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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Most of employees in service area frequently and strongly experience job-stress caused 

by emotional labour than in general. This job-stress is supposed to incur employees' 

burn-out, which burn-out brings a lower service quality in various aspects of physical and 

spiritual hospit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s of burn-out on 

emotional labour of hair designer, with 155 primary data from a sample of 200 employees 

of hair shop in Seoul and Gyeongnam area.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ollected data 

were checked through the calculation of Cronbach's and factor analysis. The empirical α 

research made by regression analysis confirms that emotional labour significantly has a 

negative effect on burn-out of hair designer. Therefore, hypothesis presented to mediate 

the effect of burn-out on emotional labour of hair designer was supported in positive. 

Hopefully, this study contributes to hair business shops for setting up a management 

strategy on effective job-satisfaction of hair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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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 . . . ⅠⅠⅠⅠ

문제의 제기문제의 제기문제의 제기문제의 제기  1.   1.   1.   1. 

한국의 미용 산업은 반세기 오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조원이 넘는 방대한 시장을 가진 산업이2

다 현대인들은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개성화 다양. , 

화를 통한 나만의 멋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인들의 미적욕구를 충족시키고 체계적인 기업의 면

모를 갖추기 위해 미용업계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적서. 

비스 의존도가 매우 높은 미용업계는 무엇보다 감각 

있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는 관리정

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대한 시장 규모와는 달리 . 

미용업계는 전문 미용경영의 미흡 미용업 종사자들, 

의 직무불만족 등에서 오는 높은 이직률로 인한 고

질적 인력난 열악한 직원들의 복리 후생 등의 난제, 

를 갖고 있다1) 즉 미용업 종사자들은 장시간의 노. , 

동 불확실한 승진체계 열악한 복지후생시설 낮은 , , , 

임금 직무 내용의 복잡성과 오랜 시간의 반복 작업, 

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 

고 있는 것이다2).

미용업종사자들의 경우 직업 특성상 장시간의 근  

무시간 근무여건에 따른 불규칙한 식생활과 각종 , 

화학제품 사용들로 인하여 호흡기 질환 피부과 질, 

환 안과 질환 비뇨기계 질환 등 건강에 대해 위험, , 

을 주는 요인들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년 조사에 따르면 해마( , 1997-2000 ) 

다 미용인들의 직업 관련성 근골격 통증비율이 증가

하고 있으며 현재 미용업의 업무상 질병 중에서 직, 

업 관련성 근골격 통증비율이 년에 1998 6.7%, 

년에는 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2000 32.2%

로 나타났다 이는 평생직업인인 전문직 미용인들에. 

게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다.

최고의 인적서비스를 지향하는 서비스업체 종업원  

들은 고객들의 요구와 조직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

켜야 하는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다른 직종에 근

무하는 종업원들에 비해 매우 높다하겠다3) 따라서 . 

미용업 종사자들은 스스로의 심리적 신체적 상황과 , 

상관없이 고객에게는 친절하게 웃는 얼굴과 공손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직무스트레스이

며 심리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4) 또한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인 갈등은 나. 

아가 소진증상 을 유발하게 (symptoms of burn-out)

된다5) 이러한 연구는 그 동안 조직행동분야에서 도. 

외시되어왔던 개인의 감정에 관한 연구6)가 종업원들

의 감정관리와 조직의 직무성과 향상에 중요한 관련

이 있다는 결과7)로 규명되면서 종업원들의 감정관리

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미용업처럼 오랜 시간 빈번한 대인접촉을 해야 하  

는 서비스업 종사원의 경우 이들의 직무활동에서 행

동이나 노동결과물은 물론 개인의 감정 사고 의도 , , 

등도 통제의 대상이 된다 정형화된 상황을 반복적. 

으로 경험해야 하는 이들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도 본인의 감정노출 없이 습관

적으로 대응하도록 요구되어진다 고객과 접촉하는 . 

동안 조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종업원들은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심리적 결

과를 야기하게 된다 특히 감정이 개인의 자발성으. 

로 부터 표출되는 것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 강요

된 노동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 자체가 개인의 우울

정도 및 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 

시 말하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높은 스

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쉽게 소진에 노출되며 그 결, 

과 이직의도 혹은 이직이 증가하거나 개인의 만족과 

조직의 성과 또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8) 따라서 . 

인적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기업측면에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발되는 소진증상

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기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  

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용실의 토탈미용 . 

