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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감정노동이 직무태도로서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이러한 관계를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기제로써 공감을 조절변수로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자료의 수집은 대전시,충청남ㆍ북도에 위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간호사 3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감정노동의 내면행

위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표면행위는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둘

째,공감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내면행위와 공감의 상호작용항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표면행위와 공감의 상호작용항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감정노동,내면행위,표면행위,공감,조직시민행동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e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as a job attitude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o verify the effects of adjusting empathy as an alleviating mechanism for such 

relationship in order to provide suggestions on finding ways to relieve hospital workers of emotional labor. 

Research was conducted on 347 nurses from medical institutions above hospital level in Chungcheongnamdo/ 

bukdo and Daejeon-si. Summary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deep acting of emotional labor was 

reveale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surface acting had a negative 

(-) effect. Second, empath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interaction 

between deep acting and empathy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ut it was revealed that interaction between surface acting and empath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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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감정노동이란(emotionallabor)고객이우호 이고안

정된장소에서서비스를받고있다는느낌을 수있도

록 외모와 표정을 유지하기 해 감정을 억압하거나 표

하는방식으로감정을 리하는노동이다.구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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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요구되는특정한감정상태의연출과유지를 해

행하는 일체의 감정 리 활동이다.감정노동은 직무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유형으로서 주로 고객 서비

스직의 노동이 이에 해당된다[1].

서비스업은 고객과의 면 시간이 긴 특성 때문에 우

울증과같은감동노동의후유증증세를보이는노동자들

의증가하고있다.감정노동에따른감정의부조화,정서

소진은 사회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는 부분

의 서비스 지향 조직이 고객과 종업원의 직 인 면

(face-to-face)작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2][3].

한 감정노동은 직무 불만족,조직몰입 해 등 개인 인

직무성과를 해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4].

병원종사자들은자신의감정표 을 략 으로조작

하여 고객이 원하는 특정한 심리 상태를 충족시키기

해노력하고직무수행에 합한고객과의감정교환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병원종사자도 하나의 인간

이기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개인 으로 감정

상태가안좋거나무리한요구를하는고객앞에서그들

의 내부감정과 무 하게 미소로 고객을 상 해야 할 경

우에는심각한내 갈등을일으키게된다[5].특히병원

종사자 간호사들의감정노동은병원의핵심을이루고

있는 종사자와 고객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여

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다.어려운 경우에 처하거

나 갑작스러운 병,가까운 사람의 죽음,환경 재난 등

다른사람의난처한상황을볼때우리는그들의상황에

함께 가슴 아 하며,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때다른‘외 보상을바라지않고타인을이롭게하

려는 의도로 수행된 자발 이고 의도 인 행동’을 조직

시민행동(organizationalcitizenbehavior)이라 한다[6].

이 게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심지어 희생

을감수해야하는일을하는것을어떻게설명할수있을

까?오랫동안 조직시민행동의 주 유발기제로 설명되어

온 개념은 공감이다[7][8].따라서 공감은 고객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그들의 행동과 감정을 진실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9].

공감은 상자의 세계에 을 두고 상자와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 상자가 지각한 것과 이해한 것

을의사소통하는것이라는것이다[10].조직내에서조직

구성원들의 공감은 동료나 부하직원,그리고 상사들이

겪는물질 ,정신 고통 는동료와동료,상사와부하

직원간의 인 계에서유발되는고통에 한반응으로

서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개인 인 공감은 조직 내에서

어려움에처한다른조직구성원들을 하여돌 과치유

의 원천으로서 작용하게 된다[11][12].

따라서 공감이 직무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

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 단된다.간호

사들이 고객과 공감하게 되면,고객과 동일한 정서 상태

에이르게되어상 를잘이해할수있게됨으로서감정

부조화의 수 을 감소시키고 정 직무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 로 본 연구의 목 을 구체화하면

다음과같다.첫째,감정노동이직무태도로서조직시민행

동에미치는 향을 악하고자한다.둘째,이러한 계

에공감을조 변수로하여조 효과를검증하여병원종

사자의 감정노동을 완화하여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및 가설의 설정

2.1 공감의 개념

공감은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으로 구분할 수 있

다[13].인지 공감은상 에 한역할수용이나 수

용 능력을 포함한다. 한 인지 공감은 감정의 재인식

으로상 에게서발견되는감정을인지해내는능력을의

미한다[14].정서 공감은자신의상황보다는타인이처

한 상황에 부합하려는 정서 반응으로 타인의 고통에

한배려,자비 상냥함의지각이며타인의정서 상

태나조건을이해하고이에부합하려는정서 상태이다

[15].

