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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지각된 고객관련 스트레스요인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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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서비스직 종사자의 두 가지 감정노동 략(표면행동, 내면행동)이 직무소진  지각된 고객 련 스트 스요

인(CSS)에 미치는 상이한 향과 그러한 향 과정에서 지각된 CSS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고자 진행되었다. 표 인 감정노

동 직무라 할 수 있는 호텔서비스직 종사자를 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568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에서 표면행동은 지각된 CSS와 직무소진을 증가시키고(H1지지), 표면행동과 직무소진의 계에서 지각된 CSS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3지지). 한편, 내면행동은 직무소진을 감소시켰으나 지각된 CSS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로인해 내면행동과 직무소진의 계에서 지각된 CSS의 매개역할 한 지지되지 않았다(H2부분지지, 

H4기각). 결과 으로, 지각된 CSS와 직무소진을 모두 증가시키는 표면행동과 달리 내면행동의 경우 지각된 CSS를 증가시키

지 않으면서 동시에 직무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 감정노동 략에 한 상이한 근의 필요성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   제한 을 논의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differential influences of two emotional labor strategies on 
perceived CSS and burnout, and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CSS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 total of 568 hotel service employees who worked in various service
job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 indicated that surface acting had a positive influence on perceived CSS 
and burnout, and perceived CSS performed a mediating role between surface acting and burnout. In addition, deep 
acting had a negative effect on burnout but no effect on perceived CSS. As a result, deep acting reduced burnout
without increasing perceived CSS, unlike surface act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two emotional labor strategies 
need to be treated differently.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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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감정노동에 한 기 연구들은 부분 감정노동의 

개념화  감정노동의 원인과 결과에 한 연구로 진행

되어 왔다. 특히 감정노동의 원인으로 부정정서와 같은 

종업원의 특성이나 표 규칙과 같은 직무의 특성이 주로 

다 져 왔다[1,2]. 하지만, 감정노동이란 종업원 개인특성

이나 직무특성 이외에도 감정노동자가 직  마주하게 되

는 고객과 한 련성을 지닌다[3,4]. 따라서 고객으로

부터 느끼는 스트 스는 감정노동 연구에서 주요한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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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 질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상 으로 최

근에서야 심을 받기 시작했다[4]. 

감정노동 상황에서 고객은 주로 감정노동의 원인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감정노동자가 고객에 해 느끼는 

스트 스는 감정노동의 결과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감정

노동 수행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가

에 따라 고객에 한 스트 스 지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감정노동의 두 가지 략(표면

행동, 내면행동)의 결과에 해서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

과를 보여주었는데, 표면행동의 경우 부분의 연구에서 

직무소진을 증가시키지만, 내면행동이 경우에는 직무소

진을 감소시키거나 오히려 직무열의를 증가시킨다는 연

구도 보고된 바 있다[5-7]. 

이 듯 고객 련 스트 스가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

하는 결과이고 한 감정노동의 두 가지 략이 고객

련 스트 스(Customer-related Social Stressor, CSS)  

직무소진(burnout)에 상이한 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감

정노동 략  표면행동이 왜 직무소진을 증가시키고, 

내면행동은 왜 직무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해 

‘지각된 CSS’을 바탕으로 경험  검증을 수행할 필요성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정노동 략이 지각된 CSS와 직

무소진에 상이한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첫째, 감정

노동의 두 가지 략이 지각된 CSS  직무소진에 미치

는 향의 차이를 검증할 것이며, 둘째, 감정노동이 직무

소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각된 CSS의 매개역할

을 통합  모형으로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의 통합  연구는 실무 인 의미에서 그

동안 감정노동 장면에서 단순히 스트 스원으로 다루어

지던 “고객”에 한 을 다각화시켜  수 있다. 즉, 감

정노동자의 감정노동 략에 의해 고객에 한 스트 스 

지각도 변화함을 확인함으로써, 감정노동자가 고객에 

한 정 인 을 가지고 근하도록 하는 교육의 필

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러한 고객에 한 

스트 스 지각을 낮춰  수 있는 감정노동 략을 확인

함으로써 감정노동자 스스로의 심리  건강증진 측면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련연구

2.1 감정노동

2.1.1 감정노동 전략

Hochschild[8]가 감정노동을 정의한 이래로 여러 학자

에 의해 감정노동의 개념을 정교화하려는 노력이 꾸 히 

진행되어왔다[9,10]. 재 가장 보편 으로 수용되고 있

는 개념은 감정노동의 두 가지 략 즉, 표면행동(surface 

acting)과 내면행동(deep acting)의 개념이다. 

