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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콜센터에서 업무특성상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을 수행하는 상담원들이 감정소진

(emotional exhaustion)의 결과로 고객에 한 친 의 욕구, 성취감의 욕구 하가 래되어 고객지향성 

 직무만족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하여 연구하 다.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소진이 고객지향성  직무

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검증을 해 서울지역 

콜센터 상담원을 상으로 회수된 설문지 157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상담원의 

감정소진이 고객지향성  직무만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상담원의 감정소진의 

정도를 이기 해서는 업무수행시 시간  압력을 낮추고 업무의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유

부서의 극 인 지원과 리자들과 상담원간의 지속 인 커뮤니 이션을 통하여 감정소진을 하 시

키는 요인을 제거하고 개선시켜서 업무수행의 주체인 상담원의 감정소진 경험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요성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 다. 본 연구는 콜센터 운 에 있어서 상담원의 감정소진이 고객지향성  

직무만족에 부정 인 향 요소라는 것을 제시하 다는 데 의의 가 있다.

 ■ 중심어 :∣감정소진∣고객지향성∣직무만족∣상담원∣
Abstract

This research studied the impact of the customer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by lowering 

the desire of the kind for customers and the desire for fulfillment as a result of emotional 

exhaustion of the consultant who performs emotion labor at the call center. This research sets 

study model and hypothesis to verify that call center consultant's emotional exhaustion how to 

effect customer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We took questionnaires from 157 call 

center(financial institutes) consultant's in Seoul for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is. I show 

that the consultant's emotional exhaustion had negatively affected the customer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In this paper proposed the importance that the experience of the consultant's 

emotional exhaustion who is the main agent of the performance should be minimized by 

removing ad improving the factors to lower emotion exhaustion through lowering time pressure 

in the work performance reduce the consultant's emotional exhaustion, granting work autonomy 

and authority, and active support of relevant departments and the ongo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managers and consultant This study makes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it 

proposed the consultant's emotional exhaustion was negative factor on the customer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factor in operating call center worker. 

 ■ keyword :∣Emotional Exhaustion∣Job Satisfaction∣Customer Orientation∣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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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정보화 사회에서 속도로 성장하고 콜센터는 

그 동안 단순한 고객 문의나 불만을 처리하는 비용센터

(Cost Center)에서 매출을 창조할 수 있는 수익센터

(Profit Center)로 진 으로 발 하고 있으며, 향후에

는 기업을 표하는 역할로 차 그 상이 높아질 것

이다. 즉, 콜센터는 고객 계 리(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최 으로 기존고객을 

리하고, 더 나아가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략센터로 

역할이 확 되고 있다. 고객의 요성이 강조되는 기업

환경에서 콜센터의 요성도 그만큼 요하다. 기존고

객을 유지 리하고 신규고객을 유치하는데 있어 콜센

터의 역할과 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고객 획득

에 드는 비용은 고객 유지에 드는 비용의 5배 이상이며, 

만족하지 못한 고객의 95%는 그들의 불만이 빠르게 해

결될 때 다시 거래를 한다고 한다. 한 불만족한 고객

은 평균 으로 25명에게 이야기 하고, 만족한 고객은 

평균 5명에게 말한다고 한다. 20%의 고객이 80%의 매

출을 발생한다는 ‘20 80원리’의 법칙도  성립되고 있

다. 한 콜센터는 기존고객의 유지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 향상과 상담 고객에 한 고객 기시간 향상, 

고객의 요구 발굴 등을 통해 기업에게 새로운 마  

기회를 제공한다. 때문에 콜센터 상담원의 수요는 제조

업체, 통신업체, 호텔, 백화 , 융기 , 공공기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하고 있다. 지속 인 고객만족을 

해서는 콜센터의 생산성측면도 요하지만 고객과의 

상호작용으로 서비스품질을 결정하는 상담원들에 한 

정확한 이해  이들의 서비스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에 

한 연구는 조직 구성원  조직 양자 모두를 해 필

수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콜센터의 상담원들은 

계속되는 감정노동의 요구, 그로 인한 업무스트 스, 비

정규직, 낮은 보상체계 등으로 인하여 감정소진이 되고 

있는 것이 작 의 실이다. 2003년 발표된 자료에 의

하면 상담원에게 요구되는 성격  자기통제가 75%, 

스트 스 74%, 인내 64%로 나타났다[1]. 특히, 불특정 

다수 고객들과 일 일 계에서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한 스트 스는 마침내 감정소진 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상담원의 정신 ․신체  건강에 악 향을 

끼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고객지향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 직무만족 하에도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구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소

진의 정도를 악하고 고객지향성  직무만족에 미치

는 상 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콜센터 산업의 양  팽

창을 이루고 있는  시기에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성이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축 과 더불어 노동시장

과 콜센터 산업의 질  향상  효과성 측면에서도 

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감정소진에 한 연구는 선

행변수로 개인  측면,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역할 스

트 스 등 ‘직무환경’측면, 감정부조화, 감정노동 등의 

‘감정’측면 그리고 상사와 동료의 지원 등의 사회  지

원 측면과 연계하여 그 향 계에 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한 결과변수로는 정신 ․신체  건강, 조직몰

입, 이직의도와 연계되었으며, 감정소진의 요소인 정서

 고갈은 고객지향성과 연계하여 실증분석 되었다. 그

러나 지 까지 감정소진과 그 선행변수에 한 연구들

은 선행변수를 한 가지로 제한하여 향 계를 연구 하

으나 , 본 연구에서는 감정소진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여러 선행변수들과의 향 계를 동시에 밝히고, 종

속변수와 통합 으로 연계하여 실증분석을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감정소진에 한 연구 상

은 주로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로서 교사(김옥만, 2003) 

사회복지 담공무원(박은정, 2001), 호텔종사원(최가 , 

1999), 항공사 승무원(Ellen Heuven and arnold B. 

Barker, 2003) 콜센터 상담원(Stephen Deery, Roderick 

Iverson and Janet Wallsh, 2002), (Dormann,C.,Zadf, 

D.and Isic,A, 2002)을 상으로 한 연구가 있으나, 아직

까지는 상담원들을 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융기  콜센터 상담원

의 감정소진 정도에 따른 고객지향성  직무만족을 측

정함에 있어 감정소진의 독립변수로 감정노동, 업무특

성, 개인  성향 조 변수로는 사회  지원(상사지원, 

동료지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감정소

진의 종속변수로 고개지향성  직무만족의 구조모델

을 통하여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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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콜센터 상담원의 지속 인 고객지향성  직무만

족 표출을 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향후 콜센터 운 에 필요한 독특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감정소진에 관한 연구
감정소진은 일반 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람들과 

한 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고 반복

으로 받는 정서  압박의 결과로서, 주로 사람이 심

이 된, 서비스 련분야 종사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감정소진에 한 연구는 직무수행의 결과로서의 감

정(emotion), 각성(arousal),그리고 이 각성에 사람들이 

처하거나 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

[2]. 감정소진을 직무와 련하여 처음 사용한 것은 

1974 New York Clinic의 Freudenberger에 의해서이다

[3]. 그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 자원 사하는 사

회사업가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의욕을 잃기 시작하고 

마침내 환자들에게 냉정하게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

와 같은 상을 묘사하기 해 감정소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데, 감정소진을 조직 구성원이 기 되는 보

상을 획득하지 못하는 원인, 생활방식  인간 계 등

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생겨난 피로감 는 좌 감으로 

정의하 다[4]. Berkerley Plannung Associates(1997)

는 감정소진을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가 가진 본래의 목

  의미에 공감하지 못하고, 고객, 동료, 의뢰인과의 

계가 소원해져서, 그들의 직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 다. 한 Maslach(1982)는 감정소

진은 스트 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도움

을 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공통 으로 나타나며, 

장기 으로 나타나는 감정고갈과 비인격화, 성취감의 

하 등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하 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 되어온 감정소진의 개념  

오늘날 가장 표 인 것은 Maslach(1982)의 개념이다. 