서비스를 담당하는 헤어디자이너를 연구대상으로 제

한하고 그들이 인식하는 감정노동과 소진에 대한 , 

개념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상호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헤어디자이너의 직무만족을 위한 관리. 

방향을 고찰하여 고객들의 만족은 물론 미용업체에 

대해 헤어디자이너의 효율적 직무만족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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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감정노동감정노동감정노동  1.   1.   1.   1. 

대부분의 서비스 기업들이 펼치는 서비스 마케팅   

전략은 고객위주의 전략이 대부분이며 서비스를 만

들어내는 직원을 위한 전략은 극히 드물다 고객들. 

이 서비스 직원들과 접촉하는 동안 기업과 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오래 남기기 위해서는 상품의 

우수성은 물론이고 고객과 서비스 직원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 기업에서는 고객과 서비스 직원들이 상품판매를 

위해 만나는 서비스 접점 관계에(service encounter)

서의 직원들의 언어 행동 태도가 기업의 이익에 ,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 수 있다9) 특히 이러. 

한 부분은 호텔 항공사 외식업체 백화점 서비스, , , , 

센터 등 인적서비스가 중요 상품으로 판매되는 기업

에게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10).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고객이 종업원과 접  

촉하는 이른바 서비스 접점 시(service encounter) 

점에서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하도록 서비스 제공자

들에게 고객에 대한 감정표현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

을 세우고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들. 

도 한 사람의  인간이므로 기업이 요구하는 외적 감

정표현과 내적 마음상태를 항상 일치하도록 유지하

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 직무에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기업의   

목표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내부 

감정과 갈등을 일으키며 억지스러운 미소와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종사원들의 노력을 감정노. 

동 이라 하며 필연적으로 종사원들(emotional labor) , 

은 그들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직이 기대하는 규범을 

지켜 고객들과 접촉에서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표

현의 기준을 수용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

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종업원들은   

일반 사무직 근로자보다 더 빈번하고 더 강하게 직, 

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감정노동, 

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종업원들의 소진을 유발

한다11)12) .

소진소진소진소진  2.   2.   2.   2. 

  Maslach13)은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료분야 사회사업 교사와 같은 서비스, , 

직 종사자들이 받는 정신적 압박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탈진 및 고갈상태를 소진으, , 

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소진의 구성개념으로 감정. 

고갈은 타인과의 과도한 접촉에 의해서 개인의 감정

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를 말하며 주로 고객과의 직

접적인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에게 많이 나타난다14). 

비인격화는 조직구성원이 고객과의 문제 발생 상  

황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감정적 고갈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15) 이는 . 

판매원들이 업무 상황에서 고객을 비인격화 즉 사물

화 하는 냉소적이고 냉담한 태도가 특징이다 김상. 

희16)는 고객을 비인격화하는 판매원은 고객을 인간

이기보다는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거리감을 , 

둔 감정적 냉담함을 나타내며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 

태도를 취한다고 밝혔다 성취감 저하는 생산성 및 . 

능력 저하 의욕 상실 허탈감 등과 관련되는 것으, , 

로 이 경우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결, , 

국 성취감 저하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취감 저하는 . 

비효율성 동기화의 감소 및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 

고 감정노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감정노동을 지, 

각하는 종업원들은 그것을 극복하는데 한계를 느끼

며 결국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17)18)19).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 . . ⅢⅢⅢⅢ

연구문제 설정연구문제 설정연구문제 설정연구문제 설정  1.   1.   1.   1. 

감정노동과 소진 1) 

  Grandey20)는 감정노동의 개념적 모델에서 감정노

동의 결과변수로 소진 직무만족 기업의 성과 등을 , , 

제시하였으며, Johnson et al.21)은 조직의 감정표현

과 규범에 의한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은 소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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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theridge, Lee22)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자신

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에 적합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지나친 노력을 하는 경우 개인은 감정고갈을 , 

경험하게 되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냉담해지

며 상대방을 물건처럼 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면서 비인격화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감정노동, 

은 감정고갈과 비인격화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 

개인성취감에는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23).

  Dormann et al.24)은 감정노동의 수행결과에 대한 

연구에서 감정부조화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으며 윤시내 이승륜, , 25)의 

연구에서도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감정부조화가 감

정고갈 비인격화 개인성취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 , 

하였다.

