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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국 민간인 산업노동조합연맹(2011)의 따르

면, 서비스 종사자 3,096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후유증을 실태 조사한 결과, 우울증 증세가 응답

자의 26.6%, 고객관련 탈진이 응답자의 47.34%,

육체 피로를 의미하는 일반 탈진이 응답자의

54.34%로 나타났다(정태욱, 윤종군 2013). 서비스

종사자들 특히,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서비스접점

에서 활동하는 판매원들은 대체로 고객과의 접

촉빈도가 높고 고객과의 대면시간이 길다는 서

비스의 특성 때문에 우울증과 같은 감정노동 증

세를 보이고 있다(정태욱, 윤종군 2013).

종업원의 행동과 생산성은 종업원이 품고 있

는 정서나 표현된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다(홍용기 2008). 즉, 서비스접점에서 활동하는

판매원은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사제품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도구로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따라서 서비스접점에서 활동하

는 종업원의 표정이나 행동은 곧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적 서비스가 중요한 소

매업에서 판매원의 정서적 문제 특히, 심리적 안

녕감은 기업관리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선행연구는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요인을 크게

조직차원과 개인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원의 영향요인에 초

점을 둔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조직차원에서 심

리적 안녕감의 영향요인들을 발견하고자 노력하

였는데, 이에 대해 Berg, Wrzesniewski, and

Dutton(2010)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은 조직차

원의 영향요인들 때문이 아니라 종업원 스스로

의 마음과 행동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였고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Hart and Cotton(2003)은 종업원의

정신적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개인의 정서와 관련된 성격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Hart,

Griffin, and Norris(1999)는 정서적 특징이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의 결정요인임을 발견하였다. 따

라서 종업원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조직차원의 개입보다는 개인특성에 기

반을 둔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개인특성과 관련된 두 가

지 중요한 요소인 판매원의 성격과 감사성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성격은 인적자원관리의 최우선과제이자 시작

점이고(박미선, 신홍철 2011), 다양한 시간과 상

황에 걸쳐 형성되는 특징적인 사고, 감정 및 행

동양식이다(Pervin and John, 1996). 내부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성격에 대한 종업원 개인의 차이

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격과

개인의 행동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Hellriegel and Slocum 2007). 대표적인 성격이

론으로 특성(trait)이론을 들 수가 있는데, 특성은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적이고

지속적으로 차이 나게 하는 방식이다(Guilford

1959). McCrae (2002), Keyes, Shmotkin and

Ryff(2002)는 개인의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이 강

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심리적 안녕감의 예

측요인으로서 성격은 매우 안정적이고 설명력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감사성향은 감사를 경험하기 쉬운 성향

(Watkins, Stone, and Kolts 2003)이다. 감사성향

이 높은 사람들은 좀 더 자주 강하게 감사를 느

끼고 사회적 환경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관점

을 갖고 있으며 생산적인 대응전략을 이용하고

좀 더 긍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McCullough,

Emmons and Tsang 2002). 이러한 감사성향의

특성은 서비스접점에서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느

끼며 활동하는 판매원들의 좌절감과 같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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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감정을 감소시키면서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과 감사성향은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판

단하고 그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

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판매원 개인특성

의 두 요소인 성격과 감사성향이 심리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둘째, 판매원의

심리적 안녕감이 친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판매원의 성격과 감사

성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

력을 비교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사

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

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Ryff 1989), 개

인이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있는 정도가 삶의 질

을 대표한다는 주관적 안녕감(Diener 1984)과는

구별된다.

Ryff(1989)와 Ryff and Keyes(1995)는 인간의

삶의 질은 단지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성요소로 자기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의 성장, 삶의 목적, 환경

지배력, 자율성을 제시하였다. 즉, 심리적 안녕감

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스스로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것

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

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환경에 대한 통

제감을 가지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문정리, 최연실 2014; Ryff 1989). 이 개념은 직

무만족 또는 내부만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직

무만족은 각 개인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

험하게 되는 좋고 나쁨의 총화 또는 이런 감정

의 기인되는 태도이다(Smith 1977).

