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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금까지 감정노동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시간의 문제를 고려하여, 장기와 단기에
따라 표면연기 및 내면연기가 작업자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살펴본다.
표면 및 내면연기는 감정을 활용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감정소진을 불러일으키는데
운동선수가 근육 활용으로 인해 느끼는 근육의 피로도가 단기적 현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소진 역시 일시적인 데 그칠 수 있다. 한편 혹 실드가 감정노동 개념을 제기하면서
강조했던 노동소외의 문제는 감정노동을 행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재인하고 반추하면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감정노동전략의 장․단기효과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감정 자원의 활용으로 말미암은 피로감을 나타내는 감정소진과 감정노동 과정에서 자기
소외를 대변하는 비진정성(self-inauthenticity)을 각각 종속변수로 두고, 표면연기와 내면
연기가 장․단기적으로 두 변수들에 대하여 어떻게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탐색하였다.
판매직 종사자 201명으로부터 3주의 시차를 두고 반복 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단기효과의 검증을 위해서 위계적 회귀모형을, 장기효과의 검증을 위해서는
시차효과모형 및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각각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표면연기 및
내면연기 모두 감정소진에 대해 단기적으로만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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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비진정성은 단기적으로는 표면연기에 의해, 장기적
으로는 내면연기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감정노동연구에서는 두 가지
감정노동전략들이 장․단기에 따라 작업자의 심리적 건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가 거의 없었다. 시간차를 고려한 본 연구는 감정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하나의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한글색인어: 표면연기, 내면연기, 비진정성, 감정소진, 시간차 효과