백화점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서문식 김상희  , 26)의 

연구와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한 Lewig, 

Dollard27)의 연구에서도 감정부조화가 소진의 선행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 IT 

한 Rutner,  Hardgrave, McKnight28)의 연구에서도 

감정부조화는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  

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헤어 디자이너의 감정노동은 소진에 유의가설 헤어 디자이너의 감정노동은 소진에 유의가설 헤어 디자이너의 감정노동은 소진에 유의가설 헤어 디자이너의 감정노동은 소진에 유의  1:   1:   1:   1: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표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표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표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1> < 1> < 1> < 1> 

구 성 지 표 구 성 내 용 문 항 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결혼여부 연령 학력 근무년수 소득, , , , , 6

감정노동

감정표현의 다양성 1-4

감정표현의 지속시간 5-7

감정표현의 강도 8-11

감정표현의 빈도 12-16

감정부조화 17-19

소진

감정고갈 1,4,9,12,15

비인격화 2,5,6,10,13

개인성취감 3,7,8,11,14,16

총 문 항 수 41

가설 헤어 디자이너의 감정노동은 감정고갈   1-1: 

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헤어디자이너의 감정노동은 비인격화에   1-2: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헤어지다이너의 감정노동은 개인성취감  1-3: 

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설문지 구성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구성내용은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 개 문항 감정노동에 관6 , 

한 항목 개 문항 소진에 관한 항목 개 문항으19 , 16

로 총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41 . 

자료 수집은 년 월 일에서 년 월   2012 3 1 2012 3 15

일까지 약 일간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헤어디자이15

너들을 대상으로 약 부의 설문지를 나눠주고 작200

성하도록 하였다 이들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상당. 

수의 질문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질문지 부를 45

제외한 부를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155 .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단계 척도를 활(1) (5) 5 Likert 

용하였으며 각각의 설문 항목들은 응답자로 하여금 , 

각 항목에 대한 그들의 동의 혹은 반대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질문지의 구성 지표 및 구성 내. 

용과 문항 수는 표 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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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1) 

실제 조사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감정노동의 경우 감정표현의 다양성 지속. , 

기간 강도 빈도 감정부조화로 구분하였으며, , , , 

Morris & Feldman29)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 

한 Brotheridge & Lee30), Brotheridge & Lee31), 

Diefendorff, Croyle, Grosserand32)의 연구를 기초

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헤어디자이너, 

들이 고객들을 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감정노동의 

가지 차원을 모두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에 5 , 

맞게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각 하위영역별 설문지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나는 고객에게 풍부한 감정을 표현한다 나는 ‘ ’, ‘

고객에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 등과 같이 다양’ 

성 문항 나는 고객과 만나는 시간이 적다 나는 3 , ‘ ’, ‘

고객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적다 등과 같이 지속기‘ 

간 문항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고객과 함께 보낸3 , ‘

다 나는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많다 등과 같이 ’, ‘ ’ 

빈도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나는 고객을 대할때 3 , ‘

나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한다 나는 고객을 대할 ’, ‘

때 나의 감정을 격하게 표현한다 등과 같이 강도 ’ 3

문항 나는 고객을 대할 때 실제보다 더 부드럽게 , ‘

감정을 표현한다 나는 고객을 대할 때 부정적인 ’, ‘

감정을 숨긴다 나는 고객을 대할 때 실제 감정과 ’, ‘

표현하는 감정이 다르다 와 같이 문항으로 감정부’ 3

조화를 구성하였다. 

소진 2) 

소진은   Schaufeli, et al.,33)이 개발한 Maslach 

를 사Burnout Inventory-Genaral Survey(MBI-GS)

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적서비스 전문직에 초점을 . 

맞춘 를 일반전문직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MBI

된 척도이다.34)35) 이 개념화 및 척도는 많은 연구들 

로부터 그 타당성 및 신뢰성을 입증 받아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에

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6)37)38)39)

소진의 각 하위영역별 설문지 구성을 살펴보면 감  

정고갈의 경우 나는 나의 업무로 인해 정서적으로 ‘

메말라 간다 나는 업무를 마칠 때 쯤 이면 완전히 ’, ‘

지쳐있다 등과 같이 감정고갈을 측정하는 항목 문’ 5

항 비인격화의 경우 나는 현재 나의 업무를 시작, ‘

한 이래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 흥미를 잃어가고 있

다 나는 내가하는 업무에 열성적이지 않다 등과 ’, ‘ ‘ 

같이 비인격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성취감의 5 . 