감정노동자들은 작업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유형 혹

은 무형으로 존재하는 감정표 규칙(emotion display 

rule)을 수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감정과 계

없이 규정된 형식의 감정표 을 해야 하는 심리  부담

감을 경험한다[11]. 감정노동에서 가장 요한 스트 스 

원인은 정  혹은 부정  표 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행하는 표 된 감정과 실제 감정 

간의 불일치(emotional dissonance)로 알려져 있는데, 이

를 표면행동(surface acting)이라 한다[3]. 한편, 내면행동

(deep acting)은 자신이 표 한 감정을 실제 감정으로 받

아들이려고 극 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11]. 

2.1.2 감정노동과 직무소진

감정노동이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스트 스에 지 한 

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에 한 

결과에 한 연구들은 다소 비일 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들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는데, 첫째 표면행동과 내면행동이 모두 직무소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8-10], 둘째 표면행동만 직무

소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12-14], 셋째 내

면행동이 오히려 정  결과변인( , 효능감, 직무열의, 

직무만족)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5-7]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감정노동을 일방 으

로 직무소진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보다는 감정노동 략 

별로 구분하여 상이한 속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련하여 Festinger의 인지부조화이론[15]에 따

르면, 인간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 할 경우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되며, 이러한 인지부조화는 조화로운 상

태를 회복하려는 욕구를 일으킨다. 인지부조화이론을 감

정노동 상황에 용하면, 감정  불일치를 경험하는 노

동자도 마찬가지로 고객을 향한 자신의 실제 감정에 

한 인지와 자신이 표 한 감정에 한 인지의 불일치로 

인해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불일치를 정상

으로 회복시키기 한 욕구를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

만, 감정노동자들은 표 규칙에 따라 서비스 직무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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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수행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감정불일치를 

해소하기 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자신이 표 한 감정을 

자신의 실제 감정으로 인식함으로서 감정불일치를 이는 

간 인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자신의 내  감정

에 한 인지  재평가나 재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면

행동(deep acting)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면행동의 경우에는 감정불일

치를 일으켜 직무소진을 증가시키지만(H1), 내면행동의 

경우에는 감정불일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오히려 직무소

진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가정하 다(H2).   

2.2 지각된 고객관련 스트레스

2.2.1 고객관련 스트레스의 개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직무는 간  서비스와 직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에서 감정노동은 고

객과의 상호작용을 제로 하는 직 서비스직에서 주로 

발생한다[3]. 직 서비스직 종사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고객에 한 감정표 을 조 해야하기 때문에 이들의 스

트 스는 많은 부분 고객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노동 상황에서는 직무자

체 뿐 아니라, 서비스의 상인 고객 한 요한 스트

스 원인이 될 수 있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 상황에서 고객 련 스트

스의 향은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Dorman

과 Zapf[4]는 직무소진에 향을 미치는 사회  스트

스  고객 련 스트 스(CSS)가 요한 변인임을 지

하면서, 서비스직 종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4가지 하

요인 즉, 고객의 부 한 기 (disproportionate 

customer expectations), 고객의 모호한 기 (ambiguous 

customer expectations),   고객(disliked 

customers),  고객의 언어  공격(customer verbal 

aggression)을 도출하고, 이들이 직무소진에 정  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이후 진행된 CSS와 감정노동의 

련성에 한 연구에서도 CSS가 감정노동과 감정소진에 

정 인 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16]. 

2.2.2 지각된 CSS와 감정노동 전략

고객의 태도는 감정표 규칙과 함께 감정노동의 주요 

선행변인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CSS의 측정이 자기

보고식(self-reported)으로 이루어진다는 을 감안한다

면, CSS와 감정노동 사이의 향 계를 어느 한 방향으

로 확정짓기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 자기보고식 CSS는 

‘지각된 CSS(perceived CSS)’일 수 있으며, 이러한 ‘지각

된 CSS’는 감정노동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노동

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이다. Karatepe, Haktanir  Yorganci[17]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성향에 따라 CSS가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음을 

보여 바 있다. 