ABSTRACT
To explore the hitherto neglected time-dependent effects,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short-term versus long-term effects of surface and deep acting on employees’ psychological
well-being. Emotional exhaustion, the state of depletion of emotional resources, would be
a short-term phenomenon in the same way that a muscle fatigued by exercise recovers its
strength after some rest. Thus,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surface
and deep acting on emotional exhaustion will appear only in the short-term.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issue of alienation which Hochschild emphasized in her seminar work,
it is likely that employees may experience the alienation not only in the immediate interactions
with customers but also in their reflections on their past experiences. Thus, this study expected
that the effects of deep and surface acting on the self-inauthenticity representing the concept
of alienation will be shown in the short-term as well as long-term. We tested our hypotheses
in a two-wave longitudinal panel study using a sample of 201 service representatives in retail
stores. While short-term effects were tested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long-term
effects were analyzed using Lagged Effect Model and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Our results showed that emotional exhaustion is related with surface and deep acting positively
only in the short term. Surface acting is related positively with self-inauthenticity in the short
term and deep acting is related positively with self-inauthenticity in the long term.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literature in that we showed the effects of surface and deep acting vary
depending on the time-frame. Future research should consider the time-dependence regarding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Key Words: surface acting, deep acting, self-inauthenticity, emotional exhaustion, time-dependen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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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Hochschild(1983)의 기념비적 연구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은 육체노동 및 지식노동과는
구분되는 감정노동에 관심을 가져왔다. 초기 감정노동연구들은 감정노동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고(Ashforth & Humphrey, 1993; Morris & Feldman, 1996) 감정노동과정의 세부
측면을 그려내거나(Rafaeli & Sutton, 1987), 또는 직업간 감정노동 정도의 차이를 규명
(Brotheridge & Grandey, 2002; Wharton, 1993)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Grandey(2000)가
심리학 이론인 감정조절이론(emotion regulation theory: Gross, 1998)을 감정노동연구에
도입하면서 개인의 심리적 감정조절과정이 연구의 주축이 되었다. 최근 연구들은 감정노동자
들의 감정조절전략이 그들의 심리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Grandey & Melloy, 2017).
서비스 종업원들은 조직이 제정한 감정표현규칙(display rule)에 부합하는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감정상태를 규칙에 맞추어 변화시키는 내면연기(deep acting), 혹은 요구받는
감정을 겉으로만 가장하여 표현하는 표면연기(surface acting)를 수행하게 된다(Grandey,
2000; Hochschild, 1983). 이 두 전략 중 표면연기가 내면연기보다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적
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Hülsheger & Schewe, 2011; Kammeyer-Mueller
et al., 2013; Mesmer-Magnus et al., 2012). 그래서 감정노동연구에서는 표면연기보다는
내면연기를 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에 일반적으로 감정노동자들은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면연기는
최대한 적게 활용하고 내면연기를 더 적극 수행하려 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감정노동자들이 감정노동전략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면연기만큼
이나 표면연기를 자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많은 실증연구들에서 표면연기와
내면연기 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박상언, 2014; 양경욱 등, 2015; Grandey,
2003), 이는 내면연기가 자주 활용되는 만큼 표면연기도 그렇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Gabriel et al.(2015)와 양경욱 등(2016)은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서 감정노동자들이
얼마나 감정노동전략을 자주 활용하고 있는가를 직접 실증하였다. 두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들 중 표면연기와 내면연기 둘 다를 높은 비율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심리적으로 힘든 것을 피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더욱이 조직이 내면연기를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왜 감정노동자들은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는 전략인 표면연기를 선택하는 것일까?
감정조절이론은 감정노동자가 내면연기를 먼저 수행을 하려 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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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연기로도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대안적으로 표면연기를 한다고
한다(Gross, 1998). 그러나 내면연기와 표면연기를 초단위로 측정하여 그들 간의 선후관계를
검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Gabriel & Diefendorff, 2015), 감정조절이론의 주장과 달리
내면연기와 표면연기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간 순으로 볼 때
표면연기가 내면연기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정조절이론의 예측처럼 개인이
내면연기를 수행하는 데 실패해서 차선책으로 표면연기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감정조절이론에 근거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감정노동자들이 표면연기를
내면연기만큼이나 자주 활용하는 현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표면연기를 감정노동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조절이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감정조절이론은 표면연기가 감정
노동자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이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왜 감정노동자들이
표면연기를 자주 활용하는가를 설명하는 데 제한적이었다. 만일 감정조절이론이 전제하는
바와 달리 표면연기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우리는 왜
감정노동자들이 표면연기를 자주 활용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표면연기에 관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시간차를
감정노동연구에 도입하고자 한다. 그동안 감정조절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은 대부분 동시점에
측정된 감정노동전략과 심리적 건강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고객접점의 순간에 수행된 감정노동전략이 그 순간 감정노동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작업자는 작업장을 벗어난 이후에도
고객접점의 순간을 반추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Wang et al., 2013). 사실
Hochschild를 위시한 사회학자들은 감정노동이 어떻게 감정노동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만성적인 건강악화를 가져오는지에 관심이 있었다. 이들은 특히 내면연기가 표면
연기와 달리 감정노동자의 자아소외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더 부정적인 전략으로 간주했다.
이때 이들은 암묵적으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감정노동의 어떤 특정한 부정적인
효과, 예컨대 자아소외 등은 고객접점의 순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감정노동자가 고객접점을
반추할 때 비로소 시차를 두고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위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장기 또는 단기라는 시간 프레임에 따라서 감정노동의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과연 어떻게 달리 나타날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표면연기는 고객
접점의 순간에는 감정소모를 높이나(Grandey, 2003; Kammeyer-Mueller et al., 2013), 장기적
으로는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자아소외 현상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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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전략과 비진정성(inauthenticity) 간의 관계를 보면, 거짓된 감정표현인 표면연기를
수행하는 개인은 고객접점의 순간에는 비진정성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자신의 감정을 조직의 요구대로 변화시키지 않고 간직하기 때문에 비진정성을 덜
경험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내면연기의 경우 고객접점의 순간에 감정소모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Hochschild가 예측한 것처럼 자아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전략이 감정노동연구에서 대표적인 심리적 건강 지표인 감정소진
및 자아 비진정성에 미치는 효과가 단기와 장기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모델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전략이 어떻게 감정노동자들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2.1 이론적 배경
감정노동은 조직이 제정한 감정표현규칙에 맞추어 개인이 자신의 감정표현을 바꾸는
것을 일컫는다(Grandey, 2000; Hochschild, 1983). 감정표현규칙이 요구하는 감정과 자신의
감정상태가 다른 경우, 감정노동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내면연기를 하거나 또는
외적으로만 필요한 감정을 꾸며내는 표면연기를 하게 된다(Grandey et al., 2013). 감정
노동자들은 이렇게 감정노동전략을 통해 인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때문에(Gabriel
& Deifendorff, 2015; Grandey, 2015),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들이 노동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건강의 악화에 초점을 두었다(공혜원, 전주언, 2017; 김현수, 강보현,
2017; 박상언, 2015; 박상언, 신다혜, 2011).
지금까지의 감정노동연구들을 살펴보면 내면연기가 작업자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비록 그 연구결과가 혼재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Gracia & Ashkanasy, 2014) 대체적으로
표면연기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Hülsheger & Schewe, 2011; Kammeyer-Mueller
et al., 2013; Mesmer-Magnus et al., 2012).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감정노동자들에게 내면연기를
하도록 권장한다(예: Grandey, 2003, 2015; Hülsheger & Schewe, 2011; Scott & Barns, 2011).
그러나 내면연기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Hochschild가 처음 감정노동 개념을 제기하면서
주장했던 바와 다르다(Grandey, 2015; Grandey & Melloy, 2017). Hochschild(1983)는 표면연기
보다 내면연기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것이 초래하는 노동과정에서의 소외에
주목했다. 그녀는 항공사 승무원을 Marx가 자본론에서 예로 든 벽지공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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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으로부터 소외된다는 면에서 양자는 유사하지만 승무원은 자신의 감정을 상품으로
팔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으로부터도 소외된다는 점에서 벽지공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Hochschild는 그러한 소외의 핵심에 내면연기가 있다고 보았다. 감정노동자들은 내면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 아닌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내면화하는 고된 과정을 거쳐야 하고,
결과적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이다.
내면연기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Hochschild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후속 학자들의 연구는 표면연기의 부정적 측면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변화한다(Grandey
& Melloy, 2017). 이는 감정노동을 보는 관점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Hochschild는
감정노동과정에 관해 사회학적 이해를 시도한 반면, Grandey(2000)는 심리학의 감정조절
이론을 감정노동연구에 도입하면서 개인의 감정조절이라는 심리적 측면으로 연구의 초점을
이동시켰다(Wharton, 2009). 사회학에서 심리학 관점으로 이동하면서 감정노동연구는 개인
내면의 감정상태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내면의 감정상태와 감정표현의
부조화 상태를 유발하는 표면연기가 감정노동자에게 비진정성을 경험케 하며 그들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 되었다(Grandey, 2015).
요컨대 지금까지 연구들은 사회학 혹은 심리학이라는 두 관점 중 어느 관점으로 접근
하느냐에 따라 감정노동이라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상반된 예측을 해왔다(Grandey, 2015;
Wharton, 2009). 이러한 상반된 예측은 자신의 원래 감정과 감정표현규칙에 의해 변화된
감정에 대한 상이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Grandey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자신의 감정과 외적으로 표현된 감정 간의 불일치, 즉 감정-표현부조화가 가져오는 심리적
불편함에 초점을 두고, 감정-표현부조화가 최소화되는 내면연기가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보았다. 반면 Hochschild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감정으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Hochschild는 내면연기로 인한 소외현상, 즉 비진정성의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사회범주화 혹은 사회정체성이론(social categorization theory/social identity theory)