그런데 공감에 한 역사는 경 학과 조직행동에서

매우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그 이유는 기존의 선행 연

구들이주로종교학과심리학에서인간의고통을기 로

하여 공감의 정의를 제시하고,공감이 인간의 정서 인

측면을 강조하 기 때문이다[16][17].공감은 타인에게

고통이 생겼을 때 그 고통을 주목하는데서 발생하고,고

통을 당한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동기부여이다

[18][19].특정한 상황에 주 으로 느끼는 고통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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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인 상태로 공감을 개념화하며[20][21],책임과는

상 없이타인에 한태도에일반 으로자비로운행동

을 보여 다[22][23].

Lilius등은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함께아 하고,함께느끼고,함께경험하는감정으로반

드시 행 를 수반하게 된다”고 하 다[16].공감의 행

는 우리가 이타주의 으로 다른 사람을 돕게 하며, 정

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12]. 한공감은타인의고통을알아채고, 군가가

받는정신 고통에 해공감을하고,고통을떨쳐내거

나 일수있게돕기 해어떠한방식으로든지행동하

는 것을 포함하는 계 과정이다[24].

리더는조직내의공감을활성화시킬수있으며,종업

원의문제를이해하고도움으로써조직의가치를상승시

킬수있다[25].공감에 하여조직차원에서감정이입을

통한 이해가 필요하고,조직내에서는 교육(coaching)을

통한 필요성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26]. 한

직장내조직구성원들은인간의감정을포함하는감정

인일에 해공감을통한의사소통으로좋은일이생기

기를 희망하거나 역경을 극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2.2 감정노동과 조직시민행동

Hochschild는 감정노동이란 “자신의 실제 감정을 통

제하려는노력과조직이요구하는특정한감정을표 하

려 하는 노력이 수반되고,이러한 직무에 따른 감정수행

과정이며[27],Putnam&Mumby는조직내에서통제하

에 리되는 감정노동은 감정의 부조화를 통제하고,조

직원의발언권을박탈하여상호의사소통을차단하고개

인은물론기업의차원에서도부정 인 향을미친다고

하 다[28].Ashforth&Humphrey의 연구는 감정 리

와감정표 이감정노동의부분이라는것을강조한것

은공통 이나,감정노동의결과물에더무게를두고있

다[29].

조직시민행동은 자신의 업무에 한 만족이 조직에

한 만족으로 이어져 조직에 해 헌신하게 된다는 논

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발 ․명시 는 직 으

로 공식 보상을 받지 않는 행동이다[30].이러한 조직

시민행동은 이타 (altruism)행동, 양심

(conscientiousness)행동,신사 (sportsmanship)행동,

의바른(courtesy)행동,참여(civicvirtue)행동등다섯가

지 범주로 설명하고 있다.

감정노동이직무태도와 련된조직성과에부정

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병원조직과 같은 의료서비스

산업에서더욱두드러진다.병원조직의근로자들은정상

인 상태의 고객을 맞는 것이 아니라 신체 으로나 정

신 으로 불편한 환자들을 면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병원근로자들의직무특성은자신의직무에

한 감정이나 태도를 부정 으로 보게 하여 조직의 성과

에도 향을 수 있다.

