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보안 인텔리전스가 확장됨에 따라 기업을 비롯

한 의료, 공공 분야 등 거의 전 분야에서 보안과 결합하

여이에능동적대처가관건이되고있다. 빅데이터분석

을통해기존에는간과했던위협요소들이가시화되었고,

보안 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최근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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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보보안 종사자의 감정노동과 업무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보보안 종사자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구조방정식모형 (SEM)을 이용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감정표현 규칙에서 빈도, 강도와 다양성은 심층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행동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노동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심층행동은 
긍정적인 관계를, 표면행동도 유의적인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안 종사자의 감정적 측면
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심층행동의 감정노동 역량 제고를 위한 훈련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감정노동, 심층행동, 표면행동, 업무성과, 정보보안종사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labor and work 
performance of information security professionals. To this end,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176 
security workers and analyzed the collected data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It was found that 
the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was positively related to deep acting and surface acting. Also, the intensity 
and variety of emotional display was positively related to deep acting and surface acting. In addition, deep acting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work performance and surface acting had an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work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 emotional 
aspect of security workers on work performance. Therefore, the overall findings suggest that the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emotional labor capacity of deep acting are continuous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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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기기등종전과는다른루트를통한공격이증가

하였고, 내부 인력에 의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내부자정보유출에따른보안사고가확산되고있

는가운데개인정보유출사고나각종내부기밀정보유출

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 질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보안업체 포티넷(Fortinet)에서는 ‘2017년 2분기 글로벌

위협전망보고서’의 주요내용을공개하면서효과적인사

이버 보안 건강관리(cyber security hygiene)를 수행할

것을강조한바있다[1]. 이에따라보안기업들은직원을

대상으로정기적으로보안교육을마련하고있다. 이렇듯

정보보안업무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미국의취업포털

사이트인 커리어캐스트(careercast)가 발표한 ‘2017년 직

업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보안전문가 직업

만족도가 4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고용정보원의 2016년 조사에서 100위에도포함되지않고

있다[2]. 정보보안업무는일반업무에비하여고도의전

문성이요구되면서도조직내부에서보안정책을마련하

고 이를 관리, 통제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내부 직원과의

마찰이심화되고, 이로인해일방적인희생과인내, 근무

처우를감수하도록요구받는경우가자주발생하기때문

에타직무에비해근무만족도는저하되는경향을보이

고있다. 따라서정보보안종사자의내적갈등과감정상

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들의 보안 스트레스(security

stres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스트레스 수

준을낮춰줌으로써직무만족과업무성과를증진시킬수

있어야한다. 일반적으로보안스트레스의유발요인은업

무과부하(work overload)나 기업 보안상 불가피한 이메

일검열등프라이버시침해(Invasion of Privacy)가 대표

적이다. 정보보안관련업계에서인력난을호소하는실정

에서 지속적인 업무과부하는 피할 수 없으며, 프라이버

시침해역시불가피한실정이다[3]. 정보보안관련종사

자들은흔히전문적인지식을바탕으로업무를독립적인

상황에서 처리한다고 여기며,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보

완적인 스태프(staff)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종사자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공동협업을수행해야할뿐만아니라, 다양한역할과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에서의 요구

를독려할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어있지않아정보보

안업계의 ‘리더십고갈’이 상당한수준에이른것으로파

악되고 있다[4].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였으며, 기존의 정보보안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이들의 특수한 업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왔다. 주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인한갈등관리나업무품질의향상에초점이맞추

어져왔으며, 이분야의인재난을해결하기위한교육및

선발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

보안종사자의감정적내면에초점을맞추어엔지니어링

이나 기술방면 보다는 이들에 대한 ‘감정노동’적 측면의

중요성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분야, 특히 정

보보안업무를담당하는종사자를대상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실정이다[5].

