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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근로자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완벽주의와 
역할갈등을 통해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Service Industry 
Workers on the Service Performances through Perfectionism 

and Role Conflict

박철훈*, 이신복**, 박찬욱***

Chol-Hoon, Park*, Sin-Bok, Lee**, Chanuk, Park***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서비스업 근로자들 개인의 완벽주의와 역할갈등을 통해 서
비스 성과에 어떻게 미치는 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는 기존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감정노동이나 업무 스트
레스 등의 문제점들을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서비스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긍정심리자
본 요인 중 자기효능감과 희망, 복원력은 완벽주의와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관성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가지는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며,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적인 부분들을 개선 및 지원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복원력을 증진 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는 결과로 보여지며, 서비스업 관련자들이나 관련 기관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t was studied h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service industry workers 
affected the service performances by perfectionism and role conflict in the service industry employees.
This was to suggest the practical solutions on the emotional labor or job stress that the existing workers
in the service industry were experiencing. Upon the study results, self-efficacy, hope, and resilience 
among the 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howed to affect perfectionism and role conflict 
while optimism did not. Based on this study, the practices and problems of the workers in the service
industry could be understood and it seems to improve and support their working environment to provide
better services. In other words, these results mean to enhance the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f the 
workers in the service industry so as to provide the stakeholders of service industry or related institutions
with the basic data.

Key Words : Service Industry Worker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erfectionism, Role Conflict, Service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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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과 여가의 조화 문제는 국내에서의 국민 소득이 향
상되면서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온 문제이다[11]. 이는 개인 
근로자의 고민이면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조직 관리자, 
더 나아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당국에 이르는 제
반의 공통 관심 사항이기도 하다. 한국의 업무강도는 세
대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3]. 과거 경제
발전이 국가 우선순위로 부각되던 시기에는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여가활동
이 크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2004년 7월부
터 단계적으로 주5일제가 시행되었고 유연근무제와 더불
어 최근에는 다시 52시간 근로 의무화 등이 적용되는 시
점이다[5].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과 여가의 조화 문제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추세이다. 정당한 대가없이 청
년층의 봉사만를 강요한다는 의미의 ‘열정페이’, 일과 생
활의 밸런스를 의미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과 같은 용어가 이제는 그리 생소하지 않다. 또한 서점가
에서 최근에 인기를 끄는 책들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 
했다’와 같이 고용자와 근로자의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들이다. 이러한 변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
후 자기개발서가 유행하였고, 이후 인문학 열풍이 불었던 
것과 이어진 또 다른 변화양상이다. 임홍택(2018)의 저
서 ‘90년생이 온다’에 따르면 1990년생 이전세대가 겪은 
경험과 그 이후 세대가 겪은 사회 경험에 차이가 크기 때
문에 1990년대 생이 근로현장에 투입되는 현재 시점에 
일터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개인의 워라밸만을 중시하고 조직의 
임무나 부여한 일은 등한지 한다고 보는 것은 섣부른 선
입관일 수 있다. 과거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오늘날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덕업일치(좋아하는 일과 업무의 일치)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자신이 맡은 일을 좋아하고 일을 통해서 보람을 
찾고자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은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자신의 원하는 꿈을 이루는 측
면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구축한 긍정적인 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y 
capital)이다. 

직업을 보는 인식이 다양해진 만큼 기업들이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봉사를 강요하거나 책임완수만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어떤 면에서 한국사회는 오늘

날 이러한 변화의 중간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동일한 
세대 내에서도 일을 보는 관점이 다양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이론을 통하여 직장인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갈등상태
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직장인들이 가지는 인식을 살피고자 하고, 이를 
긍정심리자본 이론에서 찾고자 한다. 긍정심리자본은 개
인의 심리적 강점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 심리상태를 말하는데[17], 긍정
심리자본을 가늠하는 데에는 주로 자기효능감, 희망, 복
원력, 낙관주의 등의 4가지 하위 차원들이 거론된다[14].