변상우, 이향숙(2013) 또한 직무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가치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감정적인 형태라고 정의

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만족이란 직무에서 긍정

적 결과가 제시될 때 발생되는 긍정적 정서로

긍정적 결과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주관적 안녕

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심리적 안녕감과는 구별

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심리학에서처럼 단순히 개인의 주관

점 안녕감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생활 가

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안녕감을 측정하고자 한

다. 일터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과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삶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

다. 이러한 직장에서의 안녕감은 개인에게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 보다는 사회구

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의미하는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것이 마케팅 관점에서는 보다 의미 있

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판매원의 개인적 특

성인 성격과 감사성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심리적 안녕감의 선행요인 1: 성격

성격이란 일반적으로 타고난 소질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가운데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경향성의

복합적인 산물로서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을

특징짓는 비교적 일관성 있고 독특한 행동양식

과 사고방식을 나타낸다(정민, 노안영 2008;

Atchley 1980). 성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인 특성이론에서 특성(trait)은 개인을 다른 사람

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적이고 지속적인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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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Guilford 1959). 특성이론의 대표자인

Costa and McCrae(1998)은 선행연구를 통해 성

격이 5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제시하였

는데 외향성, 신경증(정서적 불안정성), 친화성

(원만성), 성실성, 개방성이다.

외향성(extraversion)은 대인간의 온정과 사교

성 및 주장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교제하길 원하고 타인의 관

심을 끌려는 정도를 나타낸다. 외향성이 높은 사

람은 사교적이고 모임을 좋아하며 적극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다.

신경증(neuroticism)은 정서적 불안정, 민감성,

피로감 등의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정서를 경험하

는 경향성으로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걱정이 많고

늘 긴장하며 불안하고 우울 및 의기소침하다. 이

러한 신경증은 자신의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며,

스트레스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하는 성향이다.

친화성(agreeableness)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

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친화

성이 높은 사람은 정중하고 협조적이고 관대하

고 양보심이 많고 이타적인 특성을 가진다.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성취에 대한 개

인의 성실한 정도를 나타내며,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을 잘 지키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성실

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목표

달성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서 일하고 책임감

이 강하고 목적지향적이다.

개방성(openness)은 지적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로 새로운 생각과 경험에 대한 접

근이나 수용성을 의미한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

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

고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고 지적으로 민감한 경

향성을 보인다.

McCrae(2002)와 Keyes, Shmotkin and Ryff

(2002)는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이 강한 상관관계

를 갖고 있는데 심리적 안녕감의 예측요인으로

서 성격은 매우 안정적이고 설명력이 높음을 확

인하였다. Costa와 McCrae(1992)는 성격5요인 모

델과 정서의 방향성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외향

성은 긍정적인 정서와 신경증은 부정적인 정서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Shumutte

and Ryff(1997)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격 5요인

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항목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외향성과 성실성은 자기수용, 환

경통제력, 삶의 목적과 정의 영향관계가 있고 신

경증은 부의 관계가 있으며, 개방성은 개인의 성

장과 정의 관계가 있고, 친화성은 타인과의 관계

와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bbott, Croudace, Kun, Richards, and

Huppent(2008)는 외향성을 지닌 여성들이 심리

적 안녕감이 높으며 신경증은 심리적 안녕감과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아냈다. Grand, Langan-

Fox, and Anglim(2009)는 외향성, 신경증, 성실

성이 심리적 안녕감과 유사한 상관관계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DeNeve and Cooper(1998)는 외

향성과 삶의 만족도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신경

정은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이인혜(1997) 또한 심리적 안녕감이 외향성과 정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신경증은 부의 상관관계

를 가진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볼 때, 개인의 성격은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판매원의 성격 5요인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a : 판매원의 외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 판매원의 신경증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c : 판매원의 친화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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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d : 판매원의 성실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e : 판매원의 개방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심리적 안녕감의 선행요인 2: 감사성향

감사(gratitude)는 다른 사람이 가치 있는 것

을 줬을 때나 주고자 할 때 개인이 느끼는 긍정

적 감정이다(McCullough, Tsang, and Emmons

2004). Lazarus and Lazarus(1994)는 자신의 삶

에서 호의적인 상황을 만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의 노력에 공감하는 공감적 정