(Ashforth & Mael, 1989; Hogg & Terry, 2000)에서 개인이 사회집단의 특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함으로써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독특함을 잃어버리는 비개인화된 개인
(depersonalized person)이 되는 현상(Hogg & Terry, 2000; Seyle & Swann, 2007)과 유사한
모습이다. Hochschild는 내면연기를 수행하는 개인은 조직이 제시한 감정표현 규칙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감정상태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감정을
경험할 역량을 상실하게 되고, 조직이 제시한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대체하는 현상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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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신의 원래 감정과 감정표현규칙에 의해 변화된 감정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감정노동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낳았다. 하나의 연구 안에 서로 다른 관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감정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두 관점 모두에 근거하여
감정노동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표면연기 및 내면연기가 가진 긍․부정적
효과들을 균형 있게 고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지금껏
감정노동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온 개념인 감정소진과 자아 비진정성을 중심으로
시간차에 따라 감정노동전략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신의 감정과 감정표현규칙이 다를 때, 작업자들은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인
내면연기로 인해 감정소진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차이를 지속하는 표면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소진을 경험하기도 한다(Grandey, 2000). 그러나 고객을 응대하는 순간이
끝난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그러한 감정소진을 경험한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감정자원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Muraven & Baumeister, 2000).
한편 고객을 응대하는 순간에는 표면연기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감정이 아닌 감정을
표현하여 비진정성을 경험할 수 있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내면연기가
비진정성을 경험케 할 개연성이 클 수 있다. 왜냐하면 내면연기는 고객응대과정에서
감정노동자 자신의 내적 감정상태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수반하며, 그로 인해 감정노동자
들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감정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호한 비진정성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Hochschild, 1983). 요컨대 시간차를 고려하게 되면 심리학적 관점에서
감정노동이 미치는 영향과 사회학적 관점에서 감정노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회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서로 상이한 예측을 하는 감정노동전략의 영향과
관련하여 사실 시간차가 중요한 변수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시간차를 고려할 필요성만
제기되어 왔을 뿐 실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Gabriel & Diefendoff, 2015).
장기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있으나 이들은 시간차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인과성 확보
에만 주목했다(예: Judge et al., 2009; Scott et al., 2012). 즉 장기자료(longitudinal data)를
활용한 것이지 장기효과(long-term effect)를 규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단기효과와 고객 응대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나는
장기효과는 서로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함께 포착해낼 때 감정노동이라는 노동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감정노동전략인 내면 및
표면연기가 감정소진과 비진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장․단기효과를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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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가설
감정소진은 심리적․감정적 자원이 소모 혹은 고갈된 상태로(Maslach et al., 2001), 감정노동
전략인 내면연기와 표면연기가 감정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두 전략이
감정자원의 고갈을 어떻게 야기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Cropanzano et al., 2003).
감정자원을 비롯한 개인이 가진 심리적 자원이 활용, 고갈되는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Muraven
and Baumeister(2000)은 자기 통제(self-control)개념을 제안했다. 자기통제는 개인이 처한
현 상태와 기대하는 바가 불일치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위이다. 자기통제의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게 되는데 개인마다 가용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통제는 결국 자원을 고갈시킨다.
이런 논증은 감정자원을 통해 감정조절을 해야 하는 서비스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Cropanzano et al., 2003). 감정-규칙부조화를 경험하는 개인은 내면연기와 표면연기를
통해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표현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내면연기를 하는 경우 감정자원을
활용하여 내면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감정소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Allen
et al., 2010; Ashforth & Humphrey, 1993; Gracia & Ashkanasy, 2014). 한편 표면연기를 수행하는
개인은 자신의 감정상태와 다른 부자연스러운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감정자원을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감정소진을 경험할 것이다(Gabriel et al.,
2015; Grandey, 2015; Kammeyer-Mueller et al., 2013).
그런데 감정노동 연구에서 지금껏 간과되어 왔던 시간차라는 이슈를 고려한다면(Beal
& Trougakos, 2013), 위에서 언급한 단기효과와는 구별되는 감정노동의 장기효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최근 감정노동의 장기효과에 관해 종단연구가 소수 진행되고 있는데(예:
Beal et al., 2013; Gabriel & Diefendorff, 2015; Hülsheger et al., 2010), 내면연기 및 표면연기와
감정소진 간의 장기적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유일하게 Philipp and Schüpbach(2010)가
감정노동이 1년의 시간차를 두고 감정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있는데,
그들에 따르면 내면연기는 감정소진과 부(-)의 관계인 반면 표면연기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우선 이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표면연기는 장기적으로는 감정소진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자기통제 이론으로 해석 가능하다. Muraven and
Baumeister(2000)은 마치 근육을 사용할 때 일시적으로 근육의 피로감이 느껴지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근육의 힘이 회복되듯이, 감정자원도 일시적으로는 고갈되지만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회복된다고 한다. 따라서 표면연기를 수행하는 개인은 단기적으로는 감정자원의
소모로 말미암아 감정소진을 경험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원이 회복되기 때문에
표면연기와 감정소진은 장기적으로 서로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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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감정소진에 대한 내면연기의 장기 효과는 어떠할 것인가. Philipp and Schüpbach
(2010)는 장기적으로 내면연기는 감정소진을 낮춘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사실 미약하다. 본 연구처럼 자기통제 이론에 근거한다면 표면연기와 마찬가지로 내면연기는
감정자원을 소모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원이 회복됨으로써 내면연기와 감정소진은 장기적
으로 서로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단기적으로는 감정노동전략(표면연기와 내면연기)과 감정소진은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장기적으로는 감정노동전략(표면연기와 내면연기)과 감정소진은 관계가 없을
것이다.
진정성(authenticity)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어왔는데 감정노동연구에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작업장에서 드러낼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Ashforth & Tomiuk, 2000).
따라서 역으로 진정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 사람들은 비진정성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까지 감정노동연구는 비진정성을 감정-표현부조화(emotion-display dissonance)
개념과 연관시켜 논하고 있다(Erickson & Wharton, 1997; Grandey & Gabriel, 2015; Sloan,
2007). 감정-표현부조화란 내적인 감정과 외적인 감정표현 간의 격차를 가리키는데, 감정-표현
부조화를 경험할수록 개인은 그들의 진실한 감정을 작업장에서 표현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비진정성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표면연기는 자신의 내적
감정과 다른 감정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에 감정-표현부조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Grandey et al., 2013; Mesmer-Magnus et al., 2012), 따라서 표면연기는
비진정성을 높인다고 한다(Grandey & Gabriel, 2015; Hülsheger & Schewe, 2011). 반면에
내면연기는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내면에서부터 만들어내어 외적인 감정표현과 내적인
감정상태를 일치시키기 때문에 비진정성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ülsheger
& Schewe, 2011; Kammeyer-Mueller et al., 2013).
감정-표현부조화는 고객응대의 순간에 작업자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감정-표현부조화가 고객응대의 순간에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이로 인한
비진정성도 고객응대 시점에 한정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표면연기와 비진정성을 각각 동시점에서 측정한 연구들에 따르면
표면연기와 비진정성은 정의 관계를, 내면연기와 비진정성은 부의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작업장의 감정노동과 비진정성의 관계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다. 작업자의 감정노동은
고객응대 이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작업자의 비진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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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아(2009)는 내면연기를 하는 콜센터 작업자가 시간이 흐른 뒤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고
거짓자아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내면연기가 자기감정으로부터의 소외를
유발한다는 Hochschild(1983)의 주장이 시간을 고려하면 더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내면연기가 장기적으로 비진정성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내면연기로 인해 작업자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자율성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감정노동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크게 갖는다면 비진정성을 덜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Erickson
& Wharton, 1997). 하지만 실제 감정노동현장에서는 조직이 제시하는 감정표현규칙을
감정노동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때문에 내면연기든 표면연기든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나 감정적 표현을 감정표현규칙에 맞추어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작업자가 감정표현
규칙을 내면화하여 그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자율적으로 표현할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자기감정으로부터의 소외,
즉 자아 비진정성을 경험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또한 내면연기는 Hochschild가 규정하듯이 타인을 속이는 것만큼 자신을 속이는 행위
(“deceiving oneself as much as deceiving others”)이며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진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감정노동자는 내면연기를 행할 당시에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속이기
때문에 비진정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사실 자신이
만들어냈던 감정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다(예: 신경아,
2009). 그럴 때 감정노동자는 비진정성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내면연기를
통해서 감정노동자는 단기적으로는 비진정성을 덜 경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비진정성을
더 경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표면연기는 장기적으로 자아 비진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Sloan(2007)은
표면연기는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표현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행위라고
한다. 외적인 감정표현과 진정한 감정 사이에 거리를 두는 표면연기는 비록 고객에게는
거짓된 표현을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속이지 않는 전략이며 따라서 개인은 온전한 자신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는 표면연기를 통해서는 단기적으로 비진정성을
경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덜 경험할 것이라 가설화한다.
가설 3: 표면연기와 비진정성의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정(+)의 관계를, 장기적으로는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4: 내면연기와 비진정성의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부(-)의 관계를, 장기적으로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감정노동전략의 장단기 효과 비교연구: 감정소진과 자아 비진정성을 중심으로 67