Maslach(1982)의 연구는 재 감정소진의 측정도구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MBL(Maslach Burnout 

Inventory, 1981, 1986)를 개발하 는데[5], 그는 감정소

진을 감정고갈, 비인간화, 성취감의 하라는 순차 인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고 설명하 다.

Maslach(1982)는 감정소진이란 부정 인 자아개념, 

업무에 한 부정 인 태도, 고객에 한 심이나 느

낌의 상실을 포함한 신체   정서  탈진증후로 설명

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 다.

첫 번째, 정서  고갈(emotional exhaustion)의 차원

은 고객의 과도한 심리 ㆍ정서  요구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가 정서  자원이 고갈되어 심, 신뢰, 감정을 

상실하게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주로 서비스업종에 종

사하는 사람들에 한 연구 결과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6]. 두 번째, 비인격화 차원은 고개에 

해 무감각해지고, 냉소 인 느낌과 태도가 커져 고객을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사례로 하는 비인간

인 태도를 말하며, 이러한 비인격화는 고객에게 부정

인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이는 문제의 책임이 고객에

게 있다고 인식하면서 자신이 행하는 부정 인 태도를 

고수,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료, 고객, 조직에 하여 냉소 이고 회의 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7]. 마지막으로, 자아성취감의 차원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일과 자기 일의 성취에 해 가지는 부

정 인 반응으로, 서비스 제동자가 성공 인 성취감을 

경험하지 못해 일에 의미를 찾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

다. 한 Edlwich & Brodsky에 의하면 감정소진의 과

정은 열성, 침체, 좌 , 무 심의 네 가지 단계로 보여 

지고 있다. 첫 단계인 ‘열성 단계’는 자기 일에 한 희

망과 정열, 때로는 비 실 인 기 를 갖고 많은 시간

과 정력을 투자하며 어려운 사례를 수행하며 도 과 보

람을 느끼는 단계로 고객과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

며 업무와 련된 활동에 비 실 일 만큼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는다. 두 번째 단계인 ‘침체단계’는 근무를 계

속 수행하지만 직업이 모든 것을 처할 만큼 흥미 있

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단계로 자신의 개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 요하게 생각되며 오히려 보수, 

근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세 번

째는 ‘좌  단계’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직무능력과 

업무차체의 가치에 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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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상황에서의 제한 들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한 

으로 보게 되는데 자신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다

고 생각하여 고객을 회피하며, 여러 가지 신체  증상

들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무 심 단계’로 스

트 스가 최종 인 극한에 도달하고 좌 에 한 자신

을 방어하기 해 냉담해져 업무 상황에서 계속 과정을 

겪지만 생활의 수단으로 직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

, 신체  상태에서 무 심하게 그냥 직업에 머무르게 

되던지 망과 우울증에 빠진 나머지 직장을 옮기거나 

아주 떠나버리게 된다.

2.2 고객지향성에 관한 연구
고객지향성이란 목표고객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들에

게 지속 으로 우월한 가치를 창조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8]. Kotler(1991)는 고객지향  행동을 기업으로 

하여  기업의 시각이 아닌 기업을 변하는 일선 종업

원들의 시각에서 고객의 욕구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하

다. 즉 서비스기업의 고객만족 략은 일선 종업원들

의 고객지향성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Siguaw, Brown & WidingⅡ(1994)은 직무태도의 선

행변수로서 고객지향성을 개념화하 는데, 고객지향성

은 고객과 기업의 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최

방에 치한 매  서비스 일선종사원의 서비스태도

로 표 될 수 있다.

고객지향성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많으나, 그 동안 

그것에 한 정확한 개념화를 시도하고 실증  분석을 

제시한 연구들은 드물었다. Saxe & Weitz[9], 유필화ㆍ

박 ㆍ곽 식, Tom J. Brown, John C Mowen, 

D.Todd Donavan & Jane W. Licata, D.Todd Donavan, 

Tom J. Brown, John Mowen(2004)[10]등의 연구에서

는 고객지향성에 한 구체 인 개념 정립  실증 연

구를 실시하 는데, 이들은 고객지향성의 개념  고객

지향성 차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Saxe & Weitz(1982)에 의하면 고객지향성이란 매

원이 그들의 고객에게 고객욕구를 만족하게 하는 구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마  개념의 수행정도를 나타내는 것, 즉 종업원과 

고객의 상호작용 수 에서 고객욕구의 충족으로 정의

하 다. 이들은 고객지향성을 마  컨셉 실천차원으

로 악하 으며, 그 하 요소는 고객의 욕구 악  

충족과 강매의 삼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고객지

향성을 마  개념의 차원으로 설명한 연구자들은 그 

구성요소를 고객만족 목표, 불만의 효과  처리, 정보의 

제공  친 성에 해 언 하 다. 

2.3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에 한 연구는 1935년 

Hoppock에 의해 이루어 졌다[11]. 그 이후 오늘날까지

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범 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그 이유는 직무의 만족여부에 따라 조직 구성원은 

그 조직에 하여 정 이며 극 인 태도를 지닐 수

도 있고, 반 로 부정 이며 소극 인 태도를 가질 수

도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곧 바로 조직의 성과에 큰 

향을 미치기때문이다. 직무만족의 선구자로 불리는 

Hoppock(1935)은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 , 생리 , 환

경  상황의 결합체’ 라고 정의한바 있다.

Smith(1965)는 ‘각 개인이 자기의 직무와 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총화 는 이러한 모든 감정의 

균형 상태에서 기인하는 일련  태도’라고 정의함으로

써 직무만족을 직무에 한 감정  태도와 련지어 

해석하고 있다. Locke(1976)는 ‘조직 구성원 자신이 직

무에 한 평가결과에서 발생하는 유쾌하고 정 인 

정서 상태’라고 정의하 으며, Betty(1991)는 ‘종업원으

로 하여  직무가치를 달성하고 진시키는 것으로 개

인별로 직무평가에서 얻게 되는 유쾌한 감정  상

태’[12], 즉 행동이나 활동의 개념이 아닌 감정 인 개

념(emotional concept)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정의 하

고 있다. Milion(1981)은 직무에 한 태도의 하나로서 

‘한 개인의 직무나 직무경험의 평가로부터 생기는 유쾌

하고 정 인 감정의 상태’로 정의하 으며[13], 

Albaness와 Van Fleet(1983)은 직무만족을 세 가지 측

면에서설명하고 있다. 첫째, 직무만족은 기 와 실제 경

험 간의 차이로 인지됨으로서 결정되는 것이다. 둘째, 

직무 자체와 직무의 조건에 한 총체  태도이다. 셋

째, 직무만족은 다차원 (Multi-Dimensional)이어서 직

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임 , 승진기회, 감독과 동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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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직무만족이란 개

인의 태도와 가치신념 욕구 등의 수 에 따라 직무 자

체를 비롯한 직무 환경에 한 평가에서 얻어지는 유쾌

한 감정 , 정서 인 만족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이는 

직무 수행에 향을 미친다.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와 

련된 직업자체, 임 , 승진기회, 감독, 동료, 작업조건 

등과 같은 근무 조건에 하여 얼마나 만족하느냐를 나

타내는 감정  표 이다[14].

이와 같은 정의에서는 심리 인 측면과 보상 인 측

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보상 인 

요인 에서 경제 인 요소이외에도 직무. 직  등의 

요소와 련된 직무만족을 얻지 못한 종업원은 심리

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욕구불만족 상태에 이르게 될 것

이다. 정서  반응은 어떤 상이나 상황을 지각하고 

나서 이를 평가 하는 단계를 거쳐 나타난다. 이런 

에서 직무만족을 종업원이 직무  조직 내의 상, 상

황을 지각하고 이를 평가해서 나타낸 정서  반응의 상

태라 정의할 수 있다. 