서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이 친사회적인 대우

를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느끼게 되는 감정

으로 이를 통해 친사회적인 행동 및 도덕적인

행동을 수행하도록 동기화되는 도덕적 정서

(McCullough et al., 2002)이다. 따라서 감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상대

를 존중하며 귀하에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관계 안에서 긍정적 순환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게 한다(문정리, 최연실 2014). 감사성향

(gratitude disposition)은 감사를 경험하기 쉬운

성향(Watkins et al., 2003)으로 비교적 지속적이

고 안정적인 정서적 특징이다.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감사의 식역수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낮기 때문에(Rosenberg 1989)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더 자주, 더 강렬하게 경험

하고 한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할 대상들이 많다

(McCullough et al., 2002). 즉,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타인의 작은 호의

에도 감사를 느끼고 다른 사람의 이타적인 행동

에 대해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감사를 느낀다.

많은 연구들은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삶에 대

한 만족이나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McCullough 등 (2002)은 감사성향

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와 삶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고 낙관적이며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거의 부정적 사건의 영향이 덜 지속적이어서,

우울이나 근심, 질투심을 덜 경험하는 것을 발견

하였다.

Emmons and McCullough(2003)은 감사가 심

리적 안녕감의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고 Wood,

Joseph, and Maltby(2009)는 감사가 심리적 안녕

감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감사

가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

유리(2012)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사성향이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감사는 삶에서 즐거움과

긍정적인 것을 다시 경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Sheldon and Lyubomirsky, 2006)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기분 좋은 일이나 지난 사건을 쉽

게 회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성향이 높은 사

람은 감사의 횟수가 빈번하고 간단한 즐거움이

나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해 한다. 이렇게 감사한

일을 쉽게 회상하는 것은 다양한 스트레스나 직

면하는 과제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게 한다

(Emmons and McCullough 2003).

감사는 긍정적으로 편향된 감정이고 긍정적 감

정의 습관적 경험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 긍정적

감정의 빈번한 경험은 부정적 정서를 쾌락적 긍정

적 정서로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고 이는 더 큰

만족을 이끈다(Sheldon and Lyubomirsky 2006).

예를 들어, 판매원의 성과가 낮더라도, 과거의

성과가 좋았던 경험을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은

판매원이 그런 실망스러운 결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면서 부

정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감사성향이 높은 판매원은 자신의 직무나

상황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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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게 함으로써 스트

레스와 좌절감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서비

스접점에서 활동하는 판매원들은 고객과의 접촉

빈도가 높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가 존재한다. 감

사성향이 높은 판매원은 이것을 직무스트레스로

여기기보다는 많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준

것에 대한 보람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

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판매원의 감사성향은 부

정적 정서를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 판매원의 감사성향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심리적 안녕감의 결과요인: 친소비자

행동

친소비자행동은 서비스기업의 종업원들이 자

신에게 주어진 업무이외에 그것이 업무와 직접

적으로 연계는 되지는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수

행하는 것이 고객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시민행동과 유사한 의미이

다(김재영, 한동철 2000). 서비스기업의 종업원

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접점에서 활동하는 판매

원은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사제품에 대

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도구로서 중요한 위

치에 놓여있다. 따라서 판매원은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제하고 조직의 감정표현 규범에 의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감정노동을 경

험하고 있다(Holman, Chissick, and Totterdell,

2002).

고객과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판매원은 자신의 정서적 및 신체

적 자원을 끊임없이 소모하기 때문에 이들의 직

무스트레스는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판매원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불안한 심리적 상태

는 그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접점에서 활동하는 판매원의 심리적 안녕

감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연구들은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Wright and Cropanzano(2000)는 행복한 작업자

가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는

데, 여기서는 행복을 심리적 안녕감으로 조작화

하였다.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접점에서

활동하는 판매원의 행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그런 측면에서 행동에 근거를 둔 직무성과는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Knight, Kim and

Crutsinger 2007). 즉,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판

매원일수록 더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

객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며 자발적인 도움행동

을 제공하면서 그들과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것이다. McCullough et al.,(2002)

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종업원이 타인

에게 이타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

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심

리적으로 안녕한 판매원은 자신의 기본적인 역

할뿐만 아니라 고객의 문제해결을 위해 역할이

외의 도움행동까지도 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

였다.