Ⅲ. 연구 방법
3.1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의류 및 잡화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고객과 면대면 상호작용을
하도록 요구되며 조직은 이 상호작용을 규제하기 위해 여러 관리 기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감정노동이라는 본 연구의 주제에 부합하는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설문조사 이전에 연구자들은 의류 판매원들 10명을 대상으로 약 1~2시간에 걸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목적의 현실 적합성을 타진하며 미리 설계한 설문지의
초안을 연구대상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설문조사지는 특정 백화점의 서울 시내 4개 지점에서 근무하는 판매직들과 특정
면세 브랜드의 전국 12개 지점에서 근무하는 판매직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연구자들은
각 조직의 본사에서 근무하는 매니저들을 사전 접촉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는 데 협력을 얻었다. 본사의 매니저들은 각 지점의 인사관리 매니저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연구에 참여할 판매직 종사자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사내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인사관리 매니저들은 연구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설문지
결과는 오직 연구자들만 열람할 것이며 분석에 사용된 이후 폐기될 것이라는 점도 주지시켰다.
설문지는 밀봉된 봉투에 담아 백화점 및 면세점의 각 지점들에서 근무하는 인사관리
매니저들에게 연구자들이 전달하고 매니저들이 연구참여자들에게 이를 다시 배포하였다.
응답한 설문지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봉투에 담아 밀봉한 다음 매니저들에게 제출하면
이를 다시 연구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설문조사는 3주 간격으로 두 번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기효과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감정노동이 즉시 감정노동자에게 나타나는 효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단기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첫 번째 설문을 통해 감정노동전략, 감정소진, 비진정성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그리고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동일한 응답자들에게 감정노동전략, 감정소진,
비진정성을 다시 측정하였다. 첫 번째 설문에서 측정한 감정노동전략이 3주 후 감정소진과
비진정성에 미치는 장기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장기를 1년(Philipp
& Schüpbach, 2010), 2달(Hülsheger et al., 2010), 1주(Côté & Morgan, 2002) 등 다양하게
조작화하고 있다. 장기를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으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Matthews et al., 2014). 다만 몇몇 연구자들은 1년이나 2년과
같이 지나치게 긴 시간간격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시간간격이 길면 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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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효과가 중간에 사라져서 제대로 포착해 내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Matthews
et al., 2014). 설령 1년이라는 시간간격을 도입해서 장기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는
독립변수가 시간상 변동이 거의 없어서 생긴 결과일 수도 있다(Matthews et al., 2014). 다른
한편 장기로 설정하기에 1주는 지나치게 짧아 1주 사이에 감정노동의 효과가 변화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단기효과와 장기효과를 대비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3주를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간주하였는데,
본 연구와 같이 약 1달(3주 ~ 6주)의 간격을 두고서 장기효과를 검증하는 논문들이 다수
존재한다(예: Matthews et al., 2014; Matthews & Toumbeva, 2015).
총 211명의 참여자 중 두 번의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는 204명이었고, 그 중 불충분한
응답을 한 3부를 제외한 201명의 총 402부의 설문지를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에서 제외된 10명이 1차 설문에 응답한 감정노동 및 심리적 건강은 나머지 응답자들의
그것과 차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을 제외한 것이 통계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문응답자들
중 여성이 179명(89.1%)으로 남성 대비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약 36세(SD:
약 8세)이었다. 전체 응답자들 중 매니저급은 122명(60.7%), 일반사원은 79명(39.3%)이었고,
정규직은 166명(82.6%), 비정규직은 35명(17.4%)이었다. 평균 근속년수는 약 7년(SD: 5년
5개월)이었다.

