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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시대의 융복합연구로 세무대리인의 정서노동과 직무스트레스, 직무탈진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에 활용된 도구는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이며,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강
건성을 분석하고자 Sobel 검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표현빈도는 직무스
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이 있으며, 정서다양성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정서부조화는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노동과 직무탈진
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노동과 직무탈진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규명되
었다. 그리고 정서적 표현빈도와 직무탈진, 정서다양성과 직무탈진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완전 매개효과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서부조화와 직무탈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대리인의 직무탈진은 정서노동보다는 직무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지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있어서 
직무스트레스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증거가 된다.

주제어 : 세무대리인, 정서노동, 직무스트레스, 직무탈진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job burnout of 
staff accounta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has a 
negative impact on job stress, but emotional dissonance is not associated with job stress statistically. And all 
types of emotional labor(emotional display, emotional variety, emotional dissonance) have no significant effects 
on job burnout. Second, all types of emotional labor have no significant impacts on job burnout. Third, full 
mediation by job stress is proved in the relations between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and job burnout and 
between emotional variety and job burnout. But emotional labor doesn't directly impact on job burnout but it 
influences job burnout via job stress indirectly. These results provide a meaningful framework and theoretical 
basis for future research on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job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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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무 리서비스는 세무 리인이 서비스 이용자를 

하여 제공하는 세무와 련된 리업무  상담을 포함

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세무 리서비스는 문자격

사에 의해 임 받은 범  내에서 수행하고 윤리 , 법  

제재를 받아야 하는 서비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무

리는 법률상 세무 리인과 고객과의 리 계에서 이

루어지며 세무 리인의 상당부분은 고객만족을 한 성

향, 신념 등의 태도를 지향한다고 본다[1,2]. 

세무 리  세무정보의 제공을 주로 하는 세무 리

인들은 과거와 달리 디지털시 를 맞아 업무 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한 방 한 역의 세무업무

의 특성 상 특정 세무 리인이 모든 세목에 하여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세무

리인은 세목별 는 사안별로 문화되고 차별화된 세

무 리서비스를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고

객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29]. 한편 정보기술(Information & 

Technology)의 발 에 따른 자세정의 도입으로 세무

신고에 한 민원증명업무가 세무 리인의 확인으로 

체되고 있다. 그 결과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각종 세무신고 등 세무 리인에게 이양해야 할 것들

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방식의 세무 행 업

무가 늘어나면서 과거와 달리 디지털 시 의 세무 리인

이 담당하여야 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는 차 증가하

고 있다. 

서비스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 이외에도 정서를 노동의 한 요소로 정서노동

(emotional labor)이라는 개념으로 악한다. 이러한 개

념은 고객과의 서비스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자신

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조직과 사회 으로 바람직해 보

이는 특정한 감정을 외 으로 표 하려는 행 이다. 

Grandey[3]는 정서노동은 조직목표달성을 하여 감정

을 표 하고, 조 하는 것으로 정서노동의 정도는 조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 으며 정서노동을  

조직의 규칙을 자신의 감정표 과 일치시키기 한 정서

와 련된 규칙을 수행하기 한 노력으로 보았다. 

최근 정서노동자의 직무스트 스는 선행연구에서 주

요 심이 되어온 주제이다. 정서노동자의 직무에서 받

는 스트 스는 고객에게 직 으로 향을 미치기 때문

에 기업에서는 직무탈진(burnout)과 같은 부정 인 정서

와 태도를 방하고 그에 한 효율 인 처가 필요하

다고 하 다[24]. 비행기 승무원을 상으로 연구한 

Hochschild[25]는 서비스 노동자의 입장에서 정서노동을 

그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 표면 , 내면  행 로 분류하

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표면  행 는 서비스 노동자

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드러나는 얼굴표정이나 몸짓, 

목소리, 억양 등을 통한 가식  행 이다. 그리고 내면  

행 는 자신의 느낌을 실제  정서로 변화시키려는 과정

이고 이러한 행 는 조직의 감정표 에 몰입하려고 노력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무 리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임되지 않는 업무의 부

당한 요구, 세법 용의 직무모호성 등으로 역할갈등이 

발생한다[4,5]. 세무 리인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

정에서 많은 스트 스를 받고 있으며 회계업무에 따른 

회계책임의 증가로 직무스트 스가 가 됨에 따라 직무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다[2,24]. 따라서 세무 리서비스의 