경우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효‘

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회사에 효과적으로 ’, ‘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등과 같이 개인성취감 ’ 

문항으로 구성하였다6 .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 . . ⅣⅣⅣⅣ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1.   1.   1.   1. 

본 연구의 대상은 경남 서울 일부지역 미용실에   ,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을 연구대상으로 편의추출방법

실시하여 총 부(convenient sampling method) 200

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들 중 응답이 부실하, 

거나 상당수의 질문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질문

지 부를 제외한 부를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하45 155

였다.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성별 분포는 남성이 . 21.3 , ％

여성이 으로 여성이 월등히 많은 편이었으78.7％ 

며 이는 우리나라 헤어디자이너의 일반적 성비를 , 

비교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연령별 분포에. 

서는 대가 대는 대는 20 72.9 , 30 24.5 , 40 2.6％ ％ ％

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기혼, 84.5%, 

이 로 나타났고 학력별 분포에서는 고졸이 15.5% , 

대졸 대학원졸이 로 나타났다51.0%, 45.2%, 3.9% . 

근무 년수에서는 년 이하 년   5 69.7%, 6 10∼

년 년 의 분포를 22.6%, 11 15 5.8%, 16 20 1.9%∼ ∼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높은 이

직률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의 소득. 

을 살펴보면 만원 이하 만원 , 100 49.7%, 100 200∼

미만 만원 미만 32.3%, 200 300 9.7%, 300 400∼ ∼

만원 미만 만원 이상 로 나타났다3.2%, 400 5.2% . 

이와 같은 소득분포를 통해 우리나라 헤어디자이너

들의 수입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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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본의 일반적 특성표 표본의 일반적 특성표 표본의 일반적 특성표 표본의 일반적 특성< 2> < 2> < 2> < 2> 

구분 빈도수 구성비율( )％

성별
남성 
여성

33
122

21.3％
78.7％

연령별
대20
대30
대40

113
38
4

72.9％
24.5％
2.6％

학력
고 졸
대졸

대학원이상

79
70
6

51.0%
45.2%
3.9%

결혼여부
미혼
기혼

131
24

84.5%
15.5%

근무년수

년이하5
년6-10
년11-15

년 이상16

108
35
9

3

69.7%
22.6%
5.8%

1.9%

월 소득

만원미만100

만원100-200
만원200-300
만원300-400

만원이상400

77

50
15
5

8

49.7%

32.3%
9.7%
3.2%

5.2%

계 183 100

표 감정노동 요인분석 결과표 감정노동 요인분석 결과표 감정노동 요인분석 결과표 감정노동 요인분석 결과< 2> < 2> < 2> < 2> 

문항 Factor Loadings Eigen Value 분산(%) Cronbach α

표현빈도15 .840 .112 -.038 -.041 .003

3.683 21.664 .794

표현빈도16 .816 .026 -.031 .025 .011

표현빈도13 .679 .008 -.058 -.115 .172

표현빈도14 .649 -.021 -.046 .333 -.191

표현빈도12 .645 .131 -.078 .308 -.079

감정부조화19 .044 .928 -.112 .184 .004

2.394 14.082 .886감정부조화18 .055 .927 -.074 .172 .013

감정부조화17 .093 .790 -.016 .032 -.010

표현강도9 -.020 -.039 .823 -.097 -.026

2.185 12.855 .668
표현강도8 .068 -.012 .697 .216 .233

표현강도10 -.120 -.039 .695 -.022 .220

표현강도11 -.181 -.148 .592 -.239 -.220

지속기간5 .026 .001 -.054 .833 -.029

1.574 9.259 .620지속기간7 .076 .195 .015 .693 .180

지속기간6 .088 .198 -.044 .564 .222

표현다양성4 -.005 .040 .077 .085 .896
1.176 6.918 .788

표현다양성3 -.012 -.049 .133 .196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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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측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측정측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측정측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측정측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2.   2.   2.   2.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척도는 점 척도를   5 Likert 

활용하였으며 응답자로 하여금 각 항목에 대한 그, 

들의 동의 혹은 반대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

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항목을 제거한 후 신뢰성을   , 

검토하였는데 항목 제거 시에는 값을 , Cronbach' α

고려하였다.

감정노동 1) 

감정노동과 관련된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은 고유값 , 17 1

을 넘는 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감정5 . 