이와 련하여, 스트 스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한 인지  평가로 정의한 Lazarus[18]는 사람들이 환

경의 요구(stressor)에 한 1차 평가에 이어, 자신이 지

닌 자원(resource)에 한 2차 평가를 통해 스트 스의 

수 을 지각한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스트 스를 일으

키는 원인(stressor)의 객  존재만으로 스트 스가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  

평가에 의해 스트 스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CSS

에 한 연구에 있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  평

가과정 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Lazarus[18]의 스트 스 평가이론을 감정노동 략에 

용시켜보면, 고객 자체가 서비스 종사자에게 스트 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비스 종사자

가 취하고 있는 감정노동 략에 따라 지각된 CSS의 수

도 달라질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Grandey, Dickter 

 Sin[19]의 연구에서도 고객의 언어  공격(customer 

verbal aggression)이 콜센터 근로자들의 직무소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통제감(sense of control)과 내면행

동(deep acting)이 요한 스트 스 감소역할을 함을 보

여주었다. 같은 맥락에서 Kruml과 Geddes[20]도 이  감

정노동 척도들을 통합하면서, 감정노동의 두 가지 략 

 표면행동을 “감정  불일치(Emotional Dissonance)’로 

내면행동을 ”감정  노력(Emotive Effort)“으로 재정의 

한 바 있다. 즉, 표 규칙을 수하는 표면행동의 경우 실

제 감정과 무 한 감정표 으로 인해 감정 불일치를 증

가시켜 감정노동자의 스트 스를 증가시키지만[4], 내면

행동은 감정노동 장면에서 감정 불일치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면행동으로 인한 감정 불일치를 상쇄하

기 해 자신의 감정에 한 인식을 수정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듯 감정노동 략에 따라 직무소진과 지각된 

CSS가 상이한 방향으로 측된다면, 감정노동의 두 가

지 략을 모두 에 지 소비  작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두 략을 질 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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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 략  표면행동의 경

우에는 지각된 CSS와 직무소진을 증가시키지만(H1), 내

면행동의 경우에는 지각된 CSS와 직무소진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가정하 으며(H2), 감정노동 략에 의해 향 

받은 지각된 CSS는 결국 종업원의 직무소진에 향을 

미침으로써, 감정노동 략과 직무소진의 계에서 매개

변인 역할을 할 것이라 가정하 다(H3, H4).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감정노동이 직 으로 직무소진을 증가시

키기 보다는, 두 가지 략  표면행동의 경우에는 감정

 불일치 증가로 인해 지각된 고객 련 스트 스를 높

여 결과 으로 직무소진을 증가시킬 것이며, 반 로 내

면행동의 경우에는 감정  불일치를 여 으로써 지각

된 고객 련 스트 스를 낮춰 결과 으로 직무소진을 감

소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 다. 이를 검증하기 해 두 가

지 감정노동 략이 지각된 CSS와 직무소진에 미치는 

상이한 향  그러한 향 과정에서 지각된 CSS의 매

개역할을 검증하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Fig. 1].

[Fig. 1] The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본 연구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H1: 표면행동은 지각된 CSS와 직무소진을 증가시킬 

것이다. 

H2: 내면행동은 지각된 CSS와 직무소진을 감소시킬 

것이다. 

H3: 표면행동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정 향을 지각

된 CSS가 매개할 것이다.

H4: 내면행동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부 향을 지각

된 CSS가 매개할 것이다.

4. 연구방법과 실증분석 

4.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표  감정노동 직무라 할 수 있는 호텔서

비스직 종사자를 상으로 하 으며, 자료수집은 미국 

하와이에 소재한 평균규모 이상의 호텔  스토랑 15

곳의 종업원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서비스 직무 종사자를 참여시키기 해 설문

을 실시하기에 앞서 해당 리자들과 하여 조사의 

승인을 받았다. 설문지의 표지에는 연구의 목 을 제시

하 고,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했다. 수거된 자료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한 568명

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응답자의 41.2%가 남성이었으며, 58.8%가 여성이었

다. 교육수 은 부분(75.5%)이 문  이상이었다. 고

객응  시간에 있어서는 근무시간의 15%미만이라는 응

답자는 6.0%에 불과한 반면, 고객응 시간이 45%이상이

라고 답한 응답자는 76%에 달했다. 더욱이 고객응  시

간이 75%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40.7%로 나타나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부분 고객서비스의 에서 근무

하는 감정노동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응답을 제외

한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 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568)
N %

Gender
Male 234 41.2
Female 334 58.8

Education
High School 146 25.9

College 373 66.9
Graduate 43 7.6

Job

Server 231 41.1
Bus person 36 6.4

Host 32 5.7
Bartender 45 8.0
Bar Back 18 3.2

Food runner 55 9.8
Other 72 12.8

Position
Manager 120 21.3

not Manager 442 48.4

Contact rate with 

customer

less than 15% 34 6.0
15-30% 53 9.4
30-45% 49 8.7
45-60% 67 11.9
60-75% 132 23.4
75-90% 230 40.7

more than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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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도구