이때 그 정서  반응이 유쾌하거나 정 일 때 직무

만족의 상태가 되고, 반 로 부정 이거나 불유쾌한 상

태일 때는 직무불만의 상태가 된다. 따라서 조직과 

련된 직무만족의 향요인을 다룬 연구에 근거하여 조

직은 통제 가능한 요인을 최 한 고려하여 종업원 심

의 리방식을 개선해 나아간다는 것은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요한 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략

에 있어 종업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어떻게 

지각하느냐, 즉 직무자체와 련된 직무 특성요인에 

심을 기울여야 한다.

2.4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소진
콜센터 상담원은 고객과의 상호 커뮤니 이션 과정

에서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요한 역할을 하므로, 

상담원들이 고객에게 자신의 느낌을 표 하는 태도는 

서비스 거래의 품질에 주요한 향을 미친다[15]. 한 

Peccei와 Rosenthal,(1997)은 고객이 인지하는 서비스

의 질은 특히 최일선 종사원과의 상호 계의 질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언 하 다[16]. 따라서 고객 의 

진기지에서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서비스 태도는 성공 인 서비스 거래의 핵심요인이 될 

수 있다. 

Steinberg와 Figart(1999)는 서비스 기업의 종사자들

은 자신의 감정표 을 략 으로 조작하여 고객이 원

하는 특정한 심리  상태를 충족시킴으로써, 직무수행

에 합한 고객과의 상호작용 형태를 창출해야 한다고 

언 하 다. 상담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감정을 상품화시킨

다.

항공사, 편의 , 호텔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기

쁨, 즐거움 혹은 공손함과 같은 정  감정을 표출하

도록 강요받는데, 서비스의 조직은 다양한 통제 매카니

즘을 활용하여 종업원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직이 요구

하는 방식 로 연출하도록 유도한다. 표 인 수단  

하나가 감정에 한 ‘표 규칙(display rule)'의 활용이

다. Peter와 Waterman(1982)은 그들의 책 In Search of 

Excellent Company에서 회사가 서비스 품질 그리고 신

뢰성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게 되

면, 고객의 상표충성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에 감명을 받은 7-11(Seven-eleven)사의 

최고 경 진은 1)인사말을 건넬 것 2)미소를 지을 것 3)

시선을 교환할 것 4)‘감사합니다’ 라고 말 할 것 등의 4

가지 정 인 감정표  규범을 만들었다.

국내 융기  콜센터는 1)업무처리능력으로 신속성, 

정확성, 극성, 불만  불편 제기 고객 응  능력 2)

화스크립트 수 3)서비스태도로 어속  어감, 어감의 

변화, 경청태도, 어휘사용, 끝인사 등의 세부 인 표

규칙을 세워, 상담원들에게 이를 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표 규범’은 조직으로부터 기 되는 

감정을 상담원들이 고객에게 일 성 있게 표출하도록 

이끄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고객과 화시 상호작용

의 유연성을 상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 서비스제공자들의 내  느낌(inner feeling)이 

항상 조직의 감정표 규범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고객

들은 어떤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좀 더 극 인 

자세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하기도 하고,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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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공한 서비스의 질에 해 평가하고, 일방 으로 

무례하고 모욕 인 언사로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불

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객은 단순한 찰자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공동 창출자로서 그들 한 노동과

정의 일부분으로 기능하므로 고객의 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노동과정은 지체되고 방해되며 극단 으로는 

단될 험마  있다. 이러한 상항에서 콜센터 상담원

은 조직의 표 규범과 내  느낌 간에 불일치로 인해 

감정부조화(emotional dissonance)를 경험하게 된다. 

Rafaeli와 Sutton(1987)은 조직의 표 규범을 무시하고 

내  느낌을 그 로 표 하는 것을 감정  일탈

(emotional deviance)이라고 하 는데, 콜센터 상담원

은 무례하고 모욕 인 언사를 하는 고객들에게 종종 감

정  일탈을 범할 수 있다. 

감정  부조화는 종업원들이 내  느낌과의 불일치

에도 불구하고 규범  감정을 고객에게 달하는 상황

을 일컫는데 반해, 감정  일탈은 규범  감정과 상반

되는 내  느낌 그 로 표출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콜

센터 상담원은 간혹 감정  일탈을 범하기도 하지만, 

녹음장비시스템 는 감독 의 모니터링에 의해 비가

시 인 감시자가 항상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고 생각하

여 조직의  의도 로 감정표 행 를 하게 되어 더 큰 

감정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한 신속한 화 수, 방 한 양의 업무지식

의 습득  고객응  요령의 어려움, 리자와 동료의 

지원의 부족,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해 노력하면서도 

수 화량, 한 콜 당 평균 처리시간, 고객불만이나 특

정 문제 발생시 처리 시간 등의 화 수 데이터도 신

경 써야 하므로 데이터 리에 한 압박감을 느낀다. 

한 업무 방식에 있어서도 고객과의 화가 필요한 

본과 표 화된 작업설명서가 상담원에게 주어지지만, 

표 화된 본이 포 할 수 있는 범 가 한계가 있으며 

상담의 부분은 상담원의 직 력과 단력, 그리고 상

담시에 상황 처를 할 때 에는 상담원의 의사소통능력

으로 이루어지는 즉흥  화(improvisational 

choreography)에 크게 의존한다(Whalen, Whalen, & 

Henderson, 2002).

콜센터 상담원은 항상 좋은 목소리(good voice)와 좋

은 감정(good feeling)을 유지하면서 고객에 응 하기

를 요구받기 때문에, 고객과의 화 내용에 따라 기복

을 겪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항상 좋은 

감정 상태를 달할 것을 요구받는 상담원들은 늘 자신

의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Bolton, 

2002; Belt, 2002; Sczesny & Stahlberg, 2000)[17]. 

즉, 콜센터의 상담원은 배우가 연기를 하듯, 타인의 

감정을 맞추기 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 르고 통제하

는 일을 일상 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노

동은 Hochschild(1983)가 정의한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의 형 인 형태이다.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국내 융기  콜센터 상담원을 상으로 

감정노동, 업무특성, 개인 성향이 감정소진을 래하

고, 상담원이 경험하는 감정소진의 정도가 심할수록 고

객지향성  직무만족에 하될 것이라는 향 계를 

밝히는 것이 목 이다. 연구의 이론  배경과 선행연구

를 통하여 콜센터에서 상담원의 감정소진의 독립변수

들의 결과로 귀결되는 고객지향성  직무만족의 인과

계를 규명하여 콜센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효율

이고 안정 인 운 을 한 실질  자료를 제공하기 

한 것이다. Stephen(2002)은 상담원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  고갈과 같은 감정노동은 직무만족과 

성과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참조하고 

콜센터의 업무 역에서 상담원의 감정소진 독립변수와 

고객지향성  직무만족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을 두고 개발된 연구모형을 통하여 다음의 연구과제

들에 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첫째,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노동, 업무특성, 개인  

성향 등이 해당 상담원의 감정소진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한다. 