대다수의 감정노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면 채널의

서비스업종사자들에게초점이맞추어져왔는데, 그러한

배경에는감정노동이주로대면채널의서비스노동자에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보보안 종사자들 역시 산업현장에서 감정노동을 경험

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화를앞두고

인터넷 전문은행, 원격의료, IoT(Internet of Things: 사

물인터넷) 등의 확대에 따라 감정노동의 흐름이 비대면

채널로 급속히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 따라서 첨단 IT 환경의 일선에 위치하고 있는 정보

보안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감정 관리에 대한 연

구는 이들의 업무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

해 동기부여를 증진시킴으로서 최적의 업무성과를 달성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업무성과를 높

이기 위해 정보보안 종사자들이 어떠한 감정적 상태의

인식정도에대한이론적, 실무적바탕을근거로[7], 본연

구는 정보보안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의 구성요소

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업무성과의 향상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감정표현 규칙
감정노동을수행하는과정에서조직구성원은자주직

무스트레스로인한직무소진을경험하고, 직무만족이저

하될 수 있다[8,9]. 따라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감

정표현을 나타내기 위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노동보다는

정보보안 종사자 자신에게 내재화된 감정표현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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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감정노동과 관련된 감정표현 규칙은 업무환경

내에서표현되어야하는감정의밀도, 범위, 대상및기간

을 지정하는 규칙으로 정의하였는데[10], 이는 조직 및

사회차원의문화적맥락에따라감정표현규칙이결정되

기 때문이며, 이러한 감정표현 규칙은 조직규범, 사회규

범 및 직업규범으로 정의하였다[11]. 감정노동은 대인과

의상호작용동안조직적으로적절한감정을표현하도록

요구되는노력, 계획및통제로정의하고, 감정표현의빈

도, 집중, 다양성, 감정표현과체험감정의불일치로네가

지 차원으로 직무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12]. 감정표현

의빈도는종업원의상호작용이얼마나빈번하게일어나

는 정도를 나타내며, 감정표현에 대한 집중은 요구되는

정서적 표현의 지속성과 강도로 구성된다.

2.2 감정노동
본연구에서는감정노동을수행하는방법을묘사하기

위해조직의목표달성을위해정보보안종사자가자신의

감정과 표현을 규제하는 행위로 개념화 하였는데, 표면

행동(surface acting)은 주로외적으로이들의행위를알

아볼수있는겉모습의감정적표현만을조절하는것으

로보았다. 이에반해심층행동(deep acting)은 정보보안

종사자가스스로자신의감정을긍정적으로조절하는것

이라고 구분하여 개념화하였다[13]. 이는 감정노동을 수

행할 때 자발적으로 감정 자체를 조절하는 심층행동과

더불어 감정표현만을 통제하는 표면행동도 사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14].

감정표현의 다양성은 표현되어야 하는 감정이 더 클

수록, 감정노동은 더 많이 요구되어진다. 감정적 불일치

는조직에서요구하는감정규범과개인이경험한감정이

일치되지 않는 갈등을 의미한다. 감정표현 규칙은 일반

적으로표면행동에만관련이있는것으로보고되었던반

면[15], 이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인 다른 연구에서는 두

변수간의관계가반대의결과가나타났다[16]. 조직 내에

서의 감정표현의 빈도는 표면행동 및 심층행동에 모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7,18], 감정 표현의 다양성은 표면행동 및 심층행동 모

두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8].

이와같이선행연구를고찰하여보면감정노동과감정표

현규칙간의관계는때로는일치하는경우도있지만상

반된 견해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까지 학자들 간

에 일치되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3.1.1 감정표현 규칙과 감정노동 
정보보안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심층행동을 구사하는

데있어서많은감정적자원과높은내적긴장감이필요

한 업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보보안 종사자가 감

정표현규칙에따라겉으로만긍정적으로감정연기를하

거나 감정일탈에 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조직이감정표현규칙을높게강조하면서정보보

안 종사자들의 감정적 행동 및 표현을 적극적으로 통제

한다면 심리적 자원으로서 심층행동보다는 표면행동을

주요행동전략으로이용하여이로부터발생하는높은감

정부조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체계화된 감정표현의 규칙이 제정되고 이에 대한 준

수 여부가 엄격히 평가 및 감시되어지는 조직의 방침은

정보보안 종사원들로 하여금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정의

대안과범위를제한시켜높은수준의감정부조화를경험

하게 되는 요인으로 형성될 것이다[19]. 따라서 이러한

기존 연구의 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

하였다.