4.2.1 감정노동

두 가지 감정노동 략은 Diefendorff, Croyle  

Gosserand[21]의 연구에 제시된 척도를 사용했다. 이들

은 Kruml과 Geddes[20]  Grandey[22]의 연구에서 사

용된 감정노동 문항들을 이용하여 감정노동의 차원을 검

증하 다. 이 척도는 표면행동은 7문항(“I fake a good 

mood when interacting with customers.”)과 내면행동은 

4문항(“I make an effort to actually feel the emotions 

that I need to display toward others.”)으로 구성되었으

며, 모든 문항은 5  척도로 측정되었다(1=  안함, 5=

항상 함). 응답자들은 고객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 감정

노동 략을 사용하는지를 응답했다. 

4.2.2 지각된 고객관련 스트레스

지각된 고객 련 스트 스는 Dormann과 Zapf[4]가 

정리한 고객 련 스트 스요인(CSS) 문항을 사용했다. 

이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고객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

는 사회  스트 스의 요인들을 정리했는데, 본 연구에

서는 이들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요인부하량이 .50 

이하이거나, 여러 요인에 이 부하(double loading)된 문

항을 제외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이

용된 문항은 고객의 부 한 기 (disproportionate 

customer expectations) 8문항(“Some customers always 

demand special treatment.”), 고객의 모호한 기

(ambiguous customer expectations) 4문항(“Customers’ 

wishes are often contradictory.”),  고객(disliked 

customers) 4문항(“One has to work with hostile 

customers.”),  고객의 언어  공격(customer verbal 

aggression) 5문항(“Customers often shout at us.”)이었

다. 모든 문항은 5  척도(1=  아니다, 5=매우 그 다)

로 측정되었다.

4.2.3 직무소진

직무소진은 인서비스직 종사자의 직무소진을 측정

하기 해 개발된 MBI-HSS(Maslach Burnout 

Inventory for Human Service Survey)[23]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감정소진(emotional exhaustion) 9문항(“I feel 

emotionally drained from my work“), 비인간화

(depersonalization) 5문항(”I feel emotionally drained 

from my work.“), 효능감(personal accomplishment) 8문

항(”I feel I am positively influencing other people’s 

lives through my work“)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5  척도로 측정하 다(1=  아니다, 5=매우 

그 다).

한편, 직무소진 척도의 하 요인에 한 이  연구에 

따르면, 직무소진 하  요인  감정소진과 비인간화가 

직무소진의 핵심  구성요소로 여겨지며[24-26], 하 요

인  효능감의 경우 직무소진보다는 개인  성격특성인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에 더 가깝다고 주장된 바 있

다[27,28].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효능감을 제외한 감

정소진과 비인간화를 선별하여 직무소진을 측정하 다. 

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 

 가설을 포함한 연구모형의 검증을 해 AMOS 21.0

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실시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검증은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고, 매개변

수의 사용이 용이하며, 연구모형에 한 통계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구체 으로 먼  구성

개념 타당도는 모든 척도를 포함하고 있는 측정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으로 확인하 다. 다음으로 연구모

형의 검증은 Fig. 1에 제시된 구조모형에 한 검증으로 

진행하 는데, 주효과 가설인 [H1, H2]의 지지여부는 분

석결과에서 제시되는 모형 합도 지수  표 화된 경로

계수의 유의성을 통해 확인하 으며, 매개가설인 [H3, 

H4]의 지지여부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분석

방법인 붓스트래핑을 추가로 실시하여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방 식 모형의 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합도 지수의 기 이 확립되어 

있는 CFI, TLI, RMSEA를 이용하 다. CFI와 TLI의값

은 0부터 1의 값을 지니며 .90 이상이면 좋은 합도라 

할 수 있다[29,30]. RMSEA 값은 .05 이하면 좋은 합도

이고 .05-.08 사이면 합한 합도이며 .10 이상이면 부

한 합도이다[31]. 한편,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비

교에는 카이스퀘어 차이검증을 이용하 다. 그 밖의 분

석방법으로 척도의 신뢰도는 문항내 합치도 계수를 이

용하 으며, 변인 간 계 악은 상 계 분석을 실시

하 다. 