정서노동과 직무스트 스의 계를 살펴보고, 직무스트

스와 직무탈진의 상황 인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세무

리인의 리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서노동자들  세무 리인을 

상으로 한 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무 리서비스의 정서노동이 직무탈

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직무스트 스가 매개변수

로서 직무탈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무 리인의 직무스트 스 리의 요성에 

한 의미 있는 시사 을 제공하며 향후 세무 리인을 

상으로 한 련 연구 분야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

으로 기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과 더불어 실증분석을 실

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도구는 SPSS 21.0  

AMOS 21.0 로그램, 그리고 Sobel 검정이다. 특히 

Sobel 검정은 직무스트 스의 매개효과에 한 강건성

(robustness)을 분석하는데 활용하 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정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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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uml과 Geddes(2000)는 정서는 개인의 심리 인 요

소로서 특정한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고 하 다. 한 정서는 사회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

며 문화 ·상황 , 인간 조건에 의해 향을 받으며 이

러한 정서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특정상황과 결합된 

형태가 바로 정서노동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자본주의사

회에서 노동이란 자유롭고 주체 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구조 인 강제 속에 놓여 있으며 노동이 사회 으로 가

치가 있는 동시에 강제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이 

정서노동 한 사회 으로 강제되는 보이지 않는 노동으

로 정의하 다[6]. 

Brotheridge와 Grandy(2002)는 부분의 서비스 조직

에서는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정 인 정서를 요구하지

만 항상 정 인 정서를 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에

서 표 되기를 기 하는 정서와 구성원이 느끼는 정서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한다[7].

Diefendorff et al.(2001)은 정서노동을 직무에서 요구

하는 목 을 성취하기 해 개인의 정서를 표 하고, 조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 다. 정서노동은 표 규칙에 따

라 상냥함, 친 함, 즐거움, 인내심, 섬세함을 느끼는 

정  정서와 객 이고 정당한 정보를 달하기 한 

역할을 수행하는 립  정서와 공포, 분노, 오 등의 부

정  정서를 나타낸다고 하 다[8]. 

Grandey et al.[3]은 외부고객을 상 로 하는 정서노동 

연구들이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압력으로 정서노동자

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비 하며, 조직 구성원인 

내부, 외부 계자들 간의 정서노동에 하여 연구하

다. 직장에서 자신이 표 하는 실제 정서과 조직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정서표 에 차이가 존재할 때 자신의 정서

를 조직에 맞게 조 하는 것이 서비스 노동에만 해당되

는 것은 아니라고 하 다. 

Gardner et al.(2009)은 정서노동의 표 방식을 외형  

정서표 , 내면  정서표 , 실제로 느끼는 표  행 로 

분류하 다. 리더와 종업원의 계 속에서 표  행 를 

연구한 결과, 리더의 외형  정서표 이 종업원에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문헌  고찰을 통해 정서  

표 빈도, 정서다양성, 정서부조화 등을 정서노동의 하

구성요소로서 설정하 다. 정서  표 빈도는 정서노동

을 수행하는 정서노동자의 행동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나 

존   호의  태도 등의 정서  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고객은 기업과의 계를 지속시키고자 할 것이다. 정서

다양성은 정서표  규범을 수하기 해서는 특정 상황

에 합한 감정을 표 하기 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데, 이러한 특정 상황이나 규범이 많아질 경우에는 더 많

은 노력과 에 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서노동을 더

욱 많이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정서부조화는 정서표  규

범과 정서노동자의 실제 감정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심리 인 상태를 반 할 수 있다.

2.2 정서노동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Hochschild[25]는 정서노동은 직장에서 경험하는 실

제 감정 표 과 조직의 목 달성을 해 요구되어지는 

정서의 표 에 차이가 있을 때 개인과 조직의 목표 달성

을 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직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 다. 측정항목으로는 정서  표 빈도

(frequency of appropriate emotional display), 정서의 다

양성(variety of emotions to be display), 정서부조화

(emotional dissonance) 등을 설정하 다. 

Sand와 Miyazaki[10]은 직무스트 스는 업무환경과 

련되어 발생하는 스트 스로 개인의 심리  평형상태

를 괴할 정도로 향을 주는 어떤 요인이나 복합  요

소로 인해 정상 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하거나 심

리 ․신체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

다. 직무스트 스의 측정요인으로는 직무불안정, 역할

갈등, 반복  업무 등을 하 개념으로 측정하 다. 