가설 1-1 : 감정표현의빈도는심층행동과부(-)의 영

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1-2 : 감정표현의강도는심층행동과정(+)의 영

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1-3 : 감정표현의 다양성은 심층행동과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2-1 : 감정표현의빈도는표면행동과정(+)의 영

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2-2 : 감정표현의강도는표면행동과정(+)의 영

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2-3 : 감정표현의 다양성은 표면행동과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3.1.2 감정노동과 업무성과 
기존의연구들에서는정서적고갈, 소진및직업스트

레스와같은요인들을감정노동에부정적인결과를초래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20,21]. 그러나 감정노동이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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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행동은 직장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

하는 반면, 표면행동은 개인 성취감 간에 부정적인 관계

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17]. 또한 감정노동과 개인적 성

취감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표면행동이 개인적 성취감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심층

행동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8,22]. 결국표면행동은종업원이느끼는내적감정

과 거짓으로 형성된 감정적 표현이므로 큰 차이가 발생

하여 성취감이 저하되는 반면, 심층행동은 자신이 내면

적으로느끼는감정자체를효과적으로통제하여이끌어

내타인과의상호작용이일치되어성취감을주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층행동은 업무수행과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표면행동의경우에는유의미한관계가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23].

이처럼 감정노동과 업무수행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역시학자들간에합의된견해를보이지못하고있어보

다 정확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이 부여하는 업무목표

와자신의행동이일치할때발생할수있는상승효과가

부재할경우, 표면행동이심층행동보다업무성과에미치

는영향력이상대적으로줄어들것으로예측되며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 심층행동은업무성과에정(+)의 영향이있

을 것이다.

가설 3-2 : 표면행동은업무성과에부(-)의 영향이있

을 것이다.

3.1.3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Fig. 1]

로 제시하였다.

Intensity of
Emotional Display

Deep
Acting

Surface
Acting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Variety of
Emotional Display

Work
Performance

[Fig. 1] Research Model

3.2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5개의 IT 관련 기업에 근무하고 있

는정보보안종사자들을대상으로 2017년 4월 3일부터 4

월 17일까지 19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

였다. 181부가회수되었고이중무성의하게응답거나미

응답 문항이 기재된 5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76부

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최종적으로 실제 분석에 사용되

었다.

응답자의특징을살펴보면 <Table 1>과같다. 성별은

남성이 135명(76.7%), 여성이 41명(23.3%)이었고, 연령의

경우 20대가 17명(9.7%), 30대가 103명(58.5%), 40대가

48명(27.3%), 50대가 8명(4.5%)이었다. 기혼자가 108명

(61.4%), 미혼자는 68명(38.6%)이었다. 학력은대학원졸

업이 42명(23.9%), 대학교 졸업이 125명(71.1%), 전문대

학 졸업이 9명(5.1%)으로서 대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직급은사원이 44명(25.0%), 대리가 33명(18.8%),

과장이 47명(26.7%), 차장이 42명(23.9%), 부장이 10명

(5.7%) 순이었다.

이외에 본 연구는 동일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통방법분산을

나타내는 잠재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모든 측정변

인과 경로를 연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각

경로계수의 유의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동일방법편의의영향이심각하지않는것으로판단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Demographics Number

Percentage
(%)

Gender
Male
Female

135
41

76.7
23.3

Age

20-29
30-39
40-49
50~59

17
103
48
8

9.7
58.5
27.3
4.5

Academic leve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9
125
42

5.1
71.1
23.8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08
68

61.4
38.6

Employment
type

Full-time
Incentive contract

133
43

75.6
24.4

Job titles

clerk/senior clerk
assistant manager
manager

senior manager
general manager

44
33
47
42
10

25.0
18.8
26.7
23.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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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측정도구
감정노동의개념과구성요인은학자들에따라다양하