표현의 다양성 문항과 문항이 기대와 다르게 신뢰1 2

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이들 문항은 분석에

서 제외시켰다. 

아래 표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  < 2> 17

의 문항은 고유값이 이 넘는 개의 요인으로 묶여1 5

졌다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고유값은 에서 . 1.176

에 이르는 다소 높은 값을 지니고 있다 또한 3.683 . 

이들 개 요인은 전체 변량에 대해 감정표현의 빈도 4

감정부조화 감정표현의 강도 21.66%, 14.08%, 

감정표현의 지속시간 감정표현의 12.86%, 9.26%, 

다양성 를 설명하고 있고 이들 개의 요인 모6.92% 5

두는 전체 변량의 를 설명하고 있다64.78% . 

표 소진 요인분석 결과표 소진 요인분석 결과표 소진 요인분석 결과표 소진 요인분석 결과< 3> < 3> < 3> < 3> 

문항 Factor Loadings Eigen Value 분산(%) Cronbach α

감정고갈2 .890 -.060 -.001

3.499 26.92 .885

감정고갈4 .860 -.029 -.186

감정고갈5 .838 .051 -.034

감정고갈3 .825 -.058 -.049

감정고갈1 .716 .040 .146

비인격화9 .053 .832 .005

3.005 23.11 .746

비인격화10 .006 .770 -.011

비인격화7 -.071 .654 -.252

비인격화6 -.148 .612 -.157

비인격화8 .118 .588 -.220

개인성취감16 .045 -.142 .768

1.424 10.95 .684개인성취감15 -.014 -.207 .764

개인성취감14 -.100 -.103 .744

또한 본 연구는 계수를 통해 본 연  Cronbach' α 

구모형의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척도들

의 내적 일치성을 평가하였다.40) 표 에 나타난  < 2>

바와 같이 개 요인들에서 모두 에서 에 , 5 .620 .886

이르는 다소 높은 내적 일치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진 2) 

소진과 관련된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  

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이 고유값 을 , 13 1

넘는 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개인성3 . 

취감 문항은 기대와 다르게 다른 요인에 적12, 13 

재되었으며 이들 문항은 개념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 

보일뿐만 아니라 의도된 요인에서도 낮은 적재치를 

보임으로써 이들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신뢰도 분석에서 개인성취감 문항이 신뢰  11

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추가로 제거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 3>

있었으며 소진의 경우 개의 문항이 고유값이 이 , 13 1

넘는 개의 요인으로 묶여졌다 요인분석에서 얻어3 . 

진 고유값은 에서 에 이르는 다소 높은 1.424 3.499

값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 개 요인은 전체 변량. 3

에 대해 감정고갈 비인격화 개인26.92%, 23.11%, 

성취감 를 설명하고 있고 이들 개의 요인 10.95% 3

모두는 전체 변량의 를 설명하고 있다6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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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는 계수를 통해 척도들  Cronbach' α 

의 내적 일치성을 평가하였는데 비인격화가 다소 , 

낮은 내적 일치성을 보였지만 그 외 다른 변수들은 

모두 에서 에 이르는 다소 높은 내적 일치.684 .885

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설검정가설검정가설검정가설검정  3.   3.   3.   3.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아래의 표 에 제< 4>

시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는 비표준회귀계수. (B), 

표준회귀계수 값 그 계수의 값 그리고 그 계수의 ( ), tβ

유의성 값 이 제시되었다(p ) .

감정노동과 감정고갈 1) 

감정고갈에 대한 감정노동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

에서 보이듯이 감정표현의 다양성을 제외한 감정4>

표현의 강도 빈도 감정부조화가 감정고갈에 유의, , 

한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지속기간은 감(+)

정고갈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에 포함된 각 변수가 감정고. 