4.4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문항내 합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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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  Surface Acting 1 　 　 　 　 　 　 　 　 　

2  Deep Acting .126** 1 　 　 　 　 　 　 　 　

3  CSS .288** .012 1 　 　 　 　 　 　 　

4 disproportionate .287** .017 .843** 1 　 　 　 　 　 　

5 ambiguous .262** -.018 .815** .555** 1 　 　 　 　 　

6 disliked .235** .010 .837** .580** .663** 1 　 　 　 　

7 verbal aggression .174** .021 .842** .549** .616** .644** 1 　 　 　

8  Burnout .352** -.094** .548** .405** .504** .440** .504** 1 　 　

9 exhaustion .298** -.072 .460** .313** .426** .382** .444** .824** 1 　

10 depersonalization .328** -.101* .519** .430** .472** .395** .440** .811** .509** 1

 ** p<.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research variable

통해 확인한 결과 모든 척도에서 .77-.91로 나타나 양호

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Table 2]. 

다음으로 연구에 이용된 변인들이 서로 변별 으로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기 해 측정모형의 확인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측정모형의 잠재변인은 감정노동, 지

각된 CSS, 직무소진이었으며, 각 변인의 하  구성개념

들이 측정변인으로 포함되었다. 그 결과 모든 잠재변인 

 하  구성개념이 포함된 측정모형의 부합도는 

CFI=.936, TLI=.915, RMSEA=.085로 수용가능 한 수

으로 나타나,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각 구성개념들이 자신이 해

당하는 잠재변인에 속하여 차별 으로 측정되었음을 의

미한다[Table 3]. 

[Table 2] Reliability of Scales

Scale
item 

N
cronbach’s α

Emotional

Labor

Surface Acting 7 .91
Deep Acting 4 .87

CSS

Disproportionate expectations 8 .89
Ambiguous expectations 4 .86
Disliked customers 4 .83
Verbal aggression 5 .88

Burnout Emotional Exhaustion 9 .77
Depersonalization 5 .82

[Table 3] Fit Index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hi df CFI TLI RMSEA

Measurement Model 297.404 59 .936 .916 .084

4.5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변인 간 상 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 다. 지각된 CSS는 표

면행동과는 정 인 상 계(r=.288, p<.01)를 보여주었

으나, 내면행동과는 의미 있는 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는 지각된 CSS에 직  향을 미치는 감정노동 략

이 표면행동임을 시사한다. 직무소진은 지각된 CSS와 

가장 높은 정 상 계(r=.501, p<.01)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표면행동과 높은 정 상 계(r=.364, 

p<.01)를 보여주었으나, 내면행동과는 낮은 부 상

계(r=-.094, p<.00)를 보여주었다. 한편, 감정노동의 두 

가지 략인 표면행동과 내면행동의 상 계는 

.126(p<.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6 연구모형 적합도 및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은 감정노동의 두 가지 략이 지

각된 CSS와 직무소진에 상이한 향을 미치며, 감정노

동 략이 지각된 CSS를 매개로 직무소진에 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Fig 1].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부합도가 CFI=.934, TLI=.914, 

RMSEA=.085로 나타나, 체 인 연구모형의 부합도는 

수용가능 한 수 이었다[Table 5].

가설 별로 지지여부를 살펴보기 해, 먼  잠재변인 

간 주효과를 가정한 가설 [H1]과 [H2]의 지지여부를 표

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확인하 다[Table 6][Fig. 2]. 그 

결과 표면행동은 지각된 CSS(β=.32. p<.00)와  직무소진

(β=.27. p<.00)에 정 향을 미쳐 가설 [H1]이 지지되었

다. 한편, 내면행동의 경우 직무소진(β=-.18. p<.00)에는 

부 향을 미쳤으나, 지각된 CSS(β=-.03, p=n.s)에는 

통계 으로 의미 있는 향을 미치지 못해 가설 [H2]는 

부분지지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체 연구모형에서 통계 으

로 무의미한 ‘내면행동 → CSS’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

을 기존모형과 비교한 결과, 부합지수 상의 변화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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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나, 카이자승 차이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아(Δdf=1, Δchi=.67), 결과 으로 보다 약 인 수

정모형을 우수한 모형으로 채택하 다.

다음으로, 표면행동과 직무소진 사이에서 지각된 CSS

의 매개역할을 가정한 가설 [H3]을 검증하기 해 붓스

트랩핑(bootstrapping)을 이용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을 실시했다[Table 7]. 그 결과, 표면행동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 효과의 붓스트립핑 결과범 에 0이 포함되지 

않아 CSS의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단, 가설 [H4]의 경우에는 매개모형 검증의 기본 가

정인  ‘내면행동 → CSS지각’ 경로가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과 계없이 기

각되었다. 