다음으로, 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반적인 갈등 상
황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겪
는 갈등을 완벽주의(책임완수), 다음은 역할갈등(책임회
피)으로 나누어 살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갈등이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력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관련 학계, 산업 분야 
및 정책 분야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1.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학은 조직행동학 분야에서 긍정조직학 및 긍

정조직행동 등의 세부학문으로 분화되어 발전하고 있다. 
긍정심리학은 개인과 조직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
추기 때문에 행복, 몰입, 창의성 등을 내기 위한 개인 특
성, 자질, 조직 문화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18].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y capital)은 개인 
심리의 장점에 기반하여 정한 목표를 완수하고 원하는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심리상태를 일
컫는다[17]. 긍정심리자본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되는 요인이다. 흔히 자본(capital)이라고 했을 때 이것
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자질적 특징이 아니라 학습 및 
훈련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상태적인 특징을 가지기
에 연구하는데 있어서의 가치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9].

긍정심리자본은 크게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
주의라는 4가지 하위 차원에 의해 이루어진 구성개념이
다[14,17]. 자기효능감은(self-efficacy)은 원하는 과업 수
행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신념, 희
망(hope)은 목표 달성 및 달성을 위한 계획들이 성공적
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혹은 동기와 상태, 낙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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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optimism)는 목적했던 것이 잘 되지 않더라도 좌절
하지 않고 재도전하는 용기와 열정, 복원력(resilience)
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의 자신감이나 행동적 성
장 등을 의미한다[8,14,19,26]. 

2. 책임완수와 회피: 완벽주의와 역할갈등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차원인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

력, 낙관주의 등의 4가지 요인은 개인이 사회 활동을 해 
나감에 있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산으로 작용하기에 직업을 대하는 태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12,14]. 이는 청년층이 추구하는 
가치 역시 자아성취, 웰빙,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들
이고 최근 일과 여가의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은 부모세
대 내지 기성세대들이 일에만 매몰되어 결과적으로 삶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므로 일을 대하는 
태도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양
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13]. 

이에 책임완수와 회피라는 상 반대는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완벽주의와 역할갈등이라는 요인을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완벽주의(perfectionism)는 이루고자 하는 
완벽한 상태가 존재한다고 믿는 신념이다[23]. 본래 완벽
주의는 과업 일부 실패를 전체 실패로 본능 과잉 일반화, 
자신이나 타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실패
에 대한 자기 비난 및 파괴적인 사고를 하는 등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등 부정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15]. 조직 활동은 이윤을 내야하는 기업의 특성 때문에 완
벽한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비스업은 서
비스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즉각적인 고
객의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반
영하기 위한 적절한 변수인 것으로 여겨진다[10].

다음으로 역할갈등(role conflict)은 역할에 대한 기
대와 역할 수행 간에 인식이 상충하거나, 양립이 불가능
한 역할 요구 중 한 가지를 선택함에 따라 겪게 되는 심
리적 불일치 상황을 말한다[24]. 직장생활을 위해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 이상의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의 회피 태
도를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변수 선택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요인 배치는 조직 내에서 겪는 다소 복합적인 
심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완벽주의 역할갈등 모두 
긍정 혹은 부정적인 의미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긍정심리자본의 4가지 요인들은 모두 긍정적인 요인이라 
하더라도 완벽주의와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긍정심리자본 요인 중 자기효능감, 복원력은 스

스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지 실패를 극복할 수 있
다는 심리를 말한다. 이러한 성향이 높은 사람은 내적 자
존감이 높기 때문에 외부 기준에 의해 자기 평가가 바뀌
는 경향이 적다. 때문에 일에 대한 태도 역시 완벽주의로 
흐르거나 역할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낮을 것이
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H1-1: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완벽주의가 낮을 것이다.
H1-1: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낮을 것이다.
H4-1:복원력이 높을수록 완벽주의가 낮을 것이다.
H4-2:복원력이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낮을 것이다.

다음으로 긍정심리자본 요인 중 희망, 낙관주의는 개
인이 처한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요인이다. 희망이라는 
것은 현재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 낙관주의 역시 현실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희망과 낙관성이 높을수록 완
벽주의가 높아지지만 이와 함께 역할갈등 역시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H2-1:희망이 높을수록 완벽주의가 높을 것이다.
H2-2:희망이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높을 것이다.
H3-1:낙관성이 높을수록 완벽주의가 높을 것이다.
H3-2:낙관성이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높을 것이다.