둘째,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소진의 정도가 고객지향

성  직무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셋째,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소진이 고객지향성  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 Vol. 10 No. 6392

무만족에 미치는 향은 상사지원과 동료지원의 정도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분석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10

여 년간의 장경험과 콜센터 업무의 실무용이성, 그리

고 선행연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변수를 추

출하 다. 그리고 감정소진의 독립변수인 감정노동, 업

무특성, 개인  성향은 해당 상담원의 감정소진에 향

을 미치며, 감정소진은 해당 상담원의 고객지향성  

직무만족에 유의 인 향을 미치고, 한 상사의 지원

과 동료의 지원은 해당 상담원의 감정소진을 완화하여 

고객지향성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나 이는 상사의 

지원․동료의 지원 수 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가정

할 수 있다. 연구모형에서는 에 제시한 연구과제들을 

다루기 한 개념  틀과 각 구성요소들 간의 가설  

계를 제시하 고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3.2.1. 독립변수와 감정소진
a. 감정노동

콜센터의 상담원은 배우가 연기를 하듯, 타인의 감정

을 맞추기 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 르고 통제하는 일

을 일상 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노동은 

Hochschild(1983)가 정의한 감정노동(emotional labor)

의 형 인 업무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콜센터 

상담원은 감정노동이 수반된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 상담원의 감정소진에 유의 인 련성이 측된

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노동은 해당 상담원의 감

정소진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b. 업무특성

콜센터의 상담원이 맡고 있는 업무를 인바운드

(inbound)와 아웃바운드(outbound)로 구분하더라도 시

간 인 제약은 모든 업무에 용된다. 인바운드의 경우

는 응 속도, 처리시간, 기시간, 콜처리율, 불통률에 

의해 평가를 받지만, 아웃바운드의 경우는 콜당 비용, 

매건당 비용, 시간당 매량, 평균 매가치, 시간당 

횟수, 1인당 연간 평균매출 등으로 평가한다(박균

철, 2005)[18]. 따라서 인바운드(inbound)와 아웃바운드

(outbound)는 공통 으로 시간  압력을 받고 있다. 다

시 말해, 시간  압력은 불충분한 시간동안 업무가 효

율 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Meijman and 

Mulder(1998)의 노력-회복 모형(effort-recover model)

에 의하면 특정 직무부하(work load)는 특정한 정신생

물학  반응을 가져온다[19]. 그러나 직무부하가 제거

될 경우 이러한 반응은 직무부하가 부여되기 이  수

으로 돌아가며, 이러한 과정을 회복(recovery)이라고 

표 한다(Sonnentag, 2001)[20]. 

종업원이 시간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경우, 심  부

담으로 인하여 회복이 더디게 되며, 이러한 상이 지

속될 경우 종업원에게 부정 인 향을  수 있다. 그

러나 콜센터가 상담원에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상

담원이 시간  압력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고객에게 충

분한 감정표 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

러므로 시간  압력과 감정노동과는 음(-)의 련성이 

측된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시간  압력이 높을수

록 상담원들의 업무에 한 부담이 커져서 감정소진이 

커질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 : 콜센터 상담원의 업무특성은 해당 상담원의 감

정소진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c. 개인  성향

개인 인 감정의 성향은 감정  감화(emotional 

contagion)와 공감  배려(empathic concern)로 구분할 

수 있다. 감정  감화(emotional contagion)는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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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감정  감화(emotional 

contagion)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 방을 더

욱 다정다감하게 만들며, 다정다감한 사람들은 타인(서

비스업종인 경우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편안하고 쉽

게 하는 경향이 있다(Verbeke, 1997)[21]. 감정  감

화(emotional contagion)는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서

비스 제공자에 한 신뢰성을 나타내지만, 자신은 높은 

감정소진(emotional exhaustion)을 일으킨다고 하 다. 

그러나 Chu(2002)의 연구에서는 감정  감화

(emotional contagion)는 종업원들의 감정노동의 차원 

 내면화 행 (deep acting)에 유의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정  감화(emotional 

contagion)를 갖고 있는 상담원들은 감정노동을 내면화

할 가능성이 높으며 감정소진(emotional exhaustion)이 

낮을 것으로 측된다.

이에 반하여 공감  배려(empathic concern)는 타인

의 감정에 해 자기 심 으로 정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Davis, 1994)[22]. 즉, 타인의 안녕이나 행복에 

한 배려는 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공감  배려가 높은 종업원들은 그들의 느낌이

나 감정이 다른 고객들에 의해 흥분되지 않으며, 고객

에 해 느낌을 가진다는 것이며 고객과 같이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Ashforth and Humphrey(1993)

는 감정노동은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안녕과 행복을 

얼마나 깊게 배려를 하는가와 한 련이 있다고 주

장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감  배려(empathic 

concern)가 높은 경우에는 고객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

고 고객의 감정에 쉽게 동화되지 않으므로 상 으로 

감정소진(emotional exhaustion)과는 음(-)의 련성을 

가질 것으로 측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3 : 콜센터 상담원의 개인  성향은 해당 상담원의 

감정소진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2.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a. 감정소진

감정소진은 고객지향성  직무만족 하와 한 

련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소진

(emotional exhaustion)은 직무탈진(job burnout)의 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고, Pine and Aroson(1988)은 직무

탈진(job burnout)을 정서 으로 부담이 되는 환경에 

오랜 시간동안 노출됨에 의해 비롯되는 생리 , 정서 , 

정신 인 감정소진상태라고 정의하 다. 

 Maslach(1982)의 이론에 따라면 감정소진은 순차

인 단계를 거치는데 정서  고갈, 탈 인격화, 성취감 

하로 진행된다.  첫째, 정서  고갈은 감정 감정소진을 

일으키는 요소  가장 핵심 인 차원으로서 타인과의 

과도한 으로 업무에 해 지치고 정서 으로 고갈

된 느낌을 말한다. 둘째, 탈 인격화는 고객을 함에 있

어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정서  고갈을 극복하

기 한 심리  응으로 볼 수 있다. 탈 인격화를 경험

한 직원은 업무상 고객을 인간으로서가 아닌 그  하나

의 상으로 여기며 고객에 해 부정 인 인식을 갖거

나 부 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취감 

하는 생산성  능력 하, 의욕상실, 허탈감 등과 

련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 으로 평가하며 결국 낮

은 자아 존 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감정소진은 에

지가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소진이 높을수록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쳐서 출근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

게 된다. 한 직무 능력에 해서 부정 인 평가를 하

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감정소진과 고객지향성 

 직무만족 간에는 음(-)의 련성이 측된다. 이상

과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4 :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소진은 해당 상담원의 고

객지 향성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5 :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소진은 해당 상담원의 직

무만족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3. 조절변수 
a. 사회  지원

Thoits는 사회  지원을 개인의 기본 인 사회에 

한 요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족되는 정도

로 정의하면서 개인의 기본 인 사회  요구는 애정, 

자존심, 승인, 소속감, 정체감, 안정감 등을 포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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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요구는 사회-정서  지원(애정, 이해, 수용, 자존

심 고양)과 구체  지원(정보, 조언, 책임 있는 도움, 경

제  도움)등으로 충족된다고 하 다[23].

Cohen과 Hoberman(1983) [24]은 사회  지원의 유

형을 4가지로 분류하 다. 첫째 정서  공감을 표 하

거나 정서 표출을 도와주고 존 과 사랑을 표 해 으

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정서  지원, 둘째 문제 해

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해 주는 정보  지원,  

셋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자원을 제공하는 물질

 지원, 넷째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춰진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게 하는 자존  지

원(self-esteem support)등이 그것이다.

업무와 련하여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직면한 개인

들은 무력감이나 자기 존 감으로 인해 상사로부터 그

들 자신을 보호하기 한 차원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로

부터의 사회 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Hochschild(1983)에 의하면 동료들 간의 사회  지원

이 항공사 승무원의 역할이행과 감정표 을 용이하게 

한다는 질 인 연구를 제시한 바 있다. 윤세  등(2000)

의 연구에서도 동료들과의 화가 정서  긴장을 해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상사지원은 부하직원의 동

기, 직무만족, 실 /수행 등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Babin & Boles1996; Michaels 등 1987). 한 상사

의 지원은 “종업원이 각각의 업무수행과 능력 발휘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사가 자신의 업무수행에 얼마나 많

은 심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도움을  것으로 생각

하고 있는지에 한 지각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때, 서

비스  시 종업원이 그들의 상사가 그들을 염려하고 

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 사회 , 감정  지원

을 제공하고 있음을 지각하게 된다면, 그 종업원은 그

들의 작업환경과 직무에 해서 보다 극 일 것이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조직

지원, 상사지원, 동료지원, 고객과의 상호작용 지원 등

의 사회  지원 변수 에서, 특히 서비스 종업원의 감

정소진을 감소시키는데 상사  동료의 향력이 요

한 것으로 강조 되고 있다(윤장원 2006). 

