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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조직 구성원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서울소재 경비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을 모집단을 설정하였으며, 설

문지는 무선집락표집법에 의하여 700명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4개월간

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회수되지 않거나 극단치가 있는 24부를 제외한 총 676부를 최종 데이터로 활용하였

다.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SPSSWIN 18.0과 AMOS 18.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인과관계는 공변량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 하였다.

분석결과, 감정노동은 조직유효성에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

되었다. 그리고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유효성에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감정노동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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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an objective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motional labor of the members in the

private security firms and its effect on their job stress and validity of the organization. To carry out the study, I est

ablished a popula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working at the security firms in Seoul. Then a total of 700 question

naires were sent out for the survey using the random sampling method of clusters. The study was carried out over

about four months, from May, 2014 to September, 2014. A total of 676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data. 2

4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either because they were not returned or contained extreme value. In this study, a st

atistical package of SPSSWIN 18.0 and AMOS 18.0 were used in the data analysis and the causal relationship was

verified using the covariance structural equation.

The analysis showed the emotional labor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validity of organization but a negative e

ffect on the job stress at the statistical level of p<.001 and the hypothesis was adopted. The hypothesis regarding th

e job stress was also adopted because job stress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validity of organization

at the statistical level of p<.001. In addition, job stress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

een the emotional labor and validity of organization at the statistical level of p<.001. As a result, the hypothesis abo

ut the job stress would function as the parameter was only partially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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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의 치안환경은 공경비의 한계에 따른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와의 협력을 통한 혼

성치안서비스를 날로 확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패러다임은 국민에 대한 범죄예방, 범죄감소, 질서

유지라는 공경비의 목적과 영리추구를 위한 민간경비

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기

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전 세계

적으로 민영화(privatization) 바람이 확대되면서 이러

한 매커니즘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민간경비 산업

또한 날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

(對)고객 중심의 서비스보다는 기업 간의 난립현상의

심화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

비업체의 영세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

는데, 이러한 기업환경은 곧,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비원의 감정노동(emotional l

abo)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조직유효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인적 의존도가 높은 민간경비원의 감정표출행

위 및 감정통제는 그들이 수행하는 노동과정의 특성

상 기업의 이윤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기업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적이기 때문에[15], 민간경비원은 자신의 감정과 조직

의 감정표현 규범 간의 차이로 심각하게 직무스트레

스를 받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누적되

면 심리적 불안과 직무에 대한 무관심, 체념, 의사결

정능력의 감소, 판단능력의 저하 등을 유발시켜 업무

의 질과, 책임감 상실, 직무관여도감소, 창의력감소,

조직에 대한 충성심 저하 등을 초래하게 된다.[21][3]

그러므로 감정노동과 관련된 직무스트레스를 파악

하는 것은 조직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매

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간경비조직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중

요시 하듯 감정노동은 서비스 질보다 시간적으로 앞

서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져야 할 사안이기 때

문이다.

하지만 경영학을 비롯한 여타 분야에서는 감정노

동, 직무스트레스. 조직유효성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지만 아직까지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시도

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한 바 본 연구에는 민

간경비구성원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감정노동에

대해 살펴보고,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

향을 주게 되고, 또한 감정노동은 조직유효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 되는 지를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유효성에 어떠한 인

과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

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민간경비원의 감정노동은 조직유효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민간경비원의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유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는 감정노동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부(-)의 매개역할을 할 것

이다.

