
계수
(t)

베타
회귀
계수
(t)

베타

표면행위 -0.058 -0.062 -0.006 -0.009

(-1.09) (-0.14)

내면행위 0.102 0.095 0.134** 0.184**

(1.66) (2.86)

제도적지원 0.148** 0.182** -0.043 -0.077

(3.28) (-1.24)

정서적지원 0.346*** 0.301*** 0.340*** 0.433***

(4.52) (5.79)

근무환경 0.210*** 0.213*** 0.122* 0.123* 0.015 0.022 0.016 0.024

(3.91) (2.22) (0.36) (0.38)

목표명확성 0.298*** 0.304*** 0.221*** 0.225*** 0.182*** 0.273*** 0.137** 0.205**

(4.65) (3.60) (3.63) (2.92)

자율성 0.233*** 0.245*** 0.091 0.096 0.103* 0.159* -0.041 -0.063

(3.79) (1.36) (2.15) (-0.79)

남성 -0.099 -0.032 -0.100 -0.032 -0.130 -0.062 -0.123 -0.059

(-0.65) (-0.70) (-1.09) (-1.13)

연령 0.165* 0.121* 0.140* 0.103* 0.101 0.109 0.047 0.051

(2.23) (1.99) (1.75) (0.87)

교육수준 0.065 0.026 -0.048 -0.019 0.166 0.096 0.142 0.082

(0.46) (-0.35) (1.50) (1.37)

직급 0.038 0.030 -0.039 -0.032 0.095 0.113 0.088 0.105

(0.49) (-0.53) (1.59) (1.56)

상수 0.841* 0.250 3.287*** 2.171***

(2.06) (0.54) (10.27) (6.09)

N 246 246 246 246

R2 0.456 0.532 0.284 0.410

Adj R2 0.440 0.510 0.263 0.382

F-value 28.50 24.21 13.49 14.76

주: 괄호 안은 t값, * p < 0.05, **p < 0.01, ***p < 0.001

<표 5> 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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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회귀계수를 보였지만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시민행동과 관련해서는 표면행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데 반해, 내면행위는 

기대한 바와 같이 조직시민행동을 유의미하게 높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3-1, 3-2, 4-1은 기각되었으며 가설4-2만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조직의 지원 중에서 제

도적 지원은 사회복지사의 만족을 높인 반면, 조직시민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못했다. 반면, 조직의 정서적 지원의 경우 만족과 조직시민행동 모두를 유의미하게 

높였으며 그 영향력도 고려한 변수들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5-3

은 채택된 반면, 5-4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조직시민행동의 선행변수로서 조직의 지

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도 실증되어 왔으나(Organ 

& Ryan, 1995), 본 연구에서와 같이 조직시민행동을 높이는데 제도적인 지원보다 정서

적인 지원이 주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조직지원의 

유형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추가적인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6-3과 가설 6-4는 감정노동의 표면행위와 

만족 및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므로 기각되었다. 통제변수 중

에서 목표명확성은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그 중

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근무환경과 연령은 직무만족과 긍정적으로 연관되

어 있었으나 조직시민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감정노동의 표면행위와 내면행위가 사회복지사의 소진, 이직의도, 만족, 조

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표면행위의 영향력에 대한 조직지원의 조

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표면행위와 내면행위는 각 종속변수에 대해 차별적인 

영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감정노동의 표면행위는 소진과 이직의도를 높

이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반면, 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기존에 선행연구에서 입증한 표면행위 수행의 부정적 영향력을 부분적으

로 재확인하는 결과이다(Ashforth & Humphrey, 1993). 한편, 내면행위는 대부분의 변수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유일하게 조직시민행동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감정노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표면행위를 수행하는 

대신에 내면행위를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성급한 결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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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의 표면행위와 내면행위가 모두 사회복지사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내면행위의 

경우 때로 더욱 큰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만큼, 이들 수행전략의 유효성과 실행의 상황

적 고려, 이들 간의 동학(dynamics)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적절한 업무 강도의 조정과 소진 방지를 위한 조직차원의 대응도 고려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조직적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를 발견하기 위해 수행한 조직의 지원

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조직의 제도적 지원은 만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나, 소진과 이직의도 및 조직시민행동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가 속한 조직의 제도적 지원의 절대적 

수준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제도적 지원이 어느 정

도 틀을 갖추게 되면, 소진과 이직의도 및 조직시민행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직의 정서

적 지원은 직접적으로 소진 및 이직의도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는 감소시키고, 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은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게다가 소진에 대한 분석에서 

정서적 지원은 표면행위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

한 분석결과에 근거해 볼 때, 조직차원의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제도적 기반을 잘 마련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와 상사들이 조직구성원

에게 얼마나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느냐가 더욱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지닐 수 있다. 먼저, 감정노동의 표면행위

는 직접적으로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필연적으로 감정노동을 수행해야 하므로 감정노동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현실에 비

추어 볼 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관리적 노력을 통해 표면행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몇몇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감정노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자체도 약하다는 선행연구에 비추

어 볼 때(송현진 & 조윤직, 2016), 감정노동에 대한 진단 및 실태조사와 함께 감정노동에 

대한 조직 차원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적 대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

다 구체적으로 향후 사회복지사의 소속기관에서는 감정노동의 수행 전략과 그 영향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수행에 대한 자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감정노동 수행과 관련된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자기점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제도적 및 정서적 조직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감정노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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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 감정노동의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조직의 지원이 클수록 소진과 이직의도 등 부정적인 조직행태는 감소하였으

며, 동시에 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감정노동 자체를 없앨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

이므로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한 조직 차원의 지원은 개별 사회복지

사의 인권 및 복지 개선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원은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제공되는 지속적이며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특히 기술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도적 지원의 경우 현재 절대적 제공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

에서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조

직 지원의 방안으로 정서적 지원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정서적 지원은 모든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

든 변수들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특별히 소진과 관련해서는 소진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면행위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등 양방향의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정서적 지원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명신(2004)의 

연구에서는 다루기 힘든 클라이언트에 대해 효과적인 개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슈퍼비

전의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기적인 평가와 어려움에 대해 동료들과 함께 논의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슈퍼비전이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료 

간에 자조집단 형성을 통해 마음을 터놓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

했는데, 이들을 포함한 정서적 지원을 위한 포괄적 방안을 실증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들

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제적 함의 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영역의 확대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 질의 향상에 대한 관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고객 지향적 서비스의 구현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주체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과 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

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적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

는 감정노동을 중심으로 이들의 영향력을 실증하고, 관리적 대안으로서의 조직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이들을 조직

의 중요한 인적자본으로서 배려하고 성장시켜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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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on Attitudes and Behaviors of 
Social Workers

Hyun-Jin Song & Yoon-Jik Cho

This  research seeks to examine how emotional labor affects the attitudes and behaviors 

of social workers, including burnout, turnover intention,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laying the role of the street-level bureaucrat, social workers conduct 

emotional labor in their daily routine. Although many scholars and practitioners 

acknowledge its harmful effects, the social welfare service itself inevitably accompanies 

emotional labor to some extent.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 two strategies of emotional 

labor, surface acting and deep acting, affect four attitudes and behaviors of social workers. 

In addition, it also analyzes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support, including institutional and 

affective support, which may offset the negativ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The 

regression analysis of survey data from 246 social workers reveals that surface acting 

increases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whereas deep acting enhanc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addition, the analysis also demonstrates that affective 

organizational support alleviates the negative effects of surface acting on burnout.

【Keywords: emotional labor, organizational support, social welfare work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