따라서 조직의 감정  요구사항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들에 해 상사의 따뜻한 조언과 그들의 진실한 

감정을 동료들에게 털어놓고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서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 인 측면을 최소화

시키고 나아가서는 직무만족에 까지 이를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사회  지원의 효과성은 입증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지원을 콜센터의 상사

지원과 동료의 지원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사회  지원

이 감정소진을 완화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6a :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소진이 고객지향성에 미

치는 향은 상사의 지원 정도에 따라 다를 것

이다.

H6b :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소진이 고객지향성에 미

치는 향은 동료의 지원 정도에 따라 다를 것

이다.

H7a :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소진이 직무만족에 미치

는 향은 상사의 지원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

다.

H7b :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소진이 직무만족에 미치

는 향은 동료의 지원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

다.

3.3 설문의 구성
설문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  설명을 기 로 하

여 개발 하 다. 설문지는 ①연구 분석을 한 질문사

항(감정노동, 업무특성, 개인  성향, 감정소진, 사회  

지원, 고객지향성, 직무만족)을 모두 척도식 응답형

(Scale response)으로 설계하 고 ②일반  사항 등 두 

분야로 구분하여 설계하여 가설검정에 필요한 주요 변

수들의 측정은 5  리커드 측정(Likert Type Scale)을 

사용하 다. 항목별 평가 수는 ①  그 지 않다(1

) ②그 지 않다(2 ) ③보통이다(3 ) ④그 다(4 ) 

⑤매우 그 다(5 )로 정해서 측정하 다. 감정소진의 

독립변수인 감정노동, 업무특성, 개인  성향의 3개 변

수에 해서는 각각 4문항씩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

하 고, 매개변수인 감정소진도 4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감정소진의 조 변수 사회  지원을 상사지원(4문

항)과 동료지원(4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콜센터에서 

해당 상담원의 감정소진으로 귀결되는 종속변수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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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사용 목

1. 빈도 분석 변수의 인구 통계학적 정리
2. 탐색적 요인분석 각 변수에 대한 개념타당성 검정
3. 신뢰성 분석 각 변수에 대한 내적 일관성 검정

4. 경로 분석
(1)적합도 검정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
(2)가설 검정 연구변수들의 인과관계 검정
(3)조절효과 검정 조절변수의 조절효과 검정

객지향성  직무만족 한 각각 은 4개의 문항으로 구

성하 다, 마지막으로 설문자의 인구특성과 련해서 

응답자의 인 특성과 업무성격은 해당 업무의 ☐에 표
시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한 자료는 은행콜센터, 카드

사콜센터, 보험콜센터 등 융업에 종사하는 콜센터 직

원을 상으로 하 다. 

3.4 연구조사의 방법
연구결과에 한 타당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해서

는 설문지의 항목들이 타당성이 높은 질문 항목들로 구

성되어야 하며 신뢰도 한 높아야 한다. 본 연구의 모

형과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기 에 설문자료에 한 신

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선행하 으며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이 끝난 후 연구모형의 합도와 연구가설을 검증

하기 하여 경로분석 등의 통계  방법을 용하 고 

이를 해 사회과학 등의 통계분야에서 일반 으로 활

용되고 있는 통계처리 로그램인 SPSS(Ver. 15.0)와 

AMOS(Ver. 7.0)를 이용하 다. 결과에 한 분석은 유

의수  0.01을 기 으로 하 다. 이상의 연구조사 방법

의 구체 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자료의 분석 및 검정방법

Ⅳ. 연구결과

4.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 에서는 연구모형의 검정과 변수들 간의 계

를 검증하기 하여 응답자로부터 정보를 직  수집하

는 방법인 설문지법을 사용하 다. 실증연구를 한 표

본으로는 카드사 콜센터, 은행 콜센터, 보험 콜센터 등

의 상담원을 상으로 하 다.

설문은 2010년 4월에 실시되었는데 설문지의 배부와 

수집은 콜센터를 직  방문하여 회수하 다. 배부된 설

문지는 은행 100부, 카드사 60부,  보험콜센터에 40부가 

배포되었다. 총 배부된 200부 설문지 에 회수된 설문

지는 158부이었다. 따라서 실질 인 회수율은 약 79%

이다. 회수된 설문지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분석 상

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 1부를 제외하여 최종 으

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157부이다.

구 분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

성별 남자 0 0 0 0 
여자 157 100% 157 100% 

결혼
여부

미혼 96 61.14 96 61.14 
기혼 61 38.85 157 100.00 

연령

21세～25세 12 7.64 12 7.64
26세～30세 37 23.56 49 31.20 
31세～35세 39 24.84 89 56.04 
36세～40세 48 30.57 137 86.61 
41세～45세 21 13.37 157 100.00 

상담
경력

6개월 이하 20 12.73 20 12.73 
6개월~1년미만 24 15.28 44 28.01 
1년이상~2년미만 22 14.01 66 42.02 
2년이상~3년미만 24 15.28 90 57.30 
3년이상~5년미만 30 19.10 120 76.40
5년이상~7년미만 16 10.19 137 86.59 
7년이상~9년미만 18 11.46 155 98.05 

10년이상 3 1.91 157 100.00 

학력
고졸 80 50.95 81 50.95 

전문대졸 39 24.84 119 75.79 
대졸 38 24.20 157 100.00 

직  급
상담원 145 92.35 145 92.35 
파트장 7 4.45 152 96.80 

수퍼바이저 2 1.27 154 98.07 
스탭 3 1.91 157 100.00 

상담
업무

아웃바운드 31 19.74 31 19.74
인바운드 126 80.25 157 100.00 

근무
회사
업종

카드 38 24.20 38 24.20 
은행 81 51.59 119 75.79
보험 38 24.20 157 100.00 

표 2.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157

명으로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혼이 96명으로 

61.14%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은 35세 이하가 56.04%

를 차지하고 있다. 한  직장경력은 3년 미만이 

57.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년미만이 28.0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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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고,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50.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 은 92.35%가 상담원이다. 한 

근무회사는 부분 은행 카드사 콜센터(75.79%)이며, 

보험회사에 24.20%가 근무하고 있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4.2.1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각 잠재원인을 측정한 측정변인에 

한 측정결과의 일치성 정도를 분석하기 해 크론바하

의(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여 신뢰성을 검정 하

다.

연구모형의 독립변수로서 감정노동과 업무특성, 개

인  성향 그리고 매개변수인 감정소진  종속변수인 

고객지향성과 직무만족에 한 6개의 변수를 측정하기 

한 총 24개의 설문 문항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 고 

분석결과를 해당 변수별로 구분하여 [표 3]의 하단에 

각각 표시하 다. 탐색  연구 분야에서는 알  값이 

0.6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해서는 만족할만

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신뢰도가 최

하 0.856 이상으로서 6개 변수 측정을 한 24개 설문 

문항의 신뢰성이 만족할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한 변수들의 다항목 척

도간의 신뢰성 검증은 모두 0.6보다 충분히 크게 나타

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성이 확보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명되었다.