3. 서비스 성과 
조직 내에서의 업무태도는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반적인 업무태도인 완벽주의와 역할갈등은 각
각 서비스 성과에 긍·부정의 영향을 주게 된다. 책임완수
에 가까운 완벽주의는 서비스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서비스성과는 
낮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
하고자 한다. 

H5-1: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서비스 성과가 높을 것이다.
H5-2: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서비스 성과가 낮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표본설계와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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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은 서비스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시된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해 서비스 근로자의 긍정심리자본
과 근로자의 완벽주의, 역할갈등 그리고 서비스 성과에 
관하여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무작위 추
출법이 이용되었는데, 서울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230부 배포하여 220부를 회수하
였으며 그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8부를 제외한 총 212부
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
터 14일까지 총 2주간 진행되었다. 변수들에 대한 측정
항목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
여 구성하였다. 설문을 통한 각 구성개념에 대한 모든 질
문은 해당 질문에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세부항목은 표 1. 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4.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증연

구 대상자에 대한 인구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연구 모형에 포함된 각 변
수의 인과관계, 설정한 각 경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서 AMO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 방정식모형
(SEM) 분석을 하였다. 즉, 측정모델의 개발은 확인적 요
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측정모델의 개발을 통해 요
인들의 집중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
으로 연구 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4.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 이용된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24명(11.3%), 여성이 188명
(88.7%)의 분포를 보였고, 학력은 전문대 졸업자가 38명
(17.9%), 4년 재 졸업자가 161명(75.9%), 석사 이상 졸
업자 13명(6.2%)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 여부로는 미
혼이 108명(51.0%), 기혼이 104명(49.0%)로 나타났으
며, 직장 규모로 대기업은 78명(36.8%), 중소기업은 134
명(63.2%)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형태로 정규직이 191
명(90.0%), 비정규직이 21명(10.0%)이며, 서비스 교육 
여부로는 받지 않은 인원이 124명(58.5%)으로 받은 인
원 88명(41.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는 직업유형으로 일반 근로자가 180명(84.5%), 개인사
업자가 32명(15.5%)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항 목 빈 도 백분율

성별
남자 24 11.3
여자 188 88.7
합계 212 100.0

학력

전문대졸 38 17.9
4년재 졸 161 75.9
석사 이상 13 6.2

합계 212 100.0

결혼 여부
미혼 108 51.0
기혼 104 49.0
합계 212 100.0

직장
규모

대기업 78 36.8
중소기업 134 63.2

합계 212 100.0

취업
형태

정규직 191 90.0
비정규직 21 10.0

합계 212 100.0
서비스
교육
여부

무 124 58.5
유 88 41.5

합계 212 100.0

직업 유형
일반근로자 180 84.5
개인사업자 32 15.5

합계 212 100.0

표 1. 인구 통계적 특성
Table 1. Sample Demographics

구분 변수 측정 문항 참고문헌

독
립
변
수

자기
효능
감

나는 장기적인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는 일
에 자신이 있는 편이다.

[16, 17,
20]

나는 내 업무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에 
대응할 자신이 있는 편이다.
나는 내 업무 분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편이다.

희망

나는 현재 내 목표를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편이다.

[16, 17,
20]

나는 지금 직장에서 상당히 성공한 편이라고 생각
하고 있는 편이다.
요즘 나 자신을 위해 설정한 업무목표를 잘 충족
시켜나가고 있는 편이다.

복원
력

나는 직장에서 겪게 되는 좌절을 잘 견디며 극복
해내는 편이다.

[16, 17,
20]

나는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양한 방식으로 잘 
관리하는 편이다.
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겨도 침착
하게 대처하는 편이다.

낙관
성

나는 항상 내 직무의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6, 17,
20]

내 직무는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릴 것이
라고 믿는 편이다.
나는 내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도 그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믿는 편이다.

매
개
변
수

완벽
주의

내가 목표로 하는 모든 일은 잘하려고 항상 노력
하는 편이다.

[20]나는 어떤 일이 제대로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계
속해서 일하는 편이다.
나는 완벽하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역할
갈등

나는 갈등 상황 시 갈등을 피하려고 논의의 주제
를 바꾸는 편이다. [6,

16]나는 어떤 문제나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편이다.
나는 갈등 문제를 회피하는 편이다.