감정노동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계에 한 선행연구

들을보면,감정노동의표면행 는조직시민행동의이타

주의와양심행동과는부(-)의상 계가있으며[31],내

면행 는 조직시민행동의 이타주의와 양심행동에 정(+)

의상 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32].병원의간호사

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간호사들의 감정노동의

증가가직무만족과조직몰입의 하,감정부조화와소진,

이직의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33][34]

[35].이와 같이 감정노동의 표면행 는 조직시민행동에

부정 향을미칠수있다.하지만자신의감정을변화

시키려는 극 인 노력을 포함한 내면행 의 경우에는

감정 부조화 정도를 낮출 수 있다.내면행 는 조직의

요구를보다 극 으로받아들여자신의감정을변화시

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은 조직에

한 헌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규범에 한 압력을

어떻게받아들이고수행하느냐에따라종사자의태도

조직에 미치는 향은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즉 조직의 요구에 따라 극 으로 자신

의감정을변화시키려는노력을기울일경우에는직무소

진을 덜 지각하게 되고,이타주의와 양심행동과 같은 조

직시민행동을 보일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반면 조직의

요구에 따라 표 규범에 맞게 감정을 겉으로 표 할 지

라도 자신의 감정을 변화하지 않고 단순히 숨기거나 억

제할경우에는자신의감정과조직의요구감정간의차

이로 인해 스트 스를 지각하게 되고,따라서 직무소진

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아울러 조직을 한

자발 인 행동인 이타주의와 양심행동을 감소시키는 부

정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표면행 는조직시민행동에부정 인 향

을미칠것으로 단할수있다. 한내면행 와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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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표 은 조직시민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

고 단할 수 있다.

이와같은논의를통해다음과같은가설을설정하 다.

가설 Ⅰ 감정노동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1표면행 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부(-)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2내면행 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감정노동과 조직시민행동간 공감의 조절

효과

공감은고객의행동이나감정을이해하고경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고객과의 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정 부조화로 인한 조직에 한 부정 행동을 감소

시켜 다[36].고객에 한공감이높을수록고객과의감

정부조화를 최소화하여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증 된다.공감은 타인에

한 정 사고를 진시키고 이로 인해 고객에 한

자신의 행동변화를 야기 시키게 된다[37].

공감은 타인에 한 정 행동에 향을 미치는 주

요 원인이다[38].타인에 한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공

유하는 것으로서 타인을 이해하고 조력하려는 조직시민

행동의기 가된다[39].따라서공감은감정부조화를감

소하고조직시민행동을하고자하는동기를유발시키며,

이는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이타 동기에 의해

유발된다[40]. 한 공감은 타인을 찰하고 공감반응에

의해 리 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따라서 공

감은 타인의 어려움을 감소시켜주고자 하는 도움행 를

증가시킨다.고객에 한공감능력의향상은조직시민행

동을증진시켜감정부조화를최소화하게하여조직성과,

즉공격 행동의기회를감소 는억제하는효과를

래한다[41].

정서 공감은 고객이 경험하는 불만을 인지하고 이

것을 자신의 것처럼 경험하는 것으로 고객에 한 정

행동을증가시켜감정부조화의감소와조직성과의증

가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타인이자신에게불쾌한감정을표 하더라도

이에 한 공감은 부정 감정의 표 원인을 인지하여

이러한 감정을 공유하고자 한다.공감은 타인에 한

정 인지를 유지하도록 하거나,최소한 부정 인지를

완화시켜주어타인에 한 정 감정표 에따른심리

갈등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논의를바탕으로감정노동과조직시민행동

간 공감의 역할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Ⅱ 공감은 감정노동과 조직시민행동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가설 Ⅱ-1공감은 감정노동의 내면행 와 조직시민

행동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가설 Ⅱ-2공감은 감정노동의 표면행 와 조직시민

행동의 계를 조 할 것이다.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감정노동과 조직시민행동간 공감의 조 효과를 규명

하기 해 감정노동 요인 즉,내면행 와 표면행 를 독

립변수로 공감을 조 변수로 조직시민행동을 종속변수

로 설정하 다.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설문조사 방법으

로 자료를 수집하 다. 상은 시,충청남ㆍ북도 소

재병원의간호사들을 상으로하 으며,2012년10월5

일부터 동년 동월 30일까지 총 500부를 배포하여 355부

가 회수되어 응답률이 71.0% 다.회수된 설문지 응

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347부를 분석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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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

회수된 설문지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기 분석

과신뢰성검증을 한Cronbach‘sα계수,타당성분석을

한 요인분석, 계 조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가설

을 검증하 다.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을 보면,여성이 97.7%,남

성이 2.3%이며,학력은 문 졸 64.3%, 졸 30.0%,

학원졸5.8%,연령은25세이하17.0%,30세이하12.4%,

35세이하46.4%,36세이상24.2%,직 별로는일반간호

사72.9%,책임간호사19.3%,수간호사7.8%,근무년수는

1년19.6%,3년23.6%,5년31.4%,10년16.4%,10년이상

8.9%로 나타났다.