Bobek et al.[1]은 세무 리인은 세법 개정이 빈번하게 

일어나 직무불안정에 한 스트 스가 있으며 직무 특성

상  반복  업무나 역할갈등, 직무모호성으로 심리 , 생

리  불균형 상태의 직무스트 스를 받는다고 하 다. 

안 보건공단[30]은 한국형 직무스트 스 척도를 역할갈

등, 직무불안정 등의 개념으로 구성하여 제시하 다. 

한 직무스트 스란 직무에 한 요구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박 으로 느끼는 반응으로 정서  요인에 의해 

경험하게 되며, 직무요구와 개인의 능력간의 균형이 맞

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 다. 즉 직무에 한 과부

하는 직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 를 벗어난 과

업을 수행할 때 나타난다고 한다.

Kenney[26]는 정서다양성으로 인한 직무스트 스 

리기법을 연구하 는데 개인보다는 집단을 심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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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져야 하며, 교육 이어야 하고 시행자는 교육자로서 

행동하여야 한다고 하 다. 연구결과, 스트 스 리 

로그램은 직무스트 스를 감소시키므로 효율 인 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Hassell et al.[11]은 공식 인 조언에 한 정서부조화

를 인식하면 직장에서 더 높은 수 의 스트 스를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표 하는 

것이 직무스트 스를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을 향상시키

는 요인이라고 하 다. 직무스트 스는 직무수행과정 

에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생활스트 스나 가족스트 스 

등과는 구별된다. 직무스트 스는 지각된 사회  지지와 

유의미한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다양성은 직

무만족과도 상 계를 갖는다고 하 다. 한 당한 

스트 스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

지만 장기간 지속 인 스트 스는 수행능력을 떨어뜨리

며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정신  · 육체 으로 건강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다. 조직이나 개인은 정수

에서 최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나 스트 스를 잘

못 리했을 경우에는 그 가를 치러야 하므로 직무스

트 스는 직무수행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게 되는 것

이기 때문에 이에 한 처방안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다.

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직무스트 스는 환

경  요인과 개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구성원이 

느끼는 불안감, 험작업조건  인 계 갈등, 역할모

호성, 직무불안정, 긴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노동과 직무스트 스와의 계는 선행연구에서

도 주요한 심사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서노동의 

기연구에는 정서노동과 신체  건강과의 연구도 있었지

만 최근에는 정서노동이 심리  요인에 향을 미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서노동이 직무스트 스 요

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12,13]. 

체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 이 높아

지면서 종업원의 한 직무수행은 고객으로부터 정

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서노동이 심리  향에 미치

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무스트 스에 미치

는 향에는 부정 인 측면과 정 인 측면의 상반된 

연구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세무 리인을 상으로 정서

노동이 직무스트 스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하 다.

따라서 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정서  표 빈도는 직무스트 스에 부(-)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정서부조화는 직무스트 스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정서다양성은 직무스트 스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정서노동과 직무탈진의 관계

Maslach와 Jackson[14]의 연구에서는 정서노동(표면

행동, 내면행동)이 직무탈진(소진, 냉소)에 미치는 향

을 직무자원(자율성, 사회  지지)이 조 하는가를 연구

하 다. 연구결과, 정서노동 략  표면행동은 직무탈

진의 하 요인인 소진과 냉소에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표면행동이 소진에 미치는 향은 자율성이 조 하고 있

었다.  한 서비스 종업원의 정서특성이 정서노동 략 

선택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수행하는 정서

노동 략에 따라 기업 내 개인의 심리  안녕감인 직무

탈진에도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 다.