종
속
변
수

서비
스

성과

나는 고객에게 항상 친절하고 도움이 되고자 노력
하는 편이다.

[21]나는 고객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편이다.
나는 항상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적절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이다.

표 2. 측정항목
Table 2. list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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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최종 수집된 데이터(n=212)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

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사와 타당성 검사가 
있다. 이 중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통한 측정항
목의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증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ronbach's α 
계수(0.7 이상)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AMOS 24.0을 사
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중 요인적재 값을 집중 타
당성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
은 ±0.4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2].

판별 타당성은 유사한 두 개의 개념이 뚜렷이 구별되는 
정도를 검증하며, 이를 위해 Fomell and Larcker(1981)가 
제시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Pearson 상관 관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구성 개념에서 AVE의 제곱 값이 해당 구성 개념과 다른 
구성 개념 간의 상관 계수 값을 초과하면 판별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4].

표 3. 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 및 타당
성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뢰성 측정 결과 신뢰성
을 저해하는 항목은 없었으며, 신뢰성 검증에 사용된 
Cronbach's α 값은 0.757에서 0.842로 분포되어 권장
치(0.7 이상)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신뢰성은 확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요인적재 
값 역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
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평균분산추출 값을 이용한 판별 타당성
은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확보된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 문항의 내적 일관성 
및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표 3. 은 측정모
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측정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후에, 수집된 데이터
가 연구 모형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4.0
을 사용하여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총 21개의 측정항목으로 실시하였다. 적
합도 검증은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GFI(Goodness-of-fit Index) 0.9 이상이며, NFI(Normed 
Fit Index) 0.9 이상,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0.05 이하, CFI (Comparative Fit Index) 0.9 이상에 
대한 p값(>=0.05)등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적합도는 = 257.653 (df=168), p = 

0.000, /df = 1.534, GFI = 0.897, NFI = 0.883, 
CFI = 0.955, RMR = 0.04로 대부분의 지수가 권장치를 
충족하게 나타나 적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본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연구 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관 계수의 제곱 값보다 크게 나타났다[4]. 이를 통해 구
성 개념들 간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3. 연구 모형 검증결과
총 212개의 데이터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후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4.0을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SEM)을 실시하였다. 구조
방정식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첫 번째 결과는 구조모형의 적합도 정도이다. 구조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366.722 (df=173), p = 

0.000, /df = 2.12, GFI = 0.865, NFI = 0.834, CFI 
= 0.903, RMR = 0.084로 나타나 연구가설의 검증에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번째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경로계수(β)이다. 이는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의 정보를 나타낸다[27].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이 업무태도에서의 완벽주의 성향과 역할갈등 
성향에 각각 –4.913(p<0.05), –4.183(p<0.05)의 영향력
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두 채택이 되었
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변 환경을 통
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은 업무태도에서의 완
벽주의 성향과 역할갈등 성향에 각각 5.486(p<0.1), 4.669 
(p<0.05))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모두 채택이 되었다. 이는 희망이 높은 사람일수록 개인
적으로 완벽을 추구하거나 또한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
과의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세 번째로는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성은 업무태도에서
의 완벽주의 성향과 역할갈등 성향에 각각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여 가설이 기각되었다.

네 번째로는 긍정심리자본 중 복원력은 업무태도에서의 
완벽주의 성향과 역할갈등 성향에 각각 –3.007(p<0.05), 
–2.705(p<0.05)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모두 채택이 되었다. 이는 복원력이 높은 사
람은 자기효능감과 같이 업무 태도 면에서 주변 환경을 
통제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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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Table 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items

변수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측정오차 Cronbach's α C.R AVE

자기
효능감

효능감3 0.733 0.286
0.789 0.861 0.673효능감2 0.774 0.24

효능감1 0.736 0.288

희망
희망3 0.811 0.225

0.792 0.847 0.650희망2 0.753 0.367
희망1 0.695 0.328

낙관성
낙관성3 0.761 0.255

0.842 0.908 0.768낙관성2 0.823 0.163
낙관성1 0.826 0.167

복원력
복원력3 0.693 0.296

0.770 0.838 0.634복원력2 0.799 0.278
복원력1 0.704 0.357

완벽주의
완벽3 0.803 0.406

0.805 0.776 0.536완벽2 0.76 0.476
완벽1 0.727 0.632

역할갈등
역할3 0.655 0.924

0.802 0.790 0.560역할2 0.854 0.243
역할1 0.831 0.287

서비스
성과

성과3 0.585 0.493
0.757 0.834 0.631성과2 0.804 0.254

성과1 0.789 0.197 

표 4. 구성 개념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Table 4.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요인 요인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자기효능감 0.802 　 　 　 　 　 　
희망 .630** 0.806　 　 　 　 　 　