2. 이론적 논의

2.1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감정노동은 조직 안에서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려는 노

력을 말하며,[22] 이로 인해 자신이 실제경험한 감정

과 표현한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감정부조화상태가

유발되게 된다. 감정부조화 상태가 반복되고 지속되

면, 진정한 자신과의 괴리가 느껴지게 되고, 이로 인

해 자신과 직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

다

이에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를 조사한 Pugliesi(1999)의 연구에 의하면 서비

스 직종을 불문하고 조직 내에서 감정관리가 필요하

며, 이러한 감정노동의 결과변수로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28] 또한 Sandiford &

Seymour(2002)는 감정노동이 직장 내에서 직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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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를 초래함과 동시에 직무스트레스를 증폭시키며,

직장 내 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주어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9]

2.2 감정노동과 조직유효성의 관계

감정노동과 조직유효성의 결과에 대한 견해는 부정

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로 나뉘어진다. 먼저 감정

노동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견해로 Morris

& Feldman(1996)은 감정노동의 하위 요인인 감정적

부조화가 감정적 고갈로 이어져 신체적 및 정신적 문

제를 야기하여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27]

반면 긍정적 결과에 대한 견해로는 Ashforth &

Humphrey(1995)[19]는 Hochschild(1983)[22]의 이론

에 감정 수행을 표면행위 ,내면행위에 진심의 감정 표

현도 감정노동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

유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노력 없이 자연 발생

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심의

감정 표현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한다면 감정노동의

강도는 낮아지고, 감정 노동의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

타난다고 보았다.[7] 특히 개인의 특성이 대중과 접촉

하는 것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직업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과 직업의 일

치성은 직무만족 및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을

가져 온다고 하였다.[30] 즉 구성원들로 하여금 고객

들에게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

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의 관계

일반적으로 적정한 직무스트레스는 조직 구성원에

게 순기능적 역할 즉, 개인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직무스트레스가 과

도하거나 누적되면 심리적으로 신경이 예민해져 조직

구성원의 걱정, 불안, 초조, 긴장을 야기하여 직무에

대한 무관심, 체념, 싫증, 의사결정 능력의 감소 등을

유발시켜 업무의 질을 저하시키고 직무에 대한 관여

도를 감소시키며, 업무에 대한 창의력도 상실시켜 조

직의 유효성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적인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8]

이에 김진환(2008)은 직무스트레스가 구성원들의

개인건강을 위협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였으며,[4] 이승로(2005)는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

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이직의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11] 천성수(2009)는

구성원들의 조직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무스

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5] 즉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만 조직유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조직발전을 위하여 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조사방법

3.1. 연구 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경호경비업체 5곳

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근무 중에 있는 경비원을 모집

단으로 선정한 후 총 700명을 대상으로 무선 표집 조

사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기간은 2014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700부 가

운데 회수되지 않거나 극단치가 있는 설문지 24부를

제외한 676부를 대상으로 최종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조사한 결과, 성별은 남자(n:616), 여자(n:60), 교육

수준은 고졸(n:216), 2년대졸(n:188), 4년대졸(n:272),

담당업무는 신변보호(n:17), 호송경비(n:58), 기계경비

(n:154), 시설경비(n:288), 특수경비(n:159)로 조사되었

다.

3.2. 자료 분석

이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통계패키

지는 SPSSWIN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

하였다. 분석의 내용으로, 변수의 개념적 정의의 일치

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분

석을 실시하였고, 구성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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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matory factor analysi

s)을 실시하였으며,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산추출지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민간경비원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 조직유효성의

모형에 대한 잠재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공

변량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통

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3.3. 조사 도구 및 절차

감정노동은 Blau et al..(2010)[20]이 개발하고 황승

욱(2011)[17]이 번안한 설문지 총16문항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는 Maslach& Jackson(1986)[24]

이 개발하였고, 신강현(2003)[9], 염영배(2012)[10] 등

이 번안 및 활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직유효성

은 총 14문항으로 직무만족 5문항은 Locke(1976),[23]

조직몰입 4문항은 Moeday(1979),[26] 이직의도 5문항

Michael & Spector(1982)[25] 등에 의해서 활용한 설

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총 48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본 설문지는 설문지의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경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여 설문지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

였으며, 예비조사를 1차례 실시한 후 전문가회의를 1

차례 더 구성하여 검토한 후 본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결과

4.1 타당도 분석

예비검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에

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조합이 어렵거나 요

인적재값(Factor loading value)이 .04이상인 문항은

상호 간섭을 일으키게 되므로 이들을 삭제함으로써 구

성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공유값(communality)

이 너무 작으면 이 변수는 극단치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0.04이하인 문항 또한 삭제하였다. 신뢰도분

석은 Cronbach's α 값의 신뢰도계수를 토대로 검증하

였다.