3.3 변수의 측정

감정노동은 실제로 느끼지 않은 정서를 가장하여 표

하는표면행 와조직이요구하는정서를실제로느끼

기 해 노력하는 내면행 로 본 연구에서는 Davis[41]

에 의해 개발되고 KrumlandGeddes[42],Brotherigde

andLee[43],Chu&Murrmann[44],한진환[5]이 이용한

감정노동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 상자가 이해하기 쉽도

록 수정하여 사용하 다.문항은 내면행 는 ‘나는 환자

에게 보여야만 하는 감정을 실제로 경험하기 하여 노

력한다’,‘환자들에게보여야만하는감정을내안에서만

들기 하여 노력한다’,‘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만

하는감정을실제로느끼기 하여노력한다’,‘내가환자

들에게 보여야만 하는 감정을 느끼기 하여 열심히 노

력한다’등의 네 개 설문문항으로 측정하 다.표면행

는 ‘나는 한 방식으로 환자를 상 하기 해서 연극

을하곤한다’,‘나는환자와 할때좋은기분인척한

다’,‘나는 환자와 할 때 “업무수행을 한 무 ”로

생각한다’,‘나는 내 업무를 하여 필요로 하는 감정을

가진 척한다’,‘나의 업무에 필요로 하는 감정을 보이기

하여가면을쓰기도한다’,‘내가느끼고있는감정과는

다른감정으로환자를 하기도한다’,‘환자를상 할때

거짓된 감정을 보이기도 한다’등의 일곱 개 설문문항을

“ 그 지 않다”를 1 ,“매우 그 다”를 7 으로 하

는 리커트 7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공감은 타인이 처한 상황에 부합하려는 정서 반응

으로타인의고통에 한배려,자비 상냥함의지각으

로 타인의 정서 상태나 조건을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

려는 정서 상태이다.따라서 공감은 고객의 감정을 진

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으로 정의한다.이

를측정하기 해서LaMonica[10]가설정한항목을기

로 본 연구에 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다.문항은

‘불만사항을인내심을가지고경청’,‘환자의부정 감정

을 수용한다’,‘불편사항을 환자의 입장에서 근하려고

한다’,‘환자가제기한문제해결노력’,‘환자의감정을편

견 없이 반 ’등의 5문항을 “ 그 지 않다”를 1 ,

“매우 그 다”를 7 으로 하는 리커트 7 척도를 사용

하여 측정하 다.

조직시민행동은 공식 보상체계에 의하여 직

는 명시 으로 인정되지 않는 임의 인 개인행동이며

총체 으로조직과동료를 한자발 인행동으로정의

된다[45].Podsakpff&Mackenzie[46]에 의해 개발되고,

Salami[31]에의해사용된설문문항을발췌하여본연구

에맞게수정하여사용하 다.문항은‘나는불편한환자

를기꺼이도와 다’,‘나는환자를돕는일에자발 으로

행동한다’,‘나는 사소한 문제에 해서도 불평하지 않는

다’,‘나는 환자들에게 의바르게 행동한다’등의 네 개

설문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그 지 않다"를 1

으로 "매우 그 다"를 7 으로 하는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Ⅳ. 실증분석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설문항목에 한 신뢰성 평가는 Cronbach'salpha를

산출하여 실시하 다.신뢰성분석에서 신뢰성을 하시

키는요인을제거한후최종항목수를기 로신뢰성계

수를산출하 다.신뢰성계수는<Table1>과같이내면

행 .742,표면행 .904,공감.825,조직시민행동.839로

모든 이론변수들이 .600이상으로 충분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itemN cronbach'sα

Deepacting

Surfaceacting

Empathy

Organizational

CitizenshipBehavior

4

7

5

4

.742

.904

.825

.839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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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분석은 탐색 요인분석의 방법으로 고유값