4.2.2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 검정

방법을 용하여 타당성을 검정하 고, 이를 평가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을 

한 선택기 들은 다음과 같다. 타당성 분석방법은 주요

인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이용하 고 

요인회  방법으로는 요인들 간의 상호 독립성을 유지

하는 직각회 방식(varimax rotation) 이용하여 요인을 

나 었다. 한 요인 재량(factor loading value)은 0.6

이상을 기 으로 하여 요인분석을 하 다. 특정변수의 

모든 요인 재량을 제곱하여 합한 값인 공통분산

(communality)은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 계를 나타

내 주는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6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단하므로 우선 이 기 을 만족하는가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단일차원의 요인분석에 한 자료를  

[표 3]으로 요약하여 정리하 다.

표 3.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변
수명

항목
공통
분산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감정
노동

A11 0.798 -0.003 -0.000 0.109 0.886 0.042 0.013
A12 0.651 0.058 -0.050 -0.033 0.799 0.071 0.002
A13 0.845 0.015 -0.019 0.108 0.908 0.084 -0.029
A14 0.799 0.002 0.073 0.071 0.884 0.070 0.039

업무
특성

A21 0.800 0.161 0.864 0.060 0.080 0.134 0.020
A22 0.850 0.198 0.883 0.065 -0.017 0.137 0.090
A23 0.820 0.244 0.857 0.048 -0.035 0.149 -0.002
A24 0.881 0.253 0.889 0.060 -0.041 0.136 0.060

개인적 
성향

A31 0.620 0.014 0.096 -0.153 -0.227 -0.030 0.731
A32 0.707 0.053 -0.002 -0.063 0.061 -0.029 0.834
A33 0.849 0.114 0.059 -0.142 0.001 -0.009 0.901
A34 0.739 0.063 0.005 -0.053 0.160 -0.077 0.837

감정
소진

B01 0.853 0.866 0.227 0.110 0.041 0.181 0.071
B02 0.898 0.912 0.217 0.086 0.031 0.062 0.082
B03 0.850 0.870 0.204 0.128 0.014 0.169 0.077
B04 0.853 0.878 0.231 0.112 0.004 0.117 0.054

고객
지향성

C11 0.763 0.230 0.031 0.811 0.108 0.198 -0.015
C12 0.779 0.107 0.010 0.854 0.083 0.123 -0.125
C13 0.817 0.068 0.082 0.880 0.012 0.067 -0.164
C14 0.807 0.020 0.103 0.869 0.067 0.148 -0.121

직무
만족

C21 0.706 0.142 0.165 0.045 0.089 0.805 -0.002
C22 0.767 0.210 0.073 0.290 0.079 0.788 -0.081
C23 0.838 0.076 0.153 0.109 0.062 0.889 -0.061
C24 0.799 0.084 0.142 0.141 0.067 0.864 -0.027

고유값(eigen 
values) 6.545 3.895 3.046 2.067 1.891 1.645

설명 분산(%) 27.272 16.229 12.691 8.611 7.880 6.855
누적 분산(%) 27.272 43.501 56.192 64.802 72.683 79.538

Cronbach's α 0.947 0.933 0.905 0.899 0.897 0.856

분석결과를 보면 측정한 총 24개의 문항이 6개의 요

인으로 완벽하게 축소되어 있고 요인 재량 한 최소 

0.731 이상을 보이고 있다. 공통분산 한 모두 0.6을 

과함으로 변수와 요인간의 상 계는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단된다. 그리고 체 요인의 체 표본에 한 

설명력을 의미하는 설명분산의 치도 79.538%로서 

이 한 설명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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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로분석과 결과 해석
4.3.1 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성은 모형과 실제의 공분산

자료 사이의 일치성(consistency)의 정도 는 일치도

를 나타내며, 모형에 한 합성 평가는 공분산 구조

모형이 가정에 얼마나 합한가를 살펴보는 차로서 

기본 으로는 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 

증분 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 그리고 간명

부합지수(Parsimonious Fit Measures) 등을 이용한다

[10].

본 연구에서도 이들에 한 표지수를 선택하여 모

형에 한 합도가 각각의 평가기 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해 AMOS 7.0을 이용하여 구조모형

의 분석기법인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해서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에서 제시된 결

과를 바탕으로 하여 6개의 변수를 측정하기 한 총 24

개의 설문문항과 이를 측정한 157개의 체 표본에 

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의 합도와 경로에 한 

가설을 검정하 고 연구모형에 한 합도 검정결과

를 [표 4]에 정리하 다.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결과
구 분 평가기 합도 지수

χ2 작을수록 263.527
df 클수록 238

χ2의 p값 0.05 이상 0.123
χ2/df 3.0이하 1.107
RMR 0.1이하 0.050
GFI 0.9 이상 0.877
AGFI 0.9 이상 0.846
NFI 0.9 이상 0.912
RFI 0.9 이상 0.898
IFI 0.9 이상 0.991
CFI 0.9 이상 0.991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의 경우 χ²값이 263.527, 

자유도(df ; degree of freedom)가 238, Q값(χ²/df)은 

1.107, 그리고 χ²의 유의수 (p값)이 0.123으로서 모두

가 평가기 을 만족시키고 있다. 일부의 합도 지수

(GFI, AGFI, RFI)가 평가기 에 약간 미달하나 그 외

의 모든 지표들은 모두 평가기 을 만족시키고 있으므

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합도 단 지표들은 권

장기 을 만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의 합도를 단할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특정 

기 만으로 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의 합도 평가기 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즉, 일부의 평가기 이 만족스럽지 않

게 나타나더라도 다른 모든 기 을 종합하여 반 으

로 합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면 모형은 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체 157개의 표본을 연구 상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모형은 반 으로 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즉, 연구모형에 한 합도 검정결과 크게 이상이 

없으므로 가설검정을 한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4.3.2. 가설의 검정 결과
a. 경로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제시된 총 5개의 가설에 한 검

정결과를 경로도 [그림 2]로 표시하고 이를  [표 5]에 요

약하여 정리하 다.

그림 2. 경로도

표 5. 가설의 검정결과-경로분석
가설
번호

경 로
비표 화경로계수 표 화 

경로계
수

검정결
과경로계수 S.E. t p

H1    감정노동
→ 감정소진 0.089 0.097 0.912 0.362 0.068 기각

H2 업무특성
→ 감정소진 0.467 0.071 6.618 0.001 0.508 채택

H3 개인적 성향
→ 감정소진 0.177 0.120 1.476 0.140 0.110 기각

H4 감정소진    
  → 고객지향성 0.213 0.070 3.056 0.002 0.264 채택

H5 감정소진    
→ 직무만족 0.233 0.060 3.872 0.001 0.335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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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표상의 t-통계량을 기 으로 검정 결과의 

채택 여부를 단한다. 우선 [표 5]에서 독립변수(감정

노동, 업무특성, 개인  성향)와 매개변수인 감정소진 

간의 계가설 총 3개의 경로 에서 업무특성(H2, 경

로계수=0.467, t=6.618, p<0.001)은 유의한 계를 보이

고 있으나, 감정노동(H1)과 개인  성향(H3)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업무특성 변수만 지지된 이유

는 업무의 특성상 상 으로 스트 스가 심한 콜센터

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  결과라고 단된다. 

그리고 감정소진이 고객지향성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H4, 경로계수=0.213, t=3.058, 

p<0.002)과 감정소진이 직무만족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H5, 경로계수=0.233, t=3.872, 

p<0.001)은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 총 효과 분석

[표 6 - 표 8]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인 감정소진을 

통하여 2개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여기서 직 효

과는 가설의 설정경로에 따라 직 으로 향을 미치

는 계수이다. 그러나 “감정노동→감정소진”, “개인  성

향→감정소진” 경로는 비유의 이므로 그 향력이 인

정할 수 없는 상태여서 본 분석에서는 향력이 없는 

것으로 취 한다.

간 효과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경유하여 종속변

수에 미치는 향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계산과

정에서 유의 이지 못한 경로는 “0”으로 취 된다.