3.2 측정도구
두 번에 걸친 설문조사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문문항의
수를 가능한 한 줄여 설문지를 간소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감정노동을 비롯한 조직행동의
패널 자료를 분석하는 논문들의 경우 변수를 측정하는 다수의 문항들 중 몇 개를 선별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Gabriel & Diefendorff, 2015; Hülsheger et
al., 2010). 본 연구는 원척도가 비교적 많은 문항으로 구성된 표면연기, 감정소진, 자아
비진정성 및 긍정적․부정적 감정상태 등의 변수를 측정할 때 표현상 중복이 적은 문항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3.2.1 표면연기와 내면연기
표면연기와 내면연기의 측정에는 Diefendorff et al.(2005)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표면연기의 측정에는 총 7개의 문항 중 “내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은 속에 간직하고 겉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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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요구하는 감정을 고객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를 포함한 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내면연기는 원척도의 4개 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예시문항은 “회사의 지침상 고객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이다. 지난 일주일동안 얼마나
자주 표면연기나 내면연기를 수행하였는지를 5점 척도의 빈도로 측정하였다(1 = “전혀 하지
않았다.”, 5 = “거의 항상 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는 표면연기의 경우 1차
및 2차 설문에서 각각 .83, .88이었고, 내면연기의 경우 1차 및 2차 설문에서 각각 .82, .85였다.
3.2.2 감정소진
감정소진은 직무소진(burnout)의 세 가지 하위차원들 중 하나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Maslach
Burnout Inventory(Maslach & Jackson, 1981)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 9개 문항 중
6개 문항을 차용하였으며, 예시문항은 “퇴근 무렵이면 몹시 지쳐 있었다.”이다. 지난
일주일동안 느낀 감정소진을 5점 척도의 빈도로 측정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았다.”,
5 = “거의 항상 그랬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1차 및 4차 설문에서 각각 .88, .92였다.
3.2.3 비진정성
자아 비진정성은 Sloan(2007)이 개발한 6개 중 5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예시
문항은 “일하는 동안 진정한 내 모습을 잃는 듯한 느낌이었다.”이다. 지난 일주일동안 느낀
비진정성은 5점 척도의 빈도로 측정되었다(1 = “전혀 그렇지 않았다.”, 5 = “거의 항상 그랬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1차 및 2차 설문에서 각각 .86, .91이었다.
3.2.4 통제변수
감정소진과 비진정성에는 여러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통계분석에 성별(0 = 여성, 1 = 남성), 연령(연도), 종사상 지위(0 = 매니저, 1
= 일반사원), 근속년수(개월)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또한 감정상태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는데 개인의 감정적인 상태가 그들의 감정노동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 및 심리적 건강의 악화를 대표하는 변수들과
같이 두 번에 걸쳐 감정상태를 측정하였다. 감정상태는 Positive Affectivity Negative Affectivity
Scale(PANAS: Watson et al., 1988)로 측정하였다. PANAS에서 긍정감정 상태를 측정하는
총 10개 문항 중 “자신감 있는” 등 5개 문항을, 부적감정 상태는 총 10개의 문항 중 “근심스러운”
등 5개의 문항을 선택했다. 지난 일주일동안에 느꼈던 감정을 5점 척도의 빈도로(1 = “전혀
하지 않았다.”, 5 = “거의 항상 했다.”) 측정했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긍정감정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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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및 4차 설문에서 각각 .83, .91이었고, 부적감정 상태는 1차 및 2차 설문에서 각각 .81,
.87이었다.
3.2.5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Mplus 7.0을 사용하여 4번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했다. 모형 적합도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teiger, 1990), CFI(comparative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Bentler, 1995) 등의 지수를 기준으로, CFI는 .90 이상, RMSEA와 SRMR은 .10 이하에서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Vandenberg & Lance, 2000).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먼저 1차 설문에서 측정한 6개 변수들(표면연기, 내면연기, 긍정적․부정적 감정, 감정소진
및 비진정성)의 총 28개 측정항목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는데 요인부하량 중 .50을 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긍정적․부정적 감정에서 각각 문항 하나씩을 제거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했는데 분석 결과, 적합도가 판단기준에 부합하였다(모형 1). 각 요인에 측정문항들은
유의하게 적재되었는데,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표면연기는 .74～.87, 내면연기는 .61～.86,
긍정적 감정은 .63～.83, 부정적 감정은 .56～.79, 감정소진은 .66～.82, 비진정성은 .51～.88로,
모두 .50 이상이었다. 따라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2차 설문에서 측정한 동일한 6개 변수들에 대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여기서도 긍정적․부정적 감정에서 각각 문항 하나씩을 제거했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판단기준에 부합하였다(모형 3).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표면연기는 .75～.89, 내면연기는
.62～.89, 긍정적 감정은 .79～.88, 부정적 감정은 .65～.89, 감정소진은 .72～.88, 비진정성은
.61～.93으로 구성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본 연구는 모든 문항들을 자기보고(self-report) 방식으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es)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Podsakoff et al., 2003). 따라서 Podsakoff
et al.(2003)가 제시한 Harman의 단일요인검증(Harman’s one-factor test)을 통하여 이러한
편의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진단하였다. 1차와 2차에 걸쳐 수집한 반복측정자료에 대하여
단일요인 측정모형을 2개 구성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적합도는 두 모형 모두 판단
2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χ 차이검증 결과 6요인 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2와 모형 4). 이에 따라 동일방법편의의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Podsakoff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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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df