(eigenvalue)이 1이상 되는 요인의 개수를 악하고,요

인 재치가 .40이상이 되는 문항을 포함하 으며,직각

회 방식인 Varimax방식을 이용하여 복 재되거나

요인 재치가 .40미만인 항목과 공유치(communality)가

.30이하인 문항은 제거하고,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이

하나인경우와두개이상의요인에 재된문항은제거

하는 기 으로 실시하 다.변수에 한 탐색요인분석

결과감정노동을측정하여탐색 요인분석을실시한결

과 감정노동을 구성하는 요인은 2개로 분산 설명력이

62.016%로분석되었다. 한조 결과변수에 하여

측정한결과분산설명력이65.992%로분석되었다.따라

서 체단 의요인분석을실시한결과<Table2>와같

이 분산 설명력이 65.021%로 분석되었다.

Surface
acting OCB Deep

acting Empathy

Surface6 .840 -.054 .032 .204

Surface5 .834 -.003 -.059 .256

Surface3 .795 .011 -.072 .201

Surface7 .767 -.146 .016 .087

Surface4 .764 -.088 -.077 .107

Surface1 .719 .045 .028 .232

Surface2 .710 -.091 -.048 .017

Empathy4 -.087 .795 -.055 -.120

Empathy2 -.001 .762 .344 -.082

Empathy1 .029 .733 .382 -.052

Empathy5 .087 .659 .412 -.069

Empathy3 -.362 .644 .051 .179

OCB114 -.057 .107 .817 .129

OCB113 .014 .242 .804 .126

OCB112 -.052 .565 .640 -.050

OCB111 -.146 .531 .621 .019

Deep1 .126 .099 -.016 .809

Deep4 .363 -.064 .041 .696

Deep2 .241 -.255 .131 .615

Deep3 .480 -.039 .255 .536

eigenvalue 4.840 3.393 2.650 2.121

variance 24.200 16.965 13.251 10.605

comulative
variance 24.200 41.165 54.416 65.021

<Table 2> Validity Analysis Results 

4.2. 변수 간의 상관관계

가설을 검증하기 에 연구 요인들에 해서 서로의

방향과 계가어느정도인지를알아보기 하여상

계 계수를 계산한 결과 <Table3>과 같이 표면행 와

공감,조직시민행동간의 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상 계 계수가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상 계가

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연구단 들을한번에

두개씩추출하여상 계계수를계산한결과모든상

계 계수들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1보다 작

게 나타나 별 타당성이 입증되었다[43].

Deepacting Surface
acting Empathy OCB

mean 2.7385 2.1676 4.2824 4.2442

SD 1.2197 1.0422 1.1785 1.1146

Deepacting 1 　 　 　

Surface
acting .545** 1 　 　

Empathy -.103* -.162* 1 　

OCB .084 -.106 .657** 1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 Correlations 

4.3 가설검증

감정노동과 조직시민행동간 공감의 조 효과를 검증

하기 하여 계 조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분석

방법은 1단계에서는 조직시민행동에 하여 통제변수만

을 투입하 다.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감정노동을 추

가하고,3단계에서는조 변수인공감을,4단계에서는독

립변수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 다.조 효

과검증은독립변수와조 변수를동시에투입하여나타

난3단계회귀식의R²과4단계에서독립변수와조 변수

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증가한 R²(ΔR²)를

비교하여통계 으로유의하면,조 효과가있는것으로

보았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가설 Ⅰ을 검증한 결과(Table4-model2)감정

노동의내면행 가조직시민행동에정(+)의 향을미치

며(β=.192,p<0.01),표면행 가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향을 미치는(β=-.278,p<0.01)것으로 나타났다.R²=

.085로 조직시민행동에 감정노동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

이.085이다.F값은자유도(8,346)에서3.902으로계산되

며,추정된 회귀분석모형의 p-value는 p<0.01로 나타나

본회귀분석모형의 반 인유의성이높은것으로나타

났다.따라서 감정노동이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Ⅰ은 채택되었다.이러한 결과는 Grandey