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감정표현의 강도가 다른 변수들 , 

보다 감정고갈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 순으로 감정표현의 빈도 감정부조화 지속, , 

기간이 감정고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정표현의 강도 감정표현의 빈도 및 감정부, 

조화가 증가될수록 종업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감

정고갈을 경험하는 반면 보다 고객과의 접촉기간이 , 

표 감정노동과 감정고갈과의 관계표 감정노동과 감정고갈과의 관계표 감정노동과 감정고갈과의 관계표 감정노동과 감정고갈과의 관계< 4> < 4> < 4> < 4> 

변수 B SE B t-value Sig T

감정표현 다양성 -.012 -.010 -.117 .907

감정표현 지속기간 -.265 -.191 -2.203* .029*

감정표현 강도 .321 .231 2.925** .004**

감정표현 빈도 .271 .212 2.668** .008**

감정부조화 .265 .224 2.746** .007**

R2=.131 Adjusted R2=.102 DF=5 F=4.499 p=.001

* p<.05, ** p<.01

길수록 감정고갈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utek41)의 연구에서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

가 고객 간의 관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관계유형

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진실 된 것으로 발전시키려하

며 이러한 감정표현의 지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고, 

객에게 자신의 진실 된 감정을 표현하려는 노력이 

더 심한 감정노동을 유발하게 될 것 이다 라고 주장’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직무. ‘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서는 

스스로 일에 대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

무소진의 부정적인 결과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

타낸다 라고 하는 선행연구’ 42)의 결과를 지지하여 주

고 있다 따라서 헤어디자이너들이 인식하는 감정노. 

동과 소진은 역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순기능적인 측

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헤어디자

이너들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이 수반 된다

면 감정노동의 순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감정노동과 비인격화 2) 

비인격화에 대한 감정노동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

에 제시되어 있다 비인격화에 대해서는 감정표현5> . 

의 다양성과 빈도가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고 (+)

있는 반면 지속기간 감정표현의 강도 감정부조화, , ,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감정표현, 

의 다양성이 다른 변수들 보다 비인격화에 상대적으

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감정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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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지속기간 강도 감정부조화 순으로 영향을 미, , , 

치고 있었다 이는 감정표현의 다양성과 빈도가 증. 

가하면 할수록 종업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비인격

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과다한 업무 이행이나 조직 내 환  

경에 적응하기 위한 감정적 노력이 판매원의 신체적

정신적 무력감인 탈진의 원인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감정노동 중 감정표현의 다양성  

과 빈도가 높을수록 고객에게서 이탈하게 되고 이, 

러한 비인격화는 단순한 불만족의 감정을 능가할 뿐

만 아니라 직원들은 직무불만족 낮은 자존감 나쁜 , , 

건강상태 정신적 고갈의 심화를 나타낸다 이는 박, . 

효진43)의 연구에서 감정노동은 소진요인에 정 의 (+)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를 통해 , 

Hochschild44)의 주장대로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결

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감정노동과 개인성취감 3) 

표 감정노동과 비인격화와의 관계표 감정노동과 비인격화와의 관계표 감정노동과 비인격화와의 관계표 감정노동과 비인격화와의 관계5555〈 〉 〈 〉 〈 〉 〈 〉 

변수 B SE B t-value Sig. T

감정표현 다양성 .203 .208 2.516* .013*

감정표현 지속기간 .117 .111 1.282 .202

감정표현 강도 -.110 -.105 -1.321 .188

감정표현 빈도 .162 .167 2.098* .038*

감정부조화 .005 .005 .065 .948

R2=.124 Adjusted R2=.095 DF=5 F=4.228 p=.001

* p<.05, ** p<.01

표 감정노동과 개인성취감과의 관계표 감정노동과 개인성취감과의 관계표 감정노동과 개인성취감과의 관계표 감정노동과 개인성취감과의 관계6666〈 〉 〈 〉 〈 〉 〈 〉 

변수 B SE B t-value Sig. T

감정표현 다양성 -.136 -.174 -2.125* .035*

감정표현 지속기간 -.152 -.180 -2.091* .038*

감정표현 강도 -.025 -.030 -.380 .705

감정표현 빈도 .007 .008 .106 .916

감정부조화 -.125 -.175 -2.152* .033*

R2=.139 Adjusted R2=.110 DF=5 F=4.795 p=.000

* p<.05, ** p<.01

개인성취감에 대한 감정노동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에 제시되어 있다 개인성취감에 대한 회귀분< 6> . 

석결과는 감정표현의 다양성 지속기간 감정부조화, , 

가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친 반면 감정표현의 (+) , 

강도와 빈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들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지속기  

간 감정표현의 빈도 감정부조화 감정표현의 강도 , , ,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 

기간 다양성 감정부조화가 증가되면 될수록 종업, , 

원들이 보다 개인성취감은 많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서비스 역할을 수행하는 종사원  

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직이 원하는 방식대로 표현할 

것을 요구 받으면 감정적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감정적 부조화가 감정노동을 . 