RMSEA

CFI

SRMR

모형 1

538.68

284

.07

.91

.07

모형 2

1565.52

299

.15

.53

.13

모형 3

503.05

284

.06

.94

.06

모형 4

1757.89

299

.16

.58

.13

N = 201; *p <.05, **p < .01, ***p < .001.
모형 1: 1차 측정한 감정노동, 감정,
모형 2: 1차 측정한 감정노동, 감정,
모형 3: 2차 측정한 감정노동, 감정,
모형 4: 2차 측정한 감정노동, 감정,

감정소진
감정소진
감정소진
감정소진

및
및
및
및

비진정성으로
비진정성으로
비진정성으로
비진정성으로

구성된
구성된
구성된
구성된

△df

△
1,026.84

***

15

1,254.84***

15

6요인 모형.
단일요인 모형.
6요인 모형.
단일요인 모형.

3.3 분석방법
감정노동의 단기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들과 1차 설문에서 측정한 감정노동
및 심리적 건강 변수들을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단기효과를 감정노동을 수행하면서 감정노동자가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감정노동과 심리적 건강변수가 동시에
측정된 횡단자료로써 단기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감정노동의 장기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계에서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나는 시차효과모형
(Lagged Effect Model)인데 이는 1시기에 측정된 독립변수(감정노동전략)가 2시기에 측정된
종속변수(감정소진과 비진정성)에 미치는 시차적 효과(lagged effects)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1시기에 측정된 종속변수(감정소진과 비진정성)를 독립변수에 포함시켜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려 했다. 이렇게 종속변수의
사전점수를 통제하는 것을 시차내생변수 포함 모형(Models with Lagged Endogenous Variables)
이라고 한다(이주연, 김득성, 2014). 이 모형의 검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23.0을
사용하였다.
다른 한 방법은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이다. 이 모형은
변수들 간의 시간적 선행성을 검증할 때 각 변수의 1시기의 값이 2시기의 값에 미치는
효과인 자기회귀효과(autoregressive effect)를 고려한다. 모든 변수 값이 전시기의 해당 변수
값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를 통제하는 것이다. 또한 이 모형은 한
변수가 시간차를 두고 다른 변수에 미치는 효과인 교차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를 포함
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감정노동전략의 장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제시한 가설의 역인과성도 검증할 수 있다. 즉 1시기의 감정소진 및 비진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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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기의 감정노동전략에 미치는 효과도 검증 가능하다. 따라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은
시차내생변수 포함 모형의 결과를 좀더 엄밀하게 재확인하게 해준다. 이 모형의 검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MPLUS 7.0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4.1 기초 통계량 및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
하였다. 2번에 걸쳐 측정한 변수들(표면 및 내면연기, 감정소진, 비진정성, 감정상태)은
두 시기의 값을 평균하여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2>에서 나타나듯이
표면연기는 감정소진(r = .50, p < .001) 및 비진정성(r = .43, p < .001)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내면연기 또한 감정소진(r = .37, p < .001) 및 비진정성(r = .32, p < .001)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내면연기는 표면연기와 달리 연령(r = .21, p < .01) 및
근속년수(r = .16, p < .05)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연령 및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 감정노동자들이 익숙해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감정노동자의 심리적 건강과도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는데, 연령은
감정소진(r = -.16, p < .05) 및 비진정성(r = -.15, p < .05)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지위는 감정소진(r = .21, p < .01) 및 비진정성(r = .16, p < .05)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감정조절에 능숙하기 때문에 감정소진 등이 낮은 반면 관리자들은 부가적인
업무가 많아서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감정소진 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M

SD

(1)

(2)

(3)

(4)

(1) 성별

.11

.31

(2) 연령

31.93

8.03

.05

(3) 지위

.39

.50

-.25

-.68***

86.75 66.37

.07

.47***

-.43***

.29***

-.26***

(4) 근속년수

***

(5)

(6)

(7)

(8)

.15*

(5) 긍정적 감정

3.58

.70

.07

(6) 부정적 감정

2.25

.73

.02

-.05

-.06

-.02

-.26***

(7) 표면연기

3.61

.73

.04

-.03

-.04

-.02

-.24**

.42***

(8) 내면연기

3.30

.77

.04

.04

.32***

.57***

.57

***

.50***

.37***

.61

***

***

.32***

(9) 감정소진
(10) 비진정성

3.21
2.80

.83
.80

-.12
-.07

.21**
-.16

*

-.15

*

.16*

-.14
.21

**

.16

*

(9)