4.1.1 감정노동에 대한 타당도 분석

감정노동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감정노동은 5개의 다차원적 하위개념

(multidimensional subfactor)으로 구성되었다. 요인분

석 과정에서 개념타당도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 x3은

이 연구에서 삭제하도록 하였다. 탐색된 개념 구조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구조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이용하여 <표 1>과 같이 확인

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 신뢰도 및

분산추출지수

잠재요인 SRW ε C.R AVE

고객응대

내면행동

→ x11 .774 .256

.896 .685
→ x12 .757 .297

→ x10 .738 .310

→ x13 .815 .230

심화표면

행동

→ x5 .864 .188

.915 .784→ x4 .875 .163

→ x6 .807 .246

기초내면

행동

→ x8 .878 .163

.901 .753→ x7 .802 .258

→ x9 .801 .255

고객관점

내면행동

→x15 .829 .189

.892 .736→x16 .790 .207

→x14 .735 .269

<표 1>에 나타난 감정노동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

합도 지수(Model Fit)는 χ²=160.438(df=59, p<.001),

RMR=.021, GFI=.966, CFI=.980, TLI=.974,

RMSEA=.05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분

석결과는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의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4.1.2.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타당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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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3개의 다차원적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었다. 탐색된 개념 구조를 바탕으로 직무스트

레스에 대한 구조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 2>

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신뢰도 및 분산추출지수

잠재요인
SR

W
ε C.R AVE

역할과부하

→ p14 .941 .144

.897 .744→ p13 .818 .394

→ p15 .887 .265

역할갈등

→ p8 .827 .315

.786 .551→ p9 .717 .574

→ p6 .734 .525

역할모호성

→ p2 .778 .395

.768 .525→ p3 .644 .636

→ p4 .761 .415

<표 2>에 나타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측정모형

의 적합도 지수(Model Fit)는 χ²(df=24,

p<.001)=56.105, RMR=.033, GFI=.982, CFI=.990,

TLI=.984, RMSEA=.045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모

형의 분석결과는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의 모형의 적

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4.1.3. 조직유효성에 대한 타당도 분석

직무소진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직무소진은 3개의 다차원적 하위개념으로 구성되

었다. 탐색된 개념 구조를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구조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직유효성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Model

Fit)는 χ²(df=32, p<.001))=109.050, RMR=.037,

GFI=.970, CFI=.982, TLI=.975, RMSEA=.060으로 나

타났다.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

의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냈다.

<표 3> 조직유효성에 대한 개념 신뢰도 및

분산추출지수

잠재요인 SRW ε C.R AVE

직무

만족

→ y2 .798 .324

.623 .557
→ y4 .732 .413

→ y3 .868 .225

→ y5 .741 .437

조직

몰입

→ y11 .856 .372

.851 .805→ y13 .820 .417

→ y10 .873 .348

이직

의도

→ y8 .765 .464

.871 .693→ y7 .901 .216

→ y6 .878 .279

4.2 가설검증

측정모형을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한

편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검증되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민간경비원의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감정소진, 조직유효성 간의 경로관계를 확

정된 구조방정식의 연구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가

설검증이 목적이므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수정지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확정하고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을 도식화한 것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구조방정식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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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RW SRW S.E C.R.