다. 본 연구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감정을 표현

하기위해정보보안종사자가자신의표현및느낌을조

절하고노력하는정도로개념화하였다. 감정표현규칙은

감정표현의 빈도(3문항), 강도(3문항), 다양성(3문항), 심

층행동(3문항), 표면행동(3문항)으로 구성된 Emotional

Labor Scale (ELS)를 본 연구에 맞게 총 15문항을 채택

하여 사용하였다[18]. 업무성과는 정보보안 종사자가 조

직의목적에효과적으로업무를기여하는정도로정의하

고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24]. 모든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4. 연구 결과 
4.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연구가설을검증하기전에회귀분석에서파악하기어

려웠던간접적인영향력과제 3변인의영향을잘파악할

수있다는장점을지닌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이 수행되었다. AMOS 21.0을 활용

하여 2단계접근방법에따라측정모형을먼저실시한다

음구조모형을분석하였다[25]. 모든구성개념간의상관

계수를분석하여 <Table 2>에제시하였다. 빈도와강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772(p<.001), 강도와 표면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486(p<.001), 심층행동과 업무성과 간의 상

관관계는 .530(p<.001), 강도와 심층행동 간의 상관관계

는 .640(p<.001)인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확인적요인분

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측정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검증하여 <Table 3>에 결

과 값을 제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χ²=246.291, df=153,

CFI=.955, AGFI=.901, GFI=.880, IFI=.956, TLI=.944,

RMSEA=.059, RMR=.045로 부합하는 수준(CFI, GFI,

IFI, TLI>.90; RMSEA<.08; RMR<.10)인 것으로나타나

일반적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신

뢰도는 모든 구성개념이 .70 이상의 Cronbach's α 값이

도출되어내적일관성이높게나타났다[26]. 모든측정문

항과 하위척도별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533 이상이었으

며, 평균분산추출(AVE)값은 .50보다크고, 구성개념신뢰

도(CCR)도 .7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 및 수

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검토하기 위해 분산 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계산한 결과 10보다 작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Variables 1 2 3 4 5 6

1.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864)

2. intensity of
emotional
display

.772** (.869)

3. variety of
emotional
display

.668** .696** (.812)

4. Deep Acting .609** .640** .620** (.804)

5. Surface
Acting

.471** .486** .482** .542** (.719)

6. Work
Performance

.541** .478** .626** .530** .479** (.884)

Mean 3.84 3.82 3.70 3.70 3.42 3.62

SD .777 .812 .776 .727 .757 .769

<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s C.R.

Standard
factor
loading

CCR AVE

emotional
display rules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
8.549
7.131

.884

.810

.580
.847 .860

intensity of
emotional
display

-
11.845
11.056

.798

.914

.784
.951 .882

variety of
emotional
display

-
11.734
11.133

.817

.875

.794
.964 .899

Deep
Acting

DA1
DA2
DA3

-
8.428
8.163

.757

.834

.693
.943 .849

Surface Acting
SA1
SA2
SA3

-
5.135
5.976

.605

.932

.533
.891 .744

Work
Performance

WP1
WP2
WP3
WP4
WP5

-
10.933
10.932
9.405
7.723

.766

.836

.835

.721

.615

.958 .870

4.2 가설검증 결과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가설검증을 위해 모형

전체에 대한 구조모형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검증한

결과, χ²=559.213, df=160, GFI=.873, AGFI=.891,

TLI=.912, CFI=.908, RMR=.076, RMSEA=.062로 나타나

적합도판단기준을대체로만족시켰다[19]. 첫째, 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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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빈도는 심층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경로계수

=.201, t=3.335, p<.01)가 있는 것으로나타나 가설 1-1은

기각되었으며, 표면행동과는 긍정적인 영향(경로계수

=.192, t=2.644,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

은 채택되었다. 감정표현의 강도는 심층행동(경로계수

=.244, t=4.220, p<.01)과 표면행동(경로계수=.195, t=2.874,

p<.05)에 모두정적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나가설 1-2

와 2-2도 지지되었다. 감정표현의다양성은심층행동(경

로계수=.470, t=5.899, p<.01)과 표면행동 모두 유의미한

정적관계(경로계수=.234, t=2.989,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과 2-3도 채택되었다. 둘째, 심층행동은