Pines[15]는 직무탈진의 첫 번째 단계인 열정(enthusiasm)

은 직무 종사자가 자기 일에 하여 희망과 정열, 비 실

인 기 를 가지고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단계

이며, 침체(stagnation)단계는 근무는 하는데 흥미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단계로 근무환경이나 시간에 신경

을 쓰는 단계이고 좌 (frustration)의 단계는 자신의 업

무능력과 업무 가치에 하여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며 

업무 상황에서의 제한을 일에 한 으로 느끼는 단

계이며, 마지막 단계인 무 심은 자신의 좌 로부터 고

객에게 냉담해지는 단계라고 하 다. 한 직무탈진은 

산업의 속한 변화를 통해 서비스업의 증가와 함께 매

우 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으며 사람을 자주 만나고 돕

는 직업군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할갈등이 

직무탈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Maslach et al.[16]은 미국의 서비스 종업원들에게 직

무탈진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 다. 직무탈진(job burnout)은 

직무스트 스와 련된 신체 , 정서  반응의 결과로써 

정서  소모(emotional exhaustion), 고객에 한 비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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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depersonalization), 개인의 성취감 결여(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로 분류된다고 하 다. 정서  

소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정서 인 요구로 인하여 몹시 

지친 상태를 의미하며, 고객에 한 비인격화는 서비스 

상자와 거리를 두고 냉소 으로 반응하는 상태이며, 

개인의 성취감 결여는 업무상 성취도 부족으로 자신의 

능력이 감소되었다고 느끼는 부정 인 평가이다. 한 

직무탈진은 인서비스 련 문직 종사자에게 자주 발

생하는 직업  스트 스에 의한 만성  반응의 결과이며, 

직무탈진의 결과는 직무만족 하, 문가의 정체성 논

란 등으로 문 인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 다. 한 이들은 기존의 직무탈진을 

수정한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를 소개하고 구성요소로는 정서  소모, 냉소

(cynicism), 직무 효능감 감소가 있다고 하 다. 

Hunter와 Schmidt[27]는 정서노동과 직무탈진과의 

련성을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용한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정서노동의 표면행

는 직무탈진의 세 가지 하 개념  정서  소진, 비인격

화와 정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면행 는 

이직의도와 정 인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Corey

와 Corey[24]는 사람들에게 집 해서 장기간 계를 맺

는 것과 련하여 지속 , 반복 인 압력의 결과로 발생

하는 신체 , 정신  피로상태로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

지 않거나 같은 종류의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직무탈진

이 된다고 하 다. 구성원이 직무탈진을 경험하다가 

차 발 하게 되면 조, 피로감을 경험하게 된다. 직무탈

진은 직무에 한 기 수 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부정 인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17]. 따라서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 정서  표 빈도는 직무탈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정서부조화는 직무탈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정서다양성은 직무탈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4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세무 리인은 직무상 상하지 못한 문제 과 세, 

성실신고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한 고객으로부

터 수임되지 않은 업무의 부당한 요구, 세법 용의 직무

모호성 등으로 역할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역할갈등으

로 인한 직무스트 스는 직무탈진을 발생시킨다는 연구

가 보고되고 있다[4,5,24]. Corey와 Corey[24]는 직무탈진

은 인 인 이 많은 직무담당자가 스트 스로 겪게 

되는 부정 인 정서  경험이라고 하고, 직무탈진과 피

로는 정서  소모와 축이라는 성향을 공유하지만 직무

탈진은 직무피로의 만성  형태라고 하 다. 연구결과, 

직무 과부하가 감정  고갈과 비인격화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탈진과 련된 연구에서 직무스트 스의 매개효

과를 보고한 실증연구는 콜센터 상담원, 간호사, 랜차

이즈 슈퍼바이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를 상으로 

연구가 되어왔다. 직무스트 스는 1992년 UN(United 

Nations)이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

할 수 있는 ‘20C 염병’이라 지 되었으며, 1998년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세계 인 염

병’이라고 하 다. 개인에 따라 스트 스 반응 양상도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순기능 스트 스(eustress)는 

오히려 개인의 자아를 개발하고 동기부여를 제공하지만, 

반 로 역기능 스트 스(distress)는 개인의 생활뿐만 아

니라 가족, 사회에까지 악 향을 미치게 된다. 정수

의 스트 스는 약간의 긴장감을 조성하여 직무수행에 활

력을 제공하고 성과를 올리기도 하지만 정수 을 과

하는 스트 스는 신체  질병까지 유발 시키는 역기능을 

래하게 된다. Demerouti et al.[8]은 정서  스트 스가 

직무탈진의 요인인 비인격화와 감정  고갈 사이에 상

계가 있으며 표 행 와 직무탈진은 냉소의 증가와 

련이 있고, 냉소의 증가로 직무 효능감이 감소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부정 이고 오 인 작업환경은 조