-.06
-.07

-.46

***

-.40

***

.43

N = 201. 연령(연도); 성별(0 = 여, 1 = 남); 지위(0 = 평사원, 1 = 관리자); 직업 및 근속년수(개월).
*
p < .05, **p < .01, ***p < .00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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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연령의 부(-)적 상관을 염두에 둘 때(r = -.68, p < .001), 매니저가 평사원보다 연령이
낮아서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4.2 가설의 검증
단기효과분석을 위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장기효과분석을 위한
시차효과모형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의 모델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기적으로 표면연기와 내면연기는 모두 감정소진과 정(+)의 관계(  = .25, p < .001;  =
.15, p < .05)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내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감정노동전략과
감정소진은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표 4>의 모델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 표면연기와 내면연기는 모두 감정소진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여, 가설 2 또한 지지되었다.
한편 비진정성과 관련해, <표 3>의 모델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기적으로 표면연기는
정(+)의 관계( = .15, p < .05)를 갖는 반면에 내면연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표 4>의 모델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는 내면연기는 비진정성과 정(+)의 관계(
= .13, p < .05)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낸 반면 표면연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가설 3과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감정노동전략의 장기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검증
하였다. 이 모형의 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변수의 측정동일성 가정(measurement invariance)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해야한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은 반복적으로 측정한 변수들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할 것을 전제로 한다. 측정동일성 가정은 반복 측정한
변수의 요인부하량이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할 것으로 제약을 가한 측정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간의   차이 검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변수에서 요인부하량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면 이를 완전측정동일성이라고 한다. 완전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는 판단기준에 부합했지만(   [572] = 975.52, RMSEA = .06, CFI = .92, SRMR
= .07),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과 비교했을 때   값의 차이가 유의했다(△  = 48.92, △df
= 24, p < .001). 때문에 완전측정동일성의 가정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실
완전측정동일성의 가정은 너무 엄격한 기준이며 학계에서는 두 개 이상의 변수들에서
요인부하량이 시간에 따라 일정한 것이 발견된다면, 즉 부분측정동일성 가정이 충족된다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제안한다(최희철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표면연기와 내면연기의 문항 하나씩에서 동일화 제약을 해제하여 분석한 결과, 모형적합도가
판단기준에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568] = 952.59, RMSEA = .06, CFI = .93, SRMR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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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과 비교했을 때   값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  = 25.99,

△df = 20, ns)가 도출되어 부분측정동일성이 충족되었다.
<표 3> 심리적 건강에 대한 감정노동의 단기적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감정소진
성별
연령
지위
근속년수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표면연기
내면연기
R2
2
Adjusted R
F
⊿R2
⊿F

모델 1
-.02
.09
*
.19
.06
***
-.32
.38***

비진정성
모델 2
-.02
.04
.16*
.05
***
-.34
.29***
.25***
.15*
.43
.40
17.94***
.12
***
19.32

.31
.29
***
14.71

N = 201. 제시된 회귀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p < .05,

**

p < .01,

모델 3
-.01
.04
.13
.01
***
-.24
.48***

모델 4
-.01
.02
.11
.01
***
-.25
.43***
.15*
.06
.38
.36
14.79***
.04
**
5.40

.35
.33
17.15***

***

p < .001.

<표 4> 심리적 건강에 대한 감정노동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감정소진
성별
연령
지위
근속년수
긍정적 감정(t2)
부정적 감정(t2)
감정소진(t1)
비진정성(t1)
표면연기(t1)
내면연기(t1)
2
R
2
Adjusted R
F
2
⊿R
⊿F

모델 5
-.07
.01
*
.14
.03
**
-.15
***
.34
.47***

.64
.62
***
48.24

비진정성
모델 6
-.07
.01
*
.14
.03
-.16**
***
.33
.45***
.02
.05
.64
.62
37.62***
.003
.81

N = 201. 제시된 회귀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p < .05,

**

p < .01,

모델 7
-.02
.06
*
.15
.05
-.16**
***
.44

모델 8
-.03
.03
*
.14
.04
-.16**
***
.42

.39***

.39***
-.06
*
.13
.60
.58
31.19***
.01
2.47

.59
.57
38.80***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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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판단기준에 부합하였고(χ [550] = 938.01, RMSEA
= .06, CFI = .93, SRMR = .07), 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있다. [그림 1]에 나타난 수치들은
모형의 표준화 계수들을 나타낸 것인데 자기회귀 계수는 표면연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1시기의 표면연기가 2시기의 감정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또한 1시기의 표면연기와 2시기의 비진정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교차지연 계수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1시기의 내면연기와 2시기의
비진정성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 .25, p < .05). 그러므로 표면연기와 비진정성의
관계에서 장기효과는 기각된 반면, 내면연기와 비진정성 간의 관계에서 장기효과는 정(+)의
관계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가설 3과 가설 4는 모두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N = 201. 제시된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만을 표시했음. 같은 시점에 측정된
잠재변수간의 공변량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했으며 모형을 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 공변량 값은 생략함.
*
p < .05, **p < .01, ***p < .001.