업무성과와 정적 관계(경로계수=.425, t=3.634, p<.01)가

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표면행동(경로계수=.398, t=3.252,

p<.05)도정적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나가설 3-1은 지

지되었으나,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Fig. 2]에 경로계수

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Table 4> Estimates of Path Coefficients in the 
Structural Model

Hypothesis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s Result

H 1-1 .201 3.335** Not Supported

H 1-2 .244 4.220** Supported

H 1-3 .470 5.899** Supported

H 2-1 .192 2.644* Supported

H 2-2 .195 2.874* Supported

H 2-3 .234 2.989* Supported

H 3-1 .425 3.634** Supported

H 3-2 .398 3.252* Not Supported
**p < .01, *p < .05

.201
(3.335**)

Intensity of
Emotional
Display

Deep
Acting

Surface
Acting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Variety of
Emotional
Display

Work
Performance

.425
(3.634**)

.398
(3.252*)

.234
(2.989*)

.470
(5.899**)

.195
(2.874*)

.244
(4.220**)

.192
(2.644*)

[Fig. 2] Summary of Research Results

5.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해석
정보보안 업무는 일반 업무에 비하여 고도의 전문성

을바탕으로극단적인정보보안의요구에노출되어있기

때문에 타 직무에 비하여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보안업무

종사자에대한직무의특성을고려하여보안업무종사자

들의 감정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정보보안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의 요소를

분석하고, 조직이 부여하는 감정표현 규칙이 이들 정보

보안종사자의심층행동과표면행동에미치는영향에따

라업무성과를극대화하는방안을모색하는데초점을맞

추었다. 가설을 중심으로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감정표현 규칙에 있어서감정표현의빈도, 강도

및 다양성은 감정노동의 두 가지 행동전략 중 심층행동

에 모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면행동에도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 간에는 본 연구를 포함해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종업

원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인지하

는가에따라감정노동의부정적인효과가완화될수있

음을보여주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라고할수있다[4].

즉 종업원들은 조직에서 정해준 감정표현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자신의 표현규칙을 준수하며 감정을 조절하

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감정적 고갈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

혀냈다.

둘째, 감정노동이업무성과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

심층행동은유의한정적관계를보여주었으나, 표면행동

은 가설방향과 다르게 유의적인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층행동이 감정표현 규칙에 따라

감정을조절하며, 정보보안종사자가자발적으로감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것으로보여진다. 그러나자신의감정을실제로조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통제하는

표면행동의 경우에는 심층행동에 비해 수동적인 심리상

태를 보이게 된다. 즉 표면행동은 정보보안 종사자의 자

발적 감정 조절 대신에 조직이 부여한 감정표현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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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정형화된 상황을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업무를 처

리하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성과에도 표면적으로

만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기

본적으로높은수준의스트레스수준을동반시키는정보

보안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보안 종사자에 대한

근본적인감정표현규칙의마련과감정관리방안이시급

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정교한 감정규칙의 마련을 통하

여 보안업무 종사자의 감정적 고갈을 미연에 방지할 필

요가있으며, 인지적변화(cognitive change)와주의환기

(attentional deploy) 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직무 스

트레스를해소하고, 직무만족을높여서업무성과를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 제언
본 연구가 보안업무 분야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과제

는다음과같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ICT는우리의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전망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은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언제든지

웨어러블기기와사물인터넷등의위험은높아지고있으

며, 보안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안전략이업무지침이나규정에따른물리적인방안에

만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보안업종의 회사에 근무하거

나 보안직무를 수행하는 보안종사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보보안 종사자의 업무를 보

다심층적으로이해할수있는지침을마련할필요가있

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첫째, 정보보안 종사자의 업무

수행능력을향상시켜서업무성과를높이기위해업무과

정에서 발행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심층

행동을 강화시키고 습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정보보안종사자가감정표현규칙에서표현하도록

요구받는역할을수행함에있어심층행동을사용했을때

보다 업무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

보보안 종사자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적

측면을 관리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

양한업무지침이마련될필요가있다. 또한본연구결과

를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의 유형에

따라보안종사자가실제로감정노동을보였는지직장동

료 및 상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원적(dyadic) 분석방

법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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