직의 체계에 부정 인 감정을 래하고 직무와 련하여 

실과의 괴리감을 겪게 되며 결국은 자기 성취감이 낮

아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직무스트 스는 직무탈진과 

양(+)의 상 계를 가지므로 주기 인 스트 스를 감소

시킬 수 있는 로그램을 실시하여 직무스트 스를 리

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Maslach와 Leiter[5]는 직무스

트 스나 가정에서의 스트 스는 종업원의 직무탈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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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다고 하 다. 직장에서 스트 스를 일으키는 요인

들이 걱정, 우울, 피로와 같은 긴장 증상을 일으키며 직장

생활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Karatepa와 

Uludag[4]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 스는 개인의 정서  

에 지를 고갈시키고 개인의 좌 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하며, 고객이나 조직에 하여 냉소 인 태도를 취한다

고 한다. 직무탈진은 서비스 종사자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정서  고갈과 사람에 한 비인격화, 자

신감  성취감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조직 리에서 

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Grandey et al.[4]은 조직

의 모든 활동이 인간 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조직 

내 상사, 동료, 부하 등과의 계에 따라 직무스트 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 으며, 정서노동이 직무스트 스, 

직무탈진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 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함께 직무스트 스가 정서노동과 

직무탈진 사이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7> 직무스트 스는 정서  표 빈도와 직무탈

진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8> 직무스트 스는 정서부조화와 직무탈진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9> 직무스트 스는 정서다양성과 직무탈진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정서노동이 직무스트 스와 직무탈진에 미

치는 향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변수를 추출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독립변수로는 정서노동을 설정하고, 정서노동에는 정서

 표 빈도, 정서다양성, 정서부조화로 하 변수를 설정

하 고, 한 매개변수인 직무스트 스가 종속변수인 직

무탈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3.2 변수측정

Brotheridge와 Grandy[7]는 정서노동을 종업원이 조

직에서의 바람직한 감정을 표 하기 하여 자신의 느낌

을 규제 는 조 하는 과정이라 하 으며, 종업원 심

의 노동과 직무 심의 노동으로 구분하 다. 종업원 

심이라는 것은 종업원이 조직에서 요구와는 직무를 충족

시키기 하여 행하는 과정이며, 직무 심의 노동이라

는 것은 직무수행 시 요구하는 감정수 이라고 정의하 다. 

[Fig. 1] Research Model

Morris와 Feldman[18], Diefendorff et al.[19] 등에 의

하면 정서노동의 요인을 정서  표  빈도, 정서다양성,  

정서부조화로 분류하여 5  척도로 측정하 다. Glazer

와 Beehr[20]는 직무스트 스를 조직의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련되어 있는 직무환경이나 상 와의 상호

계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로 인하여 나타나는 육체 , 

심리 , 행동 인 불균형상태나 외 인 상황에 한 

응력으로 정의하 다. 장세진[21]은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받는 육체 , 심리 , 경제  고통으로 인하여 

다수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을 받고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정신건강을 하는 주요 원인은 역할

갈등, 업무과 , 역할 모호성, 업무의 자율성 결여 등과 

같은 직무스트 스라고 하 으며, 자체 개발된 측정도구

로 기 을 마련하 다[22]. 

MBI(Maslach Burnout Inventory)척도로 연구한 성실

성이 높은 사람이 직무탈진을 덜 경험한다는 Maslach et 

al.[16]의 연구와 친화성과 비인격화는 부정 인 계를 

갖는다는 Zellars et al.[15]의 연구를 근거로 직무탈진을 

정서  소모, 인간  측면의 비인격화, 자신감 하로 나

어 본 연구와 련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설정하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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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도로 측정하 다. <Table 1>은 설문지의 구성을 나

타낸 것이다. 