(2003)와 정무 등(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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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rganizationalcitizenshipbehavior

model1 mode2 mode3 mode4

B t B t B t B t

constant5.052 7.2125.1447.321 1.853 3.2582.6324.061

sex -.239-.601-.082-.208 .139 .470 .133 .452

married -.145-.656-.254-1.161-.134-.814-.159-.962

age -.043-.484-.011-.131-.030-.446-.029-.445

education-.017-.162-.003-.028-.044-.557-.030-.380

tenure -.159
-2.614

**
-.206

-3.402

**
-.125

-2.724

**
-.119

-2.592

**

position .140 1.433 .123 1.279 .053 .725 .064 .877

deep

(a)
.192

3.310

**
.199

4.549

**
-.134-.876

Surface

(b)
-.278

-4.024

**
-.153

-2.911

**
-.138-.788

Empathy

(c)
.610

16.011

**
.414

4.387

**

aXc .0792.274*

bXc .001 .028

F 2.128* 3.902** 34.575** 29.278**

R² .036 .085 .480 .490

ΔR² .049 .395 .01

<Table 4> Results of 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p<0,05,**p<0.01.

둘째,가설Ⅱ를검증한결과(Table4-model3,4)공감

이조직시민행동(β=.610,p<0.01)에유의한 향을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내면행 와 공감의 상호작용항(β=

.079,p<0.01)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표면행 와공감의상호작용

항(β=.001,p>0.05)은조직시민행동에유의한 향을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 효과 분석을 해

조직시민행동에 해통제변수,독립변수,조 변수를투

입한후,독립변수와조 변수의상호작용항을추가함으

로써증가한R²값은.01(p<0.05)로유의하게증가한것

으로나타났다.따라서공감은감정노동과조직시민행동

간조 효과가있을것이라는가설Ⅱ는부분 으로채택

되었다.

가설Ⅰ과Ⅱ의검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첫

째,가설 Ⅰ의 가설Ⅰ-1채택,가설 Ⅰ-2채택,둘째,가

설 Ⅱ의 가설 Ⅱ-1채택,가설 Ⅱ-2기각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들이 고객과 공감하게 되면 고

객과동일한정서상태에이르게되어상 를잘이해할

수있게됨으로서감정부조화의수 을감소시키고 정

직무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감정노동의내면행 가조직시민행동에정(+)의

향을 미치며,표면행 는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정노동의 내면행 는

정 향을,표면행 는 부정 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따라서 정 결과를

해서는 표면행 를 일 수 있는 리가 필요하며,내면

행 를 높일 수 있도록 조직차원의 많은 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공감이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향을 미치며,

내면행 와 공감의 상호작용항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표면행

와 공감의 상호작용항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는 서비스

종사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 조직시민행동 즉 이타

행 를 유발하기 해서는 상에 해 나와 동일한 인

간임을 알려주는 배려차원의 교육이 모두에게 이루어져

야 함을 의미한다[26].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시사 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감정노동 수행과정에서 표면행 보다는 내면행

방식의 감정노동을 고양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해서는구성원들에게체계 인교육훈련과공식 ,비공

식 조직사회화를 통해 조직의 감정표 규칙을 수용하

도록하여야하며,이를자신의가치로내면화시키는것

이 필요하다 하겠다.이와 더불어 조직에서 지향하는 감

정표 의규범이조직의핵심가치와 통으로자리잡을

수있도록조직문화를창출하고정착시키는노력도필요

하다 할 것이다[5][48].

둘째,내면행 의 정 효과는 공감을 바탕으로 더

욱 강화된다는 이다.따라서 조직과 구성원간의 계

형성은조직내 정 분 기뿐만아니라실제성과까지

도유발하게돈다.본연구에서와같은병원혹은서비스

업종에서의 집단 내 리더와 종업원간의 계 형성은 매

우 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연구 상이 시와 충청남ㆍ북도지역의 병원

에서근무하는간호사들을주된연구표본으로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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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다.따라서 상황 특이성이 찰 될 수 있기 때

문에향후에는보다다양한업무 산업으로확장된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본연구에서는표면행 와조직시민행동간의

계에서공감의조 효과가유의하지않은결과로나타났

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면행 에 한 부정 결

과를 일수있는조 변인을찾는연구가필요할것이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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