수행하는 종사원의 직무만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정

신적 고갈의 정도를 강화시켜 결국 고객에게 제공되

는 서비스의 질을 낮춘다고 밝힌 Abraham4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헤어디자이너들이 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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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높게 지각할수록 헤어디자이너의 소진은 심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 . . . ⅤⅤⅤⅤ

본 연구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가운데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감정표현의 다양성 감정표, 

현의 지속기간 감정표현의 강도 감정표현의 빈도, , , 

감정부조화를 소진의 원인변수로 설정하여 이러한 , 

변수들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검정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감정노동과   , 

감정고갈과의 관계에서 감정표현의 다양성을 제외한 

감정표현의 지속기간 감정표현의 강도 감정표현의 , , 

빈도 감정부조화 모두 소진결과인 감정고갈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진이 감. 

정노동 결과의 한 요소로 간주되어 정서적으로 부담

이 되는 환경에 오랜 시간동안 노출됨으로써 비롯되

는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 소진상태를 경험하게 된, , 

다고 하는 이수연4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감정노동과 비인격화와의 관계에서는 감정  , 

표현의 다양성과 감정표현의 빈도만이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들은 비인, 

격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내면 감정과는 다르게 . 

감정표현을 해야 하는 감정표현의 다양성의 경우 이

러한 심리적 불편함이 감정고갈로 발전한다는 여러 

선행연구47)48)49)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지지하여 주고 

있다. 

셋째 감정노동과 개인성취감과의 관계에서 감정  , 

표현의 다양성 감정표현의 지속기간 감정부조화는 , , 

개인성취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감정표현의 강도와 감정표현의 빈도는 개인성, 

취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정노동이 감정적 고갈 비. , 

인간화 그리고 개인성취감의 모든 소진 변수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50)51)52)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감정노동과 소, 

진에 대한 선행연구53)54)55)에서 감정노동은 소진에 

정 의 영향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를 실증적으(+)

로 입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헤어디자이너들은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을 경험하게 되

는데 이러한 경험은 헤어디자이너의 감정표현이 노

동의 형태로 인식되어버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감정노동이 소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다.

첫째 헤어디자이너들이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느  , 

끼게 되는 대고객 감정노동이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기업이 목표로 

하는 성과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헤어디. 

자이너들이 서비스 제공 중에 겪게 되는 감정노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내부 시스템 개발에 관심을 가져

야 할 것이다 예컨대 헤어디자이너들의 심리적 갈. ,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시스템

을 갖추거나 헤어디자이너의 불만과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이들의 감정노동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헤어디자이너. 

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나친 업무량과 다

른 직원과의 역할갈등 등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

는 업무환경을 배제하고 직무에 대한 자율성과 재, 

량권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마음, 

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조직 환경 조성이 필요

하다 할 것이다.

둘째 헤어디자이너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정 의   , (+)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종사원들의 감정노동이 소

진을 유발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업체

의 전략적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셋째 감정노동 탈진감과 같이 헤어디자이너의   , , 

행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소시키

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한다

는 것이다 헤어디자이너의 능동적인 업무태도 업. , 

무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을 통하여 효율

적으로 서비스가 완수되면서 헤어디자이너의 서비스 

수행에 대한 성취감이 높아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

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맡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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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감정노동은 누구나 경험하

는 일반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과도한 감정노동에 . 

장기간 노출되면서 소진현상에 이르게 되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기력이 고갈되고 나아가 개인의 성, 

취감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헤. 

어디자이너의 감정노동과 소진현상을 완화시키는 방

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의도한 연구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하  

였지만 실증연구과정에서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상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감  , . 

정노동 척도는 지극히 인간의 내면적인 상황들에 대

한 질문이므로 감정을 유형화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설문문항과 관련하여. ,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외국에서 사용된 내용을 그대로 .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국내 상황과 문화에 적합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된 , 

번역작업으로 인해 측정문항의 객관화에 문제의 여

지가 있다.

둘째 설문자료가 본인에 대한 측정자료이므로 신  , 

뢰성이 미흡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를 서로 보완하

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 Gutek56)이 제시한 서비스기업의 인카운터 

유형과 관계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들을 선별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

하려 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 많은 서. 

비스업체들을 대표하기에는 대표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졌던 감정노. 

동 차원이 전체 서비스 산업으로 일반화되기 위해서

는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분류작업을 통해서 표본대

상을 적용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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