[Table 5] Fit index of Research Model
Chi df CFI TLI RMSEA

Research Model 299.33 59 .936 .915 .085

Modified Model 300.00 60 .936 .917 .084

[Table 6] Direct and indirect effects in modified model

Antecedent Criterion
Effect

Direct Indirect Total

Surface
CSS .319 - .319

Burnout .278 .209 .487

Deep
CSS - - -

Burnout -.191 - -.191

[Table 7] Mediating effect test of perceived CSS 
between surface acting and burnout

95% CI

Bootstrap percentile Bias-corrected

(.146, .274) (.144, .271)

[Fig. 2] Standardized coefficient between research 
variables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비스직 종사자의 두 가지 감정노동 략

(표면행동, 내면행동)이 지각된 CSS와 직무소진에 미치

는 상이한 향  그러한 향 과정에서 지각된 CSS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고자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표면행동

은 지각된 CSS와 직무소진을 증가시켰으며, 지각된 CSS

는 표면행동과 직무소진의 계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면행동은 직무소진을 감소

시켰으나, 지각된 CSS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면행동과 직무소진의 계에서 지각

된 CSS는 매개변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두 가지 감정노동 략의 역할을 

정리하자면, 표면행동이 직무소진을 증가시키는 것과 달

리 내면행동은 직무소진을 감소시킴으로써 내면행동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결과변인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결과들[5-7,12-14]과 일 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내면행동의 경우, 스트 스 요인이 아닌 

스트 스에 한 ‘인지  처 략(cognitive coping 

strategy)’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

다.   한편, 지각된 CSS는 표면행동과 직무소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여 으로써, 감정노동의 수 에 따라 고객

에 한 스트 스 지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객에 한 

지각이 스트 스를 유발하는 원인(stressor)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노동의 결과에 의해 향 받는 종속변

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을 보여주었다. 이는 스트 스요

인의 객  실체뿐만 아니라, 그에 한 주  평가에 

의해 스트 스가 발생한다는 Lazarus[18]의 주장을 뒷받

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내면행동은 지각된 CSS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내면행동이 지각된 

CSS를 여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여

기서 여겨 볼 은 표면행동을 할수록 지각된 CSS가 

증가했지만, 내면행동에 의해서는 지각된 CSS가 향 

받지 않았다는 이다. 즉, 내면행동이 비록 지각된 CSS

를 직  여주지는 못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지각

된 CSS를 높이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직무소진을 감소시

켜주는 감정노동 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내면행동이 지각된 CSS와 유의한 련성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를 내면행동의 개념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즉, 내면행동이란 표 된 감정과 실제 감정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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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를 이려는 인지  노력인데[20], 이러한 인지  노

력과는 개념 으로 거리감이 있는 지각된 CSS를 무리하

게 내면행동과 직  연결시켰던 데 원인이 있다 하겠다. 

만약 내면행동과 개념  거리가 가까운 표면행동을 연  

지어 생각해 본다면, 내면행동은 표면행동으로 인해 증

가한 감정불일치를 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며, 그로인

해 표면행동이 지각된 CSS나 직무소진에 미치는 정 인 

향을 조 하는 조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면행동의 조 변인 

역할은 향후 추가 인 연구를 통해 다루어질 가치가 있

다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먼 , 학문 으로는 지각된 CSS  직무

소진에 한 표면행동과 내면행동의 상이한 향을 보여

으로써, 감정노동 연구들에서 나타난 비일 인 결과

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추가 인 경험자료를 제시하

다. 한, 감정노동의 원인으로 다루어지던 고객 련스

트 스요인(CSS)에 해서 Lazarus[18]의 스트 스평가 

모형을 용하여, 지각된 CSS로 근함으로써 스트 서

에 한 주  평가에 의해 스트 서의 향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겠다.