감정노동
→ 조직유효
성

.470 .369 .058 7.929***

감정노동
→ 직무스트
레스

-.25
6

-.173 .070
-3.649**
*

직무스트
레스

→ 조직유효
성

-.48
5

-.564 .050
-9.636**
*

연구모형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모형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χ² df p RMR GFI CFI TLI RMSEA

연구
모형

221.283 32 .000 .044 .943 .932 .904 .094

수정
모형ⅰ
(e9↔e12)

148.534 31 .000 .036 .958 .958 .938 .075

수정
모형ⅱ
(e2↔e4)

118.289 30 .000 .035 .967 .968 .952 .066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²=118.289, df=30,

p<.001, RMR=.035, GFI=.967, CFI=.968, TLI=.952,

RMSEA=.066으로 나타났다. 이들 측정지수의 채택유

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준 값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모든 지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를 제거하

는 방법은 적합도가 좋아지긴 하지만 경로를 추가하

는 방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변화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로를 추가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

며, 주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 I.)를 이

용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

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p<.01, ***p<.001

4.2.1 감정노동과 조직유효성의 관계

가설1은, “민간경비원의 감정노동은 조직유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었다. 감정노동이 조

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경로계수가 .369이

며, C.R값이 7.929로, 통계적으로는 p<.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정

노동이 직무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1은 ‘채택’ 되었다.

4.2.2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2는 “민간경비원의 감정노동은 직무스트

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었다.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경로계수가 -.173이며, C.R. 값이 -3.649로, 통계적으

로는 p<.001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는 ‘채택’ 되었다.

4.2.3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의 관계

가설3은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유효

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었다.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

화경로계수가 -.564이며, C.R. 값이 -9.636으로, 통계

적으로는 p<.001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유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는 ‘채택’ 되었다.

4.2.4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가설4는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는 감정노동

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부(-)의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이었다.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를 통하여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099(-.173 × -.564)이며, Bootstrap

실행을 통한 유의확률은 p=.01 > α=.05이므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정노동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직무

스트레스는 감정노동과 조직유효성의 관계를 부분적

으로 매개하는 역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는 감정노동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

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7은 ‘부분채택’ 되었

다.

이에 대한 분석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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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유형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감정노동

→직무스

트레스

→조직유

효성

감정노동→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조직유효

성

감정노동→조직유효성

-.256**

*

-.485**

*

.470***

-

-

.124*

*

-.256**

*

-.485**

*

.594***

**p<.01, ***p<.001

5. 논의 및 결론

5.1 논의

민간경비구성원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 및 조

직유효성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할 수 있다.

첫째.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

이 밝혀졌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

창훈(2014)의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는 감정표현빈

도가 높고 감정부조화가 심할수록 직무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14] 김민주(2006), 김현아

(2010) 또한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1][6] 즉, 강요된 감정표현으로

인해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부를 초래하게 되

며, 이는 민간경비구성원이 지각하는 감정노동에서 고

객과 대면하는 감정표현 그 자체가 직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

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 감정노동과 조직유효성에 관계에서는 감정노

동으로 인하여 조직유효성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헌형(2008)의 연구에서도 감정

노동이 조직유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고,[5] 전순영외(2013)의 연구 또한 감정노동정도는 직

무만족,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13] 대체로 감정노동 정도는 조직유효성에 부의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나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도 나타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감정노동이

꼭 부정적이지 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결

과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감정노동자를 관리하는 관

리자는 조직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정도

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감정노동과 조직유효성의 관계에서 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유라(2010)의 연구에서 지속적인 감정을 표

현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감정노동의 다양성이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12] 한주원(2005)의 연구에서도 감

정노동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과다한 것

으로 보았고 이러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은

낮추며, 따라서 이직의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17] 또한 김민주(1998)는 감정노동은 주요 직무 스트

레스가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인의 정신건강과

조직의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

다시 말해 기업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이직의도와 영향관계가 큰 직무만족, 직무몰입

을 관리함으로써 인적자원관리 손실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5.2 결론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

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감정노동은 조직유효성에 통계적으로 p

<.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

에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직무스트레스

는 조직유효성에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감정노동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

계에서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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