Variables Contents Reference

Emotional

Labor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Emotional Variety,

 Emotional Dissonance

Morris and 

Feldman(1996), 

Diefendorff et 

al.(2005)

Job 

Stress

Role Conflict, 

Job Insecurity, 

Repetitive Duties, 

Role Ambiguity, 

Physical Environment, 

Organizational System, 

Inappropriate 

Compensation,

Workplace Culture

Glazer and 

Beehr(2005), Jang 

and Koh(2005) 

Job

Burnout

Reduced Confidence,

Depersonalization,

Emotional Burnout

Zellars et 

al.(2000), Maslach 

et al.(2001)

<Table 1> Questionnaire Configuration 

3.3 조사방법 및 표본특성

본 연구에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한 방법으로 

2014년 3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주에 걸쳐서 수도권

의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세무사 사무실 근무자를 상

으로 직 방문과 자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189개의 설

문지를 회수하 다. 그 에 불성실한 답변과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 4부를 제외한 185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남성 14.1%, 여성 85.9%

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은 20 가 56.2%로 가장 많았

으며 미혼(68.1%)이 기혼(31.9%)보다 많았다. 근무한 연

수는 1년 이상∼3년 미만이 51명(2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1년 미만이 34명(18.6%), 3년 이상∼5

년 미만은 37명(20%), 5년 이상∼10년 미만은 44명

(23.8%), 10년 이상은 19명(10.2%)이었다. 연 수 은 

1,500만 원 미만이 40명(21.6%), 1,500만 원 이상∼2,000

만 원 미만은 61명(33%), 2,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

만은 65명(35.1%), 3,000만 원 이상은 19명(10.3%)으로 

나타났다. 

4. 실증분석 

4.1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분석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형의 

합도 검정결과, χ2은 219.1(df=118), CFI(Comparative Fit 

Index)는 0.95, TLI(Turker Lewis Index)는 0.94,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05로 나타나, CFI  TLI는 0.9이상, RMSEA는 0.08이

하이어야 한다는 기 을 충족하므로 모형이 합한 것으

로 명되었다. 아울러 Francis와 Lennox[23]에서 사용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집  타당도를 

평가하는 평균분산추출지수는 0.5 이상, 개념신뢰도는 

0.7 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
Survey 

Item

Esti-m

ates
S.β E.V C.R AVE

Con-

struct

Reli-

ability

Emo-

tional 

Labor

FED1

FED2

FED3

1

1.16

1.13

0.59

0.83

0.89

0.72

0.31

0.17

-

12.24

12.74

0.74 0.87

EV1

EV2

EV3

0.94

0.92

1

0.75

0.82

0.82

0.40

0.27

0.28

14.09

14.90

-

0.74 0.89

ED1

ED2

ED3

1.19

1.20

1

0.87

0.86

0.76

0.19

0.25

0.37

14.21

14.04

-

0.68 0.86

Job 

Stress

RC

JI

RD

RA

PE

OS

IC

WC

1

1.13

1.19

0.92

0.91

0.84

0.83

0.79

0.72

0.85

0.79

0.83

0.89

0.69

0.69

0.64

0.49

0.38

0.52

0.38

0.29

0.49

0.51

0.51

-

7.52

7.98

13.06

14.29

6.80

6.66

4.59

0.71 0.88

Job 

Burnout

RC

DE

EB

0.99

0.80

1

0.84

0.64

0.91

0.25

0.37

0.09

9.97

8.95

-

0.51 0.73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4.2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간의 상 계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변수들 간의 상 계에 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계

가 있는지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별

로 통계  유의성을 가지고 0.8을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없으며, 별타

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28]. 정서  표 빈도는 정서

부조화와 정(+)의 상 계가 있으며 정서다양성, 직무

스트 스, 직무탈진은 부(-)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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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정서다양성은 직무스트 스  직무탈진과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부조화

는 직무탈진과 부(-)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마지막으로 직무스트 스는 직무탈진과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1.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1

2. Emotional

  Variety
-0.16* 1

3. Emotional

  Dissonance
0.60*** -0.04 1

4. Job Stress -0.22** 0.30*** -0.07 1

5. Job Burnout -0.29
***

0.26
***

-0.15
*

0.50
***

* p<0.05, ** p<0.01, *** p<0.001

<Table 3> Correlation of Measured Items

4.3 연구가설 검증

연구모형의 합성 검증결과, χ2는 189.45(df=118), 

CFI는 0.97, TLI는 0.96,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0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에 근거할 때 연구모형은 반 으로 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설 검증의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이를 그림으

로 제시하면 [Fig. 2]와 같다. 연구가설 1, 2, 그리고 3은 

정서노동과 직무스트 스의 향력을 검증하기 한 것

이며, 분석결과 정서  표 빈도와 정서다양성은 직무스

트 스에 유의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

라서 가설 1과 3은 채택되었다. 반면 정서부조화는 직무

스트 스에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기각

되었다. 