다음으로, 실무차원에서 표면행동이 지각된 CSS와 직

무소진에 미친 정 인 향  내면행동이 직무소진에 

미친 부 인 향을 통해 보았을 때, 감정노동자에게 표

규칙의 엄격한 수(표면행동)만을 강조할 경우, 결과

으로 고객에 한 반응  직무에 한 반응에 부정

인 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내면행

동의 경우 고객에 한 스트 스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도 직무소진을 감소시켜 다는 에서, 감정노동자에 

한 교육훈련으로서 감정불일치를 이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안할 수 있겠다. 를 들어, 내면  감정인식  

감정조  등의 감정  훈련과 인지  재해석  인지  

재구조화 등의 인지  훈련이 감정노동자의 직무소진을 

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표면행동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향을 지각된 

CSS가 매개한다는 에서, 지각된 CSS 자체를 여 으

로써 표면행동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향을 막으려는 노

력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를 들어, 고객의 권익에 

한 교육이나 고객만족 교육을 통해 감정노동자가 고객에 

해서 느끼는 부 한 요구  애매한 요구의 수 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한 고객의 언어  공격에 해서

는 고객 응 매뉴얼을 정교화하여 고객의 언어  공격의 

발생요인을 이고, 실제로 발생한 고객의 언어  공격

에 한 응방침을 감정노동자 입장에서 세움으로써,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언어  공격에 무방비하게 노출되

지 않게 하는 것이 지각된 CSS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을 지니고 있다. 먼 , 본 연

구는 모든 변인이 동일한 설문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과 계가 반 로 해석될 수 있는 공통방법편

의(common bethod bias)의 가능성이 있다. 이는 모든 횡

단연구가 지닌 잠재 인 제한 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

의 경우에는 고객 련 스트 스요인(CSS)을 지각된 고

객 련 스트 스요인(perceived CSS)으로 이용하는 과

정에서 공통방법편의의 제한 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하겠다.  다른 제한 은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부정

인 결과변인인 직무소진만 이용되었다는 이다. 만일 

직무소진 이외에 직무열의(job engagement)나 직무만족

(job satisfaction) 등의 정 인 결과변인을 추가했다면, 

표면행동과 내면행동의 상이한 역할을 보다 뚜렷이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를 들어, 본 연구결과에

서 직무소진에 해 표면행동은 정 인 향을, 내면행

동은 부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직무

열의를 종속변인으로 할 경우에는 그와 반 의 향 즉, 

표면행동은 부 인 향을, 내면행동은 정 인 향을 

보여주었을 것으로 기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미국의 호텔  스토랑에서 수집된 자

료라는 이다. 비록 감정노동, CSS, 직무소진 등의 개념

이 문화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없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  상황에 용하는데 있어서 고려해

야 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연구결과를 용하는데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이상의 제한 을 보완함으로써 

증가하는 서비스산업에서의 감정노동 종사자의 심리  

상 악은 물론 이들의 삶의 질을 한 다양한 교육훈

련  제도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s

[1] J.A. Morris & D.C. Feldman, “The dimensio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4), 986-1010, 1996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2014

3532

   DOI: http://dx.doi.org/10.5465/AMR.1996.9704071861

[2] D. Zapf, C. Vogt, C. Seifert, H. Mertini & A. Isic, “Emotion 

work as a source of stress: The concept and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3), 371-400, 1999.

   DOI: http://dx.doi.org/10.1080/135943299398230

[3] M.F. Dollard, C. Dormann, C.M. Boyd, H.R. Winefield & 

A.H. Winefield, "Unique aspects of stress in human 

service work," Australian Psychologist 38(2), 84-91, 2003.

   DOI: http://dx.doi.org/10.1080/00050060310001707087

[4] C. Dormann & D. Zapf, "Customer-related social stressors 

an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9(1), 61-82, 2004.

   DOI: http://dx.doi.org/10.1037/1076-8998.9.1.61

[5] C.M. Brotheridge & R.T. Lee, "Testing a conservation of 

resources model of the dynamics of emotional labor,"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7(1), 57-67, 

2002.

   DOI: http://dx.doi.org/10.1037/1076-8998.7.1.57

[6] T.A. Judge, E.F. Woolf & C. Hurst, "Is emotional labor 

more difficult for some than for others? A multilevel, 

experience sampling study," Personnel Psychology, 62(1), 

57-88, 2009.

DOI: http://dx.doi.org/10.1111/j.1744-6570.2008.01129.x

[7] R. Yi, W.S. Kim & K.H. Shin, "The role of emotional labor 

strategies in the job demand-resource model with burnout 

and engagement,"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9(4), 573-596, 2006.

[8] A. Hochschild,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9] B.E. Ashforth & R.H. Humphrey, "Emotional labor in 

service roles: The influence of ident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8(1), 88-115, 1993.

   DOI: http://dx.doi.org/10.2307/258824

[10] A.A. Grandey, "Emotional regulation in the workplace: A 

new way to conceptualize emotional labor,"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95, 2000

   DOI: http://dx.doi.org/10.1037/1076-8998.5.1.95

[11] C.M. Brotheridge & A.A. Grandey, "Emotional labor and 

burnout: Comparing two perspectives of people work,"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1), 17-39, 2002.