H3: 판매원의 심리적 안녕감은 친소비자행동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래의 <그림 1>은 이러한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연구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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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성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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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

+
-
+

+

+
+

+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

해 필요한 자료를 설문조사로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마트나 백화점 등의 서비스접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판매원들로 선정하였다. 특히,

조직생활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하고 이것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직장생활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1

년 이상의 경력직으로 선정하였다. 총 250부를

배포해서 불성실한 응답 12부를 제외한 238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근무 연수 직위 종교

남자

107명(45%)

여자

131명(55%)

20대 121(51%)

30대 48명(20%)

40대 48명(20%)

50대 이상

21명(9%)

고졸 100명(42%)

대졸 124명(52%)

대졸이상

14명(6%)

1~2년 62명(26%)
2~3년 74명(31%)
3~5년 52명(22%)
5~10년 36명(15%)
10년 이상 14명(6%)

사원 152명(64%)

매니저급 62명(26%)

대리 12명(5%)

과장 10명(4%)

차장이상 2명(1%)

기독교 37명(15%)

불교 64명(27%)

무교 121명(51%)

기타 16명(7%)

계 238명

2. 변수의 측정

개인의 성격 5요인은 Costa and McCrae

(1998)의 연구와 정민, 노안영 (2008)의 연구를

이용하여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각 요인의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외향성은 4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는

데 구체적인 항목의 예로는 “나는 다른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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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기 좋아하는 편이다”와 “나는 사교적이고

친근감을 주는 편이다”이다. 신경증은 4개의 항목

으로 측정하였는데 구체적인 항목의 예로는 “나는

자주 긴장하고 예민한 편이다”와 “나는 쉽게 포기

하는 편이다”이다. 친화성은 4개의 항목으로 측정

하였는데 구체적인 항목의 예로는 “나는 쉽게 의

존하는 편이다”와 “나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편이

다”이다. 성실성은 4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는데

구체적인 항목의 예로는 “나는 맡은 바 임무를 확

실히 처리하는 편이다”와 “나는 설정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노력한다”이다. 그리고 개방성은 4개

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는데 구체적인 항목의 예로

는 “나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와 “나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이다.

감사성향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감사의 감정

을 얼마나 빈번하고 강하게 감사하는지를 의미하

는 것으로서 McCullough et al.(2002)이 제시한

GQ-6을 총 4문항의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구체적인 항목의 예로는 ‘내 삶에는 감사할

거리들이 많다’,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세상을 둘러볼 때, 감사할 것들이 별로

없다(R)’,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만난 사람, 사건,

상황들에 고마움을 느낀다’ 등이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느끼는 인생 전체에

대한 목표와 목적, 성장과 발전, 행복이나 만족

의 정도를 의미한다(Ryff, 1989). 본 연구에서는

Dagenais-Desmarais and Savoie(2012)의 연구에

서 개발한 것으로서 조직에 적용가능한 판매원의

심리적 안녕감의 척도인 PWBW(psychological

well-being at work)를 이용하였다. 총 10개의

항목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구체적

인 항목의 예로는 ‘나는 함께 일할 사람들을 소

중히 여긴다’, ‘나는 내 일에 도전하고 싶다’, ‘나

는 내 직장에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즐긴다’,

‘나는 내일에서 의미를 찾는다’ 등이 있다.

친소비자행동은 판매원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

인 역할 이외에 고객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수행하

는 바람직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Posdakoff

and Mackenzie(1995)와 김재영과 한동철(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4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의 예로는 ‘나는

고객에게 친절한 행동을 한다’, ‘나는 고객에게

자발적 도움을 주려고 한다’, ‘나는 소비자를 존

중하고자 한다’ 등이 있다.