* (독립변수→매개변수간의 경로계수) X (매개변수  

     →종속변수간의 경로계수)

 = (독립변수→종속변수 간의 간 효과)

총효과는 같은 경로 상에서 직 효과와 간 효과를 

합한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업무특성이 고객지향성

에 미치는 향을 로 들면 업무특성 1의 변화는 고객

지향성 0.099의 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한다.

표 6. 직접효과(비표준화 경로계수)

구 분
From

감정
노동 업무특성 개인적 

성향 감정소진

To
고객지향성 　 　 0.213
직무만족 　 　 0.233
감정소진 0.089# 0.467 　0.177# -

# : 비유의적인 경로계수

표 7. 간접효과(비표준화 경로계수)

구 분
From

감정
노동

업무
특성

개인적 
성향 감정소진

To
고객지향성 - 0.099 -
직무만족 - 0.109 -
감정소진 -

표 8. 총효과(비표준화 경로계수)

구 분
From

감정
노동

업무
특성

개인적 
성향 감정소진

To
고객지향성 - 0.099 - 0.213
직무만족 - 0.109 - 0.233
감정소진 0.467 -

c. 조 효과 검정

“매개변수가 종속변수(고객지향성, 직무만족)에 미치

는 향은 사회  지원(상사지원, 동료지원)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은 조 변수 사회  지원

(상사지원, 동료지원)의 조 효과에 한 검증이다. 

조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

기서는 집단 간 비교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 다. 조

효과의 검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 변수를 두 집단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집단

분류를 해서는 조 변수의 평균값, 앙값 등을 사용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을 기 으로 하여 

체 응답자 157 표본을 상 그룹과 하 그룹으로 분

류하고 이를 high집단과 low집단으로 명명하 다. 평

균값의 계산은 먼  각각의 측정변수를 응답 표본별로 

평균하고 체 157 표본별 평균을 다시 평균하여 체 

평균을 구하여 사용하 다. [표 9]에 의하면 상사지원의 

평균값은 3.334, 동료지원은 3.651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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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수

검정내용
집단
별

비표 화경로계수
검정
결과

경로계
수

표 오
차

t p

상사
지원

감정소진 → 
고객지향성

high 0.190 0.097 1.966 0.049 불일치low 0.238 0.100 2.380 0.017
감정소진 → 
직무만족

high 0.145 0.080 1.808 0.071 불일치low 0.313 0.086 3.630 0.001

동료
지원

감정소진 →  
고객향지성

high 0.240 0.097 2.075 0.014 비유
의적low 0.198 0.102 1.946 0.052

감정소진 → 
직무만족

high 0.193 0.093 2.075 0.038 불일치low 0.282 0.081 3.496 0.001

구 분 가설
번호 경로 집단

별
검정내용

검정  
결과경로

계수 방향성 χ2 차이
검정

상사 6a 감정소진 high 0.190 불일치 제약모형 기각

표 9. 조절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N 최소값 최 값 최빈값 앙값 평균값

상사지원 157 2.000 5.000 3.250 3.250 3.334 
동료지원 2.000 5.000 3.750 3.750 3.651 

둘째, 두 번의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한다. 그  하나

는 잠재요인 간의 계를 집단별로 Free한 형태(Free모

형)로 한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잠재요인 간 계의 크

기가 집단과 무 하게 동일하다는 제약을 설정한 모형

(제약모형)이다. 이들 모형에 한 분석결과를 [표 10]

으로 정리하 다.

표 10. 사회적지원의 조절효과-방향성분석

셋째, 조 효과의 방향성을 검토한다. 

본 연구의 가설에서는 감정소진이 고객지향성과 직

무만족에 미치는 향은 사회  지원(상사지원, 동료지

원) 효과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

라서 high 집단에서의 감정소진→고객지향성, 감정소

진→직무만족 경로계수가 low 집단에서의 해당 경로계

수보다 커야 한다. [표 10]에서 감정소진→고객지향성, 

감정소진→직무만족 간의 계에 한 경로계수를 사

회  지원(상사지원, 동료지원)에 한 high 집단과 

low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정리하 다. 

상사지원의 경우 감정소진→고객지향성, 감정소진→

직무만족의 경로에서 low 집단의 경로계수가 high 집

단의 경로계수보다 크다.

그리고 동료지원의 경우 감정소진→직무만족의 경로

에서는 low 집단의 경로계수가 high 집단의 경로계수

보다 크다. 그러나 감정소진→고객지향성의 경로에서

는 high 집단의 경로계수가 low 집단의 경로계수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 으로 유의 이지 못하다. 

따라서 사회  지원의 방향성 분석에 따른 결과는 상사

지원과 동료지원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Free 모형과 제약모형의 χ²에 한 차이를 검

증한다. 조 효과의 방향성 검토에서 그 방향성이 일치

하지 않거나 일치하더라도 비유의 인 경우라면 Free 

모형과 제약모형의 χ²에 한 차이 검증은 필요하지 않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  검증 내용에 한 검토

의 목 으로 분석결과를 [표 11]에 요약 정리하 다. 

표 11. 카이자승(χ2)의 차이 유의성 검정
검정내용 모형별 비표준화경로계수 검정   

결과χ2 df χ2/df p
카이자승(χ2)
차이검정

 (상사지원)

제약 497.120 480 1.036 0.285
비유   
의적free 495.101 478 1.036 0.285

차이 2.019 2 0.000 -
카이자승(χ2) 
차이검정 
(동료지원)

제약 582.740 480 1.214 0.001
  비유  
  의적free 581.964 478 1.217 0.001

차이 0.776 2 -0.003 -

- 상사지원 :⊿χ2 = 2.019 < χ2 ₀.₀₅(2)=5.99  ==> 비유의적
- 동료지원 :⊿χ2 = 0.776 < χ2 ₀.₀₅(2)=5.99  ==> 비유의적

먼  상사지원의 조 효과에 한 χ² 차이검증을 보

면, Free 모형의 분석결과는 χ²=495.101, d.f.=478, 

p=0.285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제약모형의 분석결과는 

χ²=497.120, d.f.=480, p=0.285로 나타나 있다. Free 모형

과 제약모형을 비교하여 보면, Free모형의 경우 제약모

형보다 χ²값이 2.019 작지만 자유도 한 2가 작다. 그

러나 Free 모형의 경우 자유도 감소를 만회할 만큼 χ²

값이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Free 모형보다는 

제약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χ²=2.019≺χ²

₀.₀₅(2)=5.99). 따라서 감정소진→고객지향성, 감정소진

→직무만족 경로에서 상사지원의 조 효과는 유의 이

지 않다. 같은 요령으로  [표 11]에서 같은 경로에 한 

동료지원의 조 효과 한 유의 이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표 12. 사회적지원의 조절효과 검정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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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고객지향성 low 0.238 우수 

6b 감정소진
→직무만족

high 0.145 불일치 제약모형 
우수 기각low 0.313

동료
지원

7a 감정소진
→고객지향성

high 0.240 비유
의적 

제약모형 
우수 기각low 0.198

7b 감정소진
→직무만족

high 0.193 불일치 제약모형 
우수 기각low 0.282

결론 으로 두 잠재요인 간의 계에서 특정 변수가 

조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 해서는 (1)조 효과

의 방향성이 가설과 일치하여야 하고, (2)Free 모형과 

제약모형과의 χ² 합도 비교에서 Free 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경로에서 

조 변수 상사지원은 (1)조 효과의 방향성이 일치하

지 않았고 (2)χ²의 합도도 Free 모형보다 제약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료지원의 경우는 (1)

감정소진→고객지향성 경로에서는 방향성은 일치하나 

유의 이지 못하고 (2)χ²의 합도 한 Free 모형보다 

제약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설 

6a, 6b  가설7a, 7b는 지지되지 않았고, 이를 [표 12]

과 같이 정리하 다.