[그림 1]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계수 추정치

Ⅴ. 토 론
지금까지 감정노동연구들은 표면연기에 비해 내면연기가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적 안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내면연기를 작업자들에게 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정노동자들은 내면연기만큼이나 표면연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감정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더 해가 되는 행동전략을
취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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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지금까지 감정노동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시간차에 주목하여, 내면연기 및 표면연기와 감정소진 및 비진정성의 관계에서 시간차의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연구결과, 표면 및 내면연기를 활용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감정소진을
경험하게 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작업자는 고객을 응대할 때 외적으로만
감정표현을 가장하는 표면연기나 요구된 감정대로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내면연기에서
모두 감정자원을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표면 및 내면연기와 감정소진은
정의 관계를 갖는다. 하지만 Muraven and Baumeister(2000)의 자기통제 논의처럼 감정적
자원의 소모는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자원이 회복된다. 연구결과 두 감정노동전략과
감정소진 간의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면연기는 단기적으로 비진정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내면연기는 장기적으로
비진정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가설과 달리 단기에 내면연기와
비진정성, 장기에 표면연기와 비진정성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단기에 내면연기와
비진정성과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내면연기는
자신의 감정과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면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비진정성을 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정성 자체를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표면연기의 경우, 고객응대 시 일시적으로 거짓으로 대응하는
것일 뿐 내면연기처럼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진정성 자체를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비진정성에 관해 시간차를 둔 연구가 지금까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향후 감정노동이
소외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는 표면연기를 감정노동자들이
왜하는가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다. 감정조절이론에 기초한 논의들은 개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과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겉으로 표현된 감정
간의 괴리(감정-표현 부조화)를 주요하게 보았다(Grandey, 2000; Grandey & Gabriel, 2015).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표현된 감정의 차이를 유발하는 표면연기가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이라고 가정하였다. 한편 감정노동 개념을 처음 제안했던 Hocshchild(1983)는 내면연기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직의 요구대로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내면연기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더 무게 중심을 두었다
(Cohen, 2010).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은 결국 내면연기와 표면연기 모두 외적 강제에 의한
감정표현전략이기 때문에 감정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데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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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ey & Melloy, 2017) 어느 하나가 긍정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두 전략 모두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주기 때문에
감정노동자들은 내면연기와 표면연기 둘 다를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비진정성과 관련해 표면연기가 내면연기보다 장기적으로는 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가정이 어느 정도 타당함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감정조절이론이 감정노동을 이해하는 핵심 이론으로 자리
잡으면서 Hocshchild의 논의는 사실상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Wharton, 2009). 본 연구는
최근 Grandey and Melloy(2017)가 제기한 것처럼 Hocshchild의 주장을 검증함으로써 현실을
좀 더 반영한 감정노동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감정노동의 장․단기 효과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감정노동연구는 횡단연구 중심이어서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고, 최근 몇몇 연구자들이 종단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예: Hülsheger et al.,
2010; Judge et al., 2009; Scott & Barnes, 201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장기효과와 단기효과
간의 차이 비교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감정이 가변적 특성을 가지는 것처럼 감정노동
전략 또한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러한 일시적인 경험이 한 사람의 뇌리에 오래도록 남아
그 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Beal & Trougakos, 2013). 감정노동은 감정표현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된 노동이며, 임노동관계 속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판매
함으로써 실현되는 노동이다. 이러한 노동과정 속에서 작업자들이 체험하게 되는 감정적
경험은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장기간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장․단기 효과의 비교를 통해 감정노동이 실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좀더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조직에서 종업원들이 고객응대 시 내면연기든 표면연기든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함의를 갖는다.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Hobfall, 1989)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치 있게 평가되는 대상이나 상태 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다양하다.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감정상태를 조직에 맞춘
상태가 가치 있을 수 있는 반면, 어떤 이에게는 자기 고유의 감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고객응대 시 감정-표현부조화라는 측면에만 집중하여 내면연기만을
권하게 되면, 고유한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하는 이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의 전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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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결과는 조직이 종업원들에게 과도한 감정표현규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한다. 표면연기든 내면연기든 감정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감정소진은 불가피하다. 비록 감정자원이 다시 회복된다 하더라도,
표면연기나 내면연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만 한다면 감정자원의 회복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표면연기나 내면연기는 내적 감정상태와 감정표현규칙이 괴리될 때 선택하는 전략으로
(Grandey et al., 2013), 그 괴리가 크지 않다면 종업원들이 애써 표면연기나 내면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 고객응대 시 종업원들은 자신의 감정상태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감정표현규칙을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종업원들의 자연스러운
감정표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어떤 연기든 자원 소진을 수반하기에
서비스 조직은 종업원들이 연기하는 빈도를 줄여줌으로써 감정자원의 회복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그 첫 단추는 감정표현규칙의 완화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데, 먼저 장기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3주라는 시간간격은 자의적일 수 있다. 감정조절행위가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 종단연구를 실시한 이전 연구들을 보면 1년(Philipp & Schüpbach, 2010), 2달(Hülsheger
et al., 2010), 1주(Côté & Morgan, 2002) 등 다양하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전략과 결과변수
사이의 시간차를 설정할 때 시간 간격이 지나치게 긴 것은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너무 짧으면 장기효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3주의 간격을 두었다. 그러나
시간차 효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료를 모아
감정노동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가 1주, 1달, 2달, 1년의 다양한 시간 간격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시간에 따라 감정노동의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더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간차에 따라 감정노동전략과 결과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할 때 상황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 개인의 감정성향이 긍정적일 때는 내면연기가, 부정적
감정성향일 때는 표면연기가 심리적 건강에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고 한다(Grandley &
Melloy, 2017; Kammeyer-Mueller et al., 2013). 작업자가 부정적 감정성향일수록 내면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데 소모되는 자원의 크기가 막대하기 때문에 표면연기가
더 효과적인 대응전략이다. 이와 반대로 긍정적 감정성향의 작업자의 경우 거의 감정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면연기가 더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작업자의 감정성향와 같은 개인 특성에 따라서 감정조절전략의
선택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모델과 관련해 논의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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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감정성향의 개인은 자신의 감정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조직이 요구하는 대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면연기를 했을 때 스스로를 속인다는 인식을 덜 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비진정성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비진정성 개념은 감정노동자가 자신의 행동을 반추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지금까지 감정노동 연구에서 비진정성은 크게 주목받지 못한 변수였기에
이와 관련된 논의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Hochschild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비진정성은
감정노동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변수임에 틀림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반추과정을
촉진 혹은 억제시키는 개인차 또는 상황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요인들이 내면연기의
장․단기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본 연구모델에 여러
상황요인들, 특히 개인의 성격특성이나 작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감정노동에 대한
더 풍부한 이해가 가능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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