Ⅳ. 가설검증

1. 신뢰성 및 타당성의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측정항목들에 대해 신뢰

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신뢰성은 Cronbach’α

의 값을 이용하여 내적일관성을 점검하였다. 각

요인의 Cronbach'α가 모두 .7을 초과하고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타당성은 탐색적 요인분석

통해 검증하였다.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고 직교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8개 요인 모

두의 고유치가 1 이상이고 요인적재량도 .5를 넘

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8개 요인은

총분산의 79.626%를 설명하고 있어 개념타당성

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뢰

성을 저해하거나 요인적재량이 .5 미만인 항목

(성실성 2항목, 친화성 1항목, 심리적 안녕감 2항

목)이 제거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친 측정항목에 대해 집

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연구 단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적합도 평가 결과, X2=813.50(df=467), p=.000,

NFI=.85, CFI=.91, IFI=.91, GFI=.90, AGFI=.86,

RMSEA=.060로 대부분의 지수들이 적합도를 충

족하거나 기준을 거의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성개념의 신뢰도는 .7 이상으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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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분산추출(AVE) 모두 .5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측정항목의 t 값이 모두 2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Bagozzi and Yi, 1988). 95%의 신뢰구간

에서 [상관관계±(2*표준오차)]로 계산하여 그 값

이 ‘1’을 포함하지 않으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

으로 본다(Anderson and Gerbing, 1988). 검증

결과 .205∼.645로 분포되어 있어 ‘1’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판별타당성도

확보되었다. <표 2>는 신뢰성과 타당성의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표 3>은 변수간의 상관관계

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요인

(Cronbach’α)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 estimate S.E. t-value 개념신뢰도 AVE

심리적

안녕감

.959

x1 .897

8.793 20.585

.86 .06 14.00

.697 .648

x2 .882 .82 .06 12.94

x3 .863 .89 .06 14.70

x4 .861 .88 .06 14.50

x5 .832 .91 .06 15.14

x6 .820 .84 .06 13.46

x7 .794 .81 .06 12.67

x8 .768 .76 .07 11.60

친소비자행

동

.971

x9 .817

3.909 11.844

.94 .06 16.30

.838 .825
x10 .816 .93 .06 16.00

x11 .788 .97 .06 16.99

x12 .782 .97 .06 17.02

감사성향

.890

x13 .803

3.467 10.505

.69 10.11

.869 .626
x14 .794 .81 .06 12.49

x15 .764 .94 .06 15.58

x16 .737 .86 .06 13.56

외향성

.874

x17 .833

3.383 10.253

.81 .07 12.34

.846 .580
x18 .823 .80 .07 11.99

x19 .781 .87 .06 13.55

x20 .704 .70 .07 10.11

개방성

.824

x21 .771

2.691 8.155

.83 .07 12.49

.805 .516
x22 .758 .50 .07 6.71

x23 .693 .83 .07 12.69

x24 .565 .80 .07 11.88

신경증

.795

x25 .857

2.668 8.086

.63 .07 8.47

.773 .467
x26 .799 .57 .07 7.48

x27 .771 .73 .07 10.08

x28 .695 .89 .07 12.64

성실성

.848

x29 .661

1.754 5.317

.78 .07 11.52

.818 .600x30 .618 .84 .07 12.92

x31 .553 .81 .07 12.18

친화성

.715

x32 .730
1.611 4.881

.78 .07 10.44
.678 .513

x33 .578 .72 .07 9.72

X2=813.50(df=467), p=.000, NFI=.85, CFI=.91, IFI=.91, GFI=.90, AGFI=.86, RMSEA=.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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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간의 상관관계

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감사성향 심리적 안녕감 친소비자행동

외향성 1

신경증 -.255 1

친화성 .255 -.025 1

성실성 .492 -.166 .594 1

개방성 .349 -.004 .520 .577 1

감사성향 .139 -.03 .445 .612 .349 1

심리적

안녕감
.445 -.359 .360 .552 .294 .439 1

친소비자행동 .288 -.055 .356 .354 .243 .302 .315 1

한편, 선행연구(e.g. McCullough et al. 2002)

는 개인의 성격과 감사성향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성격 5

요인과 감사성향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

과, Durbin-Watson이 2.628, 공차한계는 .405~ 
.945 그리고 VIF가 1.059~2.468로 나타나 독립변
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2. 가설검증 결과

2.1 주가설의 검증

가설1은 판매원의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

계에 관한 가설이다. 검증 결과, 판매원의 외향

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경로계수=.23, t-value=3.51). 신경증

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25, t-value=-4.49).

친화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073, t-value=1.04).

성실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23, t-value= 2.52).

개방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042, t-value=.61).