4.3.3 검정 결과에 대한 해석
a. 경로 분석에 의한 가설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총 9개의 가설  3개는 지지되

었고 나머지 6개는 지지되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각각

의 가설을 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변수(감정노동, 업무특성, 개인  성향)와 

매개변수인 감정소진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라

는 총 3개의 변수 에서 업무특성(경로계수=0.467, 

t=6.618, p<0.001)은 지지되었고 나머지 2개(감정노동, 

개인  성향)는 통계 으로 유의 이지 못하여 기각되

었다. 

한, 감정소진이 고객지향성에 유의 인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H4, 경로계수=0.213, t=3.058, 

p<0.002)과 감정소진이 직무만족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H5, 경로계수=0.233, t=3.872, 

p<0.001)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지지되었

다. 

마지막으로 감정소진이 고객지향성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의 정도에 사회  지원(상사지원, 동료지

원)의 정도가 향을 미칠 것이라는 조 효과에 한 

가설들(H6a, H6b, H7a, H7b)의 검증을 해서 가설에 

한 방향성, 그리고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의 χ²에 한 

차이검증을 실시하 다. 그러나 둘 다 가설의 방향성에 

한 불일치를 보여 기각되었다.

이러한 상을 개별가설 보다는 향변수별로 그 원

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노동은 감정소진

에는 통계 으로 유의 이지 못하 다. 감정노동

(emotional labor)은 체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

하는 비 이 커지고 고객만족과 객서비스가 기업의 

경쟁우의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인간감정의 상품화(commercial of human feeling)가 

면 으로 진행된 것이다. 개인이 효과 인 직무수행 

는 조직 내 응을 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실제 감정 

상태와 조직의 감정표 규범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감

정표 에 차이가 존재할 때,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조 하려고 한다. 즉 자신의 실제 감정을 통제하려는 

노력과 바람직해 보이는 특정한 감정을 표 하려는 노

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을 Hochschild(1979)는 

감정노동(Emotional labor)으로 정의하 다. 한 서비

스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은 자신의 실제 감정을 통

제하려는 노력과 바람직해 보이는 특정한 표정과 몸짓

을 표 하기 한 느낌의 리로서 감정노동을 정의 즉 

종업원이 실제로 느끼지 않는 감정을 표 함으로써 조

직의 표 규범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

원은 감정노동 그 자체를 상담업무  당연히 해야 하

는 것으로 느끼고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둘째, 업무특성은 감정소진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수 에서 3개(감정노동, 업무특성, 개인  성향)의 변수 

 유일하게 지지되었다. Macdonald & Sirianni(1996)

은 고객은 상담원들에게 분노나, 스트 스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언 하 다. 콜센터의 업무특성  상담원은 

고객과 상호 하면서 시간 인 압력을 받으면서 업

무를 수행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시간  압력이

란 일정시간 동안 업무가 효율 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콜센터 상담원이 시간  압력에 직면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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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심  부담으로 인하여 회복이 더디게 되며, 이러

한 상이 지속될 경우 상담원에게 업무 인 특성으로 

인하여 감정소진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개인  성향은 감정소진에는 통계 으로 유의

이지 못하 다. Ashforth and Humphrey(1993)는 감

정노동은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안녕과 행복을 얼마

나 깊게 배려를 하는가와 한 련이 있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감  배려(empathic 

concern)가 높은 경우에는 고객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

게 되므로 상담원이 감정노동 수행 시 개인  성향은 

감정소진에 련성이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감정소진은 종속변수인 고객지향성과(경로계

수=0.213, t=3.058, p<0.002) 직무만족(경로계수=0.233, 

t=3.872, p<0.001) 모두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수 에

서 지지되었다. 감정소진은 직무탈진의 한 요소로 간주

되어 왔다. Pine and Aroson(1988)에 의하면 직무탈진

은 정서 으로 부담이 되는 환경에 오랜 시간동안 노출

됨에 의해 비롯되는 생리 , 정서 , 정신 인 감정소진

상태이다. 이러한 감정소진은 에 지가 고갈된 상태이

기 때문에 감정소진이 높을수록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

쳐서 출근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게 된다. 한 직무 능

력에 해서 부정 인 평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감정소진은 당연히 고객지향성  직무만족에 

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콜센

터 상담원의 고객지향성  직무만족 하를 해서는 

그들의 감정소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 히 분석

하여 사 에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 사회  지원에 의한 가설검정 결과

사회  지원인 상사지원과 동료지원의 조 효과는 

가설의 방향성  모형의 합도 개선의 정도가 유의

이지 못하여 모두 기각되었다. 사회  지원은 개인의 

기본 인 사회에 한 요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서 충족되는 정도로 정의된다. 따라서 콜센터라는 조

직의 감정  요구사항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들에 

해 상사의 따뜻한 조언과 그들의 진실한 감정을 동료

들에게 털어놓고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서 감정노동으

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 인 측면을 최소화시키고 나아

가서는 고객지향성  직무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 으나 그 가

설의 방향성 불일치  표본의 유의성 한 입증되지 

못하 다. 따라서 콜센터 상담원을 표본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감정소진이 고객지향성  직무만족에 미

치는 향에는 통계 으로 사회  지원이 조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 가설은 기각 되었다.

Ⅴ.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콜센터 상담원을 상으로 감정소진과 고

객지향성 직무만족의 련성을 연구하 다. 특히, 감정

소진이 고객지향성  직무만족에 부정 인 향을 미

치는 련성을 밝힘으로써 상담원의 감정소진의 결과

가 콜센터 상담원의 고객지향성  직무만족에 하 되

고 있는 것에 한 실증 인 증거를 제시하 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소진

의 이론  측면에서 보면 콜센터는 형 인 감정노동

에 해당된다. 따라서 콜센터의 상담원의 리에 감정소

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 다. 그러므로 콜

센터 상담원의 모집과 선발, 교육, 보상에 있어서 감정

소진의 요소를 가미하여 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

하 다. 

둘째 감정소진에 업무특성인 시간  압력은 양(+)의 

련성을 보 다. 따라서 감정표 규범을 획일 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담원 특성에 합한 다양한 감정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간  압력이 일어나지 않도

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 내지 못한 감정소진이 고객지

향성  직무만족간의 조 효과에 한 내용이다. 연구

자의 경우 ‘감정소진이 고객지향성  직무만족에 미치

는 향은 사회  지원(상사지원, 동료지원)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의 논리성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지지되지 않았지만 

향후의 연구에서는 그 표본을 달리하여 그 통계 인 유

의성을 확보함으로서 콜센터 상담원들의 감정소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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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완화를 시키기 해서는 콜센터 내부의 상사지

원, 동료지원이 필요 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

었으면 한다. 앞으로  더 요성이 커지고 있는 고

객서비스의 최일선 인 콜센터를 통해 최고의 품질

과 고객만족을 제공하기 해서는 지  이 순간에도 감

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원들에게 감정소진의 경

험이 아닌 상담원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서 더 이상 고객

지향성  직무만족의 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

써 보다 진취 인 콜센터 운 략을 도출 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콜센터의 효율 인 운 을 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보다 심층 이고 신 인 방법을 용한 

연구를 통해 콜센터의 발 과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비

젼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 이고 실행력 있는 많은 연

구가 후속 연구에서 개선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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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 日本 오사카 학 정보

공학과 소 트웨어공학 공(공

학박사)

∙1980년 ∼ 1995년 : 강원 학교 자계산학과 교수

∙1986년 ∼ 1987년 : 日本 오사카 학교 객원연구원

∙1995년 ∼ 2002년 : 한국S/W품질연구소 소장

∙1999년 ∼ 재 : 호서 학교 벤처 문 학원 교수

 < 심분야> : S/W공학, S/W 로젝트 리, 컴포 트 

기반 개발방법론과 품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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