   DOI: http://dx.doi.org/10.1006/jvbe.2001.1815

[12] D.J. Beal, J.P. Trougakos, H.M. Weiss & S.G. Green, 

"Episodic processes in emotional labor: Perceptions of 

affective delivery and regulation strateg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5), 1053, 2006.

   DOI: http://dx.doi.org/10.1037/0021-9010.91.5.1053

[13] A.A. Grandey, D.N. Dickter & H.P. Sin, "The customer is 

not always right: Customer agg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of service employe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5(3), 397-418, 2004.

   DOI: http://dx.doi.org/10.1002/job.252

[14] P. Totterdell & D. Holman, "Emotion regulation in 

customer service roles: Testing a model of emotional 

labor,"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8(1), 

55, 2003.

   DOI: http://dx.doi.org/10.1037/1076-8998.8.1.55

[15] L.A. Festinger,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Vol. 2.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16] G. Song & H. Liu, "Customer-related social stressors and 

emotional exhaustion: The mediating role of surface and 

deep act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8(10), 

1359-1366, 2010.

   DOI: http://dx.doi.org/10.2224/sbp.2010.38.10.1359

[17] O.M. Karatepe, M. Haktanir & I. Yorganci, "The impacts 

of core self-evaluations on customer-related social 

stressors and emotional exhaustion,"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30(9), 1565-1579, 2010.

   DOI: http://dx.doi.org/10.1080/02642060802626766

[18] R.S. Lazarus &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1984. 

[19] A.A. Grandey, D.N. Dickter & H.P. Sin, “The customer is 

not always right: Customer agg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of service employe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5(3), 397-418, 2004.

   DOI: http://dx.doi.org/10.1002/job.252

[20] S.M. Kruml & D. Geddes, "Exploring the dimensions of 

emotional labor: The heart of Hochschild’s work," 

Management Communication Quaterly, 14(1), 8-49, 2000.

   DOI: http://dx.doi.org/10.1177/0893318900141002

[21] J.M. Diefendorff, M.H. Croyle & R.H. Gossernad, "The 

dimensionality and antecedents of emotional labor 

strateg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 339-357, 

2005.

   DOI: http://dx.doi.org/10.1016/j.jvb.2004.02.001

[22] A. Grandey, "When the show must go on: Surface and 

deep acting as determinants of exhaustion and peer-rated 

service delive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6, 

86-96, 2003.

   DOI: http://dx.doi.org/10.2307/30040678

[23] C. Maslach & S.E. Jackson,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2), 99-113, 1981.

   DOI: http://dx.doi.org/10.1002/job.4030020205

[24] A.B. Bakker, E. Demerouti & W. Verbeke, “Using the job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지각된 고객관련 스트레스요인의 매개효과

3533

demands‐resources model to predict burnout and 

performance.” Human Resource Management, 43(1), 

83-104, 2004.

   DOI: http://dx.doi.org/10.1002/hrm.20004

[25] C. Maslach, W.B. Schaufeli, & M.P. Leiter, “Job burnout.” 

Annual Review Psychology, 52(1), 397-422, 2001.

   DOI: http://dx.doi.org/10.1146/annurev.psych.52.1.397

[26] A. Shirom, “Job related burnout: A review”, In J. C. Quick 

& L. E. Tetrick (Eds.), Handbook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pp. 245–26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27] C.L. Cordes & T.W. Dougherty, “A review and an 

integration of research on job burnou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8(4), 621-656, 1993.

   DOI: http://dx.doi.org/10.2307/258593

[28] M.P. Leiter, "Burnout as a developmental process: 

Consideration," Professional burnout: Recent 

developments in theory and research, 237-249, 1993.

[29] P.M. Bentler,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1990.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107.2.238

[30] L.R. Tucker & C. Lewis,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1973.

[31] M.W. Browne & R. Cudeck.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1993.

   DOI: http://dx.doi.org/10.1007/BF02291170

허 창 구(Chang-Goo Heo)               [정회원]

• 2002년 8월 : 아주 학교 심리학

과 (산업심리 공 석사)

• 2010년 2월 : 아주 학교 심리학

과 (산업심리 공 박사)

• 2010년 3월 ～ 2013년 2월 : 아주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2013년 3월 ～ 재 : 구가톨릭

학교 심리학과 교수

< 심분야>

인사평가, 직무동기, 직무스트 스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