요컨대, 외향성과 성실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신경증은 부의 영향을 미치

지만, 친화성과 개방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화성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

으로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 타인에게 잘 양보하

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진심에

의한 것이기 보다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었다면 이것은 오히려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

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방성은 지적자극, 변

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로 새로운 생각과 경

험에 대한 접근이나 수용성으로 이는 개인의 주

관적 안녕감과 관련 깊은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가설1은 부분 지지되었다.

가설2는 판매원의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감

의 관계에 관한 가설이다. 검증 결과, 판매원의

감사성향은 심리적 안녕감은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24, t-value=3.40).

따라서 가설2는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업

원의 개인특성인 성격처럼 심리적 안녕감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가설3은 판매원의 심리적 안녕감과 친소비자

행동의 관계에 관한 가설이다. 검증 결과, 심리

적 안녕감은 친소비자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32, t-value=4.61).

이러한 연구결과는 판매원의 심리적 안녕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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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친소비자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4>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표 4> 가설검증 결과

가설 제안경로 경로계수 t-value 표준오차 채택여부

H1a 외향성→심리적 안녕감 .23 3.51 .065 지지

H1b 신경증→심리적 안녕감 -.25 -4.49 .056 지지

H1c 친화성→심리적 안녕감 .073 1.04 .070 기각

H1d 성실성→심리적 안녕감 .23 2.52 .092 지지

H1e 개방성→심리적 안녕감 .042 0.61 .071 기각

H2 감사성향→심리적 안녕감 .24 3.40 .057 지지

H3 심리적 안녕감→친소비자행동 .32 4.61 .068 지지

적합도 X2=22.37, p=.0010, NFI=.95, NNFI=.34, CFI=.96, IFI=.97, RMR=.068, GF =.97, AGFI=.84

2.2 성격과 감사성향의 상대적 영향 비교

여러 선행연구들은 성격 5요인과 감사성향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McCullough et al.

(2002)은 감사성향이 외향성과 원만성과는 정의

관계가 있고 신경증(정서적 민감성)과는 부의 관

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간의 인과관계를 검

증한 결과, 감사성향에 대한 외향성, 원만성, 신

경질증의 설명력이 40~45%로 나타났다. 이는 감
사성향이 성격 5요인과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

관계이고 또한 구별되는 변수임을 의미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과 감사성향이 독

립적인 변수로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

적인 영향력을 규명해보았다.

마케팅 관점에서 판매원의 감사성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연구가 없

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과 감사성향을 비교

한 연구도 전혀 없다. 하지만 양자의 상대적인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요인이 판매원의

심리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는 것은 판매원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켜

야 되는 기업관리자의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

는 주제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

적 안녕감에 대한 두 선행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을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 각 경로계수를

free로 두 모형과 동일하다고 둔 모형간의 X2값

의 비교하였다. 검증 결과, X2값의 차이가 54.44

(△df=2)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신경증

이고 그 다음으로 외향성보다 큰 차이는 아니지

만 감사성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서비스접점에서

활동하는 판매원이 심리적 안녕감을 누리게 하

는 것은 기업관리자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과

제이다. 본 연구는 판매원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

상 또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개인의 성격

과 감사성향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성격 5요인에서, 판매원의 외향

성과 성실성은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외향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

적인 상호작용과 관련한다. 사회 속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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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대인관계일 때 주변동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

한다. 성실성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

준히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이다. 이러한

태도는 목표달성의 관계없이 그 자체로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최

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를 덜 하게 되고 그러

한 과정에서 우울감이나 좌절이 감소되고 심리

적으로 안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신경증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예민하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성향은 불안한 심리를 이끌

게 되는 것이다. 한편, 친화성은 타인과 편안하

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인에게 정중하고 협조적이고 관대하고 이타적이

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를 유지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

거나 양보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방

성은 새로운 활동이나 변화를 쉽게 수용과 관련

된 성격으로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고 지적으로

민감한 이러한 성향은 심리적 안녕감 보다는 각

성 또는 환기상태로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친화성과 개방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의 행