낙관성 .584** .581** 0.876　 　 　 　 　
복원력 .494** .574** .524** 0.796　 　 　 　

완벽주의 -.204** -.175* -.116 -.262** 0.732　 　 　
역할갈등 -.247** -.249** -.230** -.330** .482** 0.748　 　

서비스 성과 .511** .477** .499** .480** -.041 -.197** 0.783　
평균 3.631 3.676 3.844 3.816 3.338 2.557 3.670

표준편차 .659 .711 .645 .685 .933 .909 .670

** p<0.01, * p<0.05, 대각선에 있는 수치는 평균 분산 추출 값(AVE)임

표 5. 가설검증 결과
Table 5. Hypotheses Testing Results

연구문제 경로 경로계수 결과
H1-1 자기효능감 -> 완벽주의 -4.913** 채택
H1-2 자기효능감 -> 역할갈등 -4.183** 채택

H2-1 희망 -> 완벽주의 5.486* 채택
H2-2 희망 -> 역할갈등 4.669** 채택

H3-1 낙관성 -> 완벽주의 0.807 기각
H3-2 낙관성 -> 역할갈등 0.504 기각

H4-1 복원력 -> 완벽주의 -3.007** 채택
H4-2 복원력 -> 역할갈등 -2.705** 채택

H5-1 완벽주의 -> 서비스 성과 0.147** 채택
H5-2 역할갈등 -> 서비스 성과 -0.251*** 채택

*:P<0.1, **:P<0.05, ***:P<0.01,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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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업무태도 중 완벽주의는 서비스 성과에 
0.147(p<0.05)의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역할갈등은 서비
스 성과에 –0.251(p<0.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유
의하여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개인적으로 완벽하려는 성
향은 소비자에게도 이어져 성과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역할갈등 부분은 서비스 성과에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표 5. 에 제시되어 있고 이
를 종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 와 같이 요약 된다.

그림 1. 구조방정식 결과
Fig. 1. Structural equation results 

Ⅴ.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일과 여가의 조화 문제는 개인에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이 모여 이루어지는 조직에서도 매우 중요
한 문제이다. 여가 시간의 확보는 개인의 웰빙을 위해 반
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조직이나 팀이 해결해야 할 문제
의 총량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대 변화에 따른 인
식관 차이, 혹은 정부 정책 등 외부요인에 의한 근로시간 
감소는 향후 조직 내에 다양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연구 변수를 설정
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검증하여 시사점을 발
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첫째, 긍정심리자본 요인 중 자기효능감, 복원력이 높
은 근로자들은 향후에도 자신들의 업무 스타일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자기효능감과 복원력이 높을수록 완벽주
의와 역할갈등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자기효능감과 복원력이 높은 조직원들은 향후에도 자
신의 주관을 굽히지 않고 추구해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둘째, 긍정심리자본 요인 중 희망이 높은 근로자들은 
앞으로도 업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으나 역할 강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높게 받을 것이다. 분석결과 희망이 
높을수록 완벽주의와 역할갈등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현재 잘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조직원일수록 향
후에도 조직의 요구에 맞추어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
력하지만 반대로 역할에 대한 갈등 때문에 높은 스트레
스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해 준다.

셋째, 서비스 성과를 높이는 데는 조직원들의 완벽주
의를 강조하는 것보다 역할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완벽주의와 역할갈등 모두 서비스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역할갈등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는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 요인의 성향이 높은 조직원이 
업무를 완수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서비스 성과 측면에
서는 오히려 자기효능감과 복원력이 높은 조직원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해 준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서울 지역 

서비스업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설정해서 자료
를 수집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 제약이라는 한계
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을 서비스업에 대
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많은 영향 
요인들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요인이 
외에도 고려 해야 될 많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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