정서노동(정서  표 빈도, 정서부조화, 정서다양성)

과 직무탈진의 향력 계를 검증한 결과, 정서  표

빈도와 직무탈진의 경로계수, 정서부조화와 직무탈진의 

경로계수, 정서다양성과 직무탈진의 경로계수 모두 직무

탈진에 한 직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따라 가설 4, 5, 그리고 6은 기각되었다. 

Route
Path

Coefficient
S. E C. R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Job Stress
-0.201

*
0.079 -2.26

Emotional Dissonance→

Job Stress
0.059 0.07 0.78

Emotional Variety→

Job Stress
0.271** 0.08 2.88

Job Stress→Job Burnout 0.448
***

0.08 5.23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Job Burnout
-0.126 0.07 -1.39

Emotional Dissonance→

Job Burnout
-0.041 0.01 -0.54

Emotional Variety→

Job Burnout
0.094 0.07 0.99

 * p<0.05, ** p<0.01, *** p<0.001

<Table 4> Results of Path Analysis

  * p<0.05, ** p<0.01, *** p<0.001

[Fig. 2] Results of Path Analysis

가설 7, 8, 그리고 9는 직무스트 스가 정서노동과 직

무탈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갖는가에 한 질문과 련

되어있다. 직무스트 스의 매개효과에 한 강건성

(robustness)을 살펴보고자 Sobel 검정을 실시하 다. 분

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직무스트 스는 정서  표

빈도와 직무탈진 사이, 정서  다양성과 직무탈진 사

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

면 정서  부조화와 직무탈진 사이에서는 직무스트 스

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가설 7과 9는 채택되었으나 가설 8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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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Path

Test 
Statistic

 p-value
(p<α=0.05) 

Mediated
Effect 

H7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Job 

Stress→Job 

Burnout

-2.2707 0.0116 ○

H8

Emotional 

Dissonance→

Job Stress→

Job Burnout

0.8199 0.2061 ×

H9

Emotional 

Variety→Job 

Stress→Job 

Burnout

2.7627 0.0029 ○

<Table 5> Results of Sobel Test

5. 결론

세무 리  세무정보의 제공을 주로 하는 세무 리

인들은 디지털시 를 맞아 업무 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

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과 다른 디지털 방식의 세무 행 

업무가 늘어나면서 세무 리인이 담당하여야 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한 부담이 차 증가하고 있다. 한 

세무 리인은 세목별 는 사안별로 문화되고 차별화

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납세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무서비스를 특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 리인의 정서노동과 직무스트 스가 

직무탈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에 활용

된 도구는 SPSS 21.0과 AMOS 21.0 로그램이며, 직무

스트 스의 매개효과에 한 강건성을 분석하고자 Sobel 

검정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표

빈도는 직무스트 스에 유의하게 부(-)의 향이 있으며, 

정서다양성은 직무스트 스에 유의하게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부조화는 직무스트

스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정서노동과 직무탈진의 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노동과 직무탈진 계에서 직무

스트 스의 매개효과가 규명되었다. 직무스트 스는 정

서  표 빈도와 직무탈진, 정서다양성과 직무탈진 계

에서 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서부조화와 직무탈진의 계에서 직무스트 스는 매

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노동과 직무스트 스의 계를 통하여 기존연구에서 직

무스트 스는 조직에서 결과변수로 연구된 경우가 많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유형을 직무스트 스의 선행변

수로 활용하여 계를 규명하 다. 그 결과 정서  표

빈도는 직무스트 스를 감소시키고, 정서다양성은 직무

스트 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정서유형과 직무스트 스의 계를 연구하는데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정서노동과 직무탈진에서 직무

스트 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구성원의 직무탈진

은 정서노동에 직  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서노동

이 형성하는 직무스트 스에 의해 직무탈진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무스트 스의 매개효과

는 다른 결과변수를 고려한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정서다양성에 한 직무스트 스의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정서다양성의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직무탈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은 정서노동보다는 직무스트 스가 주요 역할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 다. 이는 세무 리인의 직

무스트 스 리의 요성에 한 의미 있는 이론  근

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집단의 지

역  한계로 지역  차이가 연구결과에 미치는 향을 

통제하지 못하 다. 향후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지역을 표본에 반 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

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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