동은 개인이 환경에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독

특한 방식인 성격과 학습을 통해 형성되어 잠재

해 있다가 주위환경이나 상황이 적합하게 되면

밖으로 표출되는 욕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이

인혜 1997). 서비스접점에서 활동하는 종업원은

많은 고객과의 대면접촉에 지칠 수 있고 감정노

동에 따른 많은 정신적 및 신체적 에너지를 소

모하게 된다. 그렇지만 사람과의 만남을 좋아하

거나 신경증이 낮은 종업원은 이런 직무스트레

스를 조금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

높은 성과를 가져오는 유능한 서비스종업원은

오늘날 서비스기업에 경쟁우위를 제공한다(전희

원, 정혜옥 2010). 유능함은 직무관련 스킬이나

능력을 겸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무와의 적

합성 또한 관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관리

자는 종업원의 직무를 할당할 때 직무관련능력

을 평가하는 것과 함께 개인의 성향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판매원의 감사성향은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성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임을 의미한다. 마케팅 분야에서 감사에 대

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이다. 본 연구는 내부마

케팅관점에서 판매원이나 종업원의 개인특성으

로 감사성향에 관심을 둬야 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성향으로 성격만을 고

려한 선행연구를 보다 발전시킨 연구라 볼 수

있다.

셋째, 판매원의 심리적 안녕감은 친소비자행동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날 소비자들은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요

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업원의 기본역할을 당

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기본역할 이외의

추가적인 활동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서비스기업에서 친소비자

행동은 서비스품질 자체에 연결되므로 종업원이

친소비자행동을 하도록 동기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김재영, 한동철 2000). 즉, 친소비자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안녕감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접점에서 활동하

는 종업원의 정서적 문제는 오늘날 기업관리자

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런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심

리적 부 즉, 심리적 안녕감을 개발하는 것이 중

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판매원의 심

리적 안녕감이 친소비자행동처럼 결과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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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넷째, 판매원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개인의

성격과 감사성향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

본 결과, 신경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

음으로 외향성과 감사성향, 성실성 순으로 나타

났다. 선행연구는 개인의 성격만을 다루고 있으

나 본 연구는 감사성향 또한 개인의 성격과 비

슷한 수준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요

인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탈, 분리 전

략 보다는 접근에 의한 대응전략을 사용하고 세

상을 좀 더 기쁜 곳으로 바라보고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Adler and

Fagley 2005). 본 연구의 결과는 고객과의 빈번

한 상호작용으로 부정적인 심리적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판매원들로 하여금 긍정적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업무관련 훈련도 중요하지

만 개인의 성향을 개발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 연구방향

본 연구는 시사점과 함께 다음의 한계점도 지

닌다.

첫째, 판매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크게 조직차원의 요인과 개인차원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

차원의 요인만 다루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

직차원의 요인과 개인차원의 요인을 함께 연구

해본다면 판매원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포괄

적인 이해와 더 많은 시사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접점에서 활동하는

판매원으로서 마트나 백화점의 종사원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고객과의 접촉빈도에

따라 조직차원의 요인과 개인차원의 요인이 미

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

어, 고객과의 접촉빈도가 낮은 서비스업에서는

대면접촉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나 감정노동이

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

를 서비스업종별로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심리적 안녕감의 결과로 친소

비자행동을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는 연구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내부고객에 대한 행동과 외부고객에 대한 행동

으로 구분해 본다면 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감사성향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지만 감사의 기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

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

후의 연구에서는 감사의 기분을 증진시킬 수 있

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Emmons and McCullough(2003)는 감사일

지를 작성하는 집단이 일상적 일을 기록하는 집

단보다 타인의 개인적 문제를 도와주거나 정서

적 지지행동을 보여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확인하였다. 서비스기업에서는 판매원이 규칙적

으로 자기가 받은 혜택을 자각해보는 것을 습관

화하거나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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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ersonality and Grateful Disposition Effect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rosocial Behavior†

Cho, Sang-Lee
*
․Kang, Myong-Ju

**

This study examines influences of personality and grateful disposi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service encounter. The results follower like these.

First, extroversion, conscientiousness, and grateful disposi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neuroticism has a negative effect.

Second, psychological well-being has a positive effect on prosocial behavior. Lastly, we compared

the effects personality and grateful disposi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neuroticism has the

most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followed by grateful disposition and extroversion. It

means grateful disposition can enhances psychological well-being as such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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