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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콜센터 상담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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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감정노동자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D시 소재 컨택센터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100여개의 콜센터 중에서 콜센터 상담사 11명을 일대일로 면담하여 이들
이 경험하는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질적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특성과 개인특성으로 구분하여 총 8개의 범주와 24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직무특성에는 “업무수행의 한
계”, “업무의 부담”, “경직된 업무방식”, “통제가 안 되는 고객”, “통제된 요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개인특성에는 “심리
적 불안정”, “성격적 취약성”, “빈약한 대처자원”으로 구분되었다. 직무특성과 개인특성의 범주는 각각 한계 수준과 통제 
수준으로 구분되었으며 직무스트레스와 개인특성 간에 빈약한 대처자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조직차원에서의 대응뿐만 아니라 개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 파악 후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융복합적 중재
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주제어 : 감정노동자, 직무스트레스, 질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콜센터 상담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tent of job stress experienced by call center 
consultants. For that purpose, the investigator interviewed 11 call center consultants one-on-one in D City, 
conducting qualitative analysis of content of job stress they experienced according to Giorgi‘s phenomenological 
analysis procedure. As a result, there were classifications of job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y were further classified into 8 categories and 24 subcategories. As for job characteristics, there were 
"limitations of work performance," "work burden," "inflexible work style," "uncontrolled customers," and 
"controlled demand." As f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psychological instability," "personality 
vulnerabilities," and "poor coping resources." The categories of job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were classified into limit and control levels, respectively. It is found that poor coping resources mediate 
between job stres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not only the existing 
organizational responses but also the combined interventions that mitigate the psychological stress after the 
unstable psychological state of the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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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산업의 고도화와 문화의 다양성이 증대됨에 따

라 서비스 분야에도 다양한 직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

히 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로기업들간의경쟁이심

화되면서고객만족을높이기위한전략들이제기되고있

다. 고객만족 전략 중의 하나로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고

객에대한과도한친절을요구받게된다. 즉, 서비스직종

사자들의감정노동은주로기업의이윤과연관되어있다

고볼수있는고객혹은소비자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정노

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서비스가 상대방에게 느껴지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감정노동을 주로 수행하는 직업

들은 콜센터 상담사, 교사, 간호사, 승무원, 금융서비스

종사자, 고객서비스직, 사회복지사 등 주로 사람을 상대

로 하는 서비스직에 해당한다. 이렇듯 감정노동자들의

기능과역할이확대됨에따라서상담사의스트레스로인

해발생하는문제도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1]. 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관련성이 높고[2],

불안과 같은 여러 종류의 성인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

인이된다고하였다[3,4]. 이처럼스트레스는현대인이생

활에 적응해 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중

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되었다. 감정노동자는 항상 상냥

한 목소리와 좋은 감정을 유지하여 고객과 응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대화 내용에 따라

서 감정의 기복을 겪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노동자는자신의감정을그대로노출시키지못하고감정

을 통제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고객에게보여주는반응에따라서상담사가속한기업의

이미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서업무에서오는부담과스트레스가감정노동자들의정

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5]. 특히 콜센터 상담사는

고객의 요구 사항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서 제한된 짧은

시간동안컴퓨터로자료검색을수행한후행해지는고

객에대한전화상담을주업무로하고있으며[6] 고객의

만족도를고려해야하기때문에대부분시간에쫓기듯업

무를수행해야하는촉박하고긴장된상태가유지된다는

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감정표현을 하도록 조직으로부터 요구받

는다는 점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콜센터종사자의 80%이상이전화받는기계라는부정적

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되어 쉽게 상처받아 이직하는

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7]. 즉, 불만이가득한고객

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으로부

터분노, 욕설등언어적폭력에빈번하게노출되고있어

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

을부정적으로형성할가능성이있으며더욱이의사소통

이제한적인비대면의상황에서이루어지는과정이기때

문에이들이겪는직무스트레스로인한심리내적인어려

움은 더 강렬할 것으로 여겨진다.

스트레스에관한기존의연구들을살펴보면, 일상생활

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반응에 대한 연구들

[8,9]을 비롯하여다양한대상의직무스트레스평가척도

개발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연구된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육교사[10], 특수학급 교사[11], 교사[12,13],

대학도서관사서[14], 근로자[15,16,17,18,19,20]의 직무스

트레스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특히 Moon et

al.[15]은 직무스트레스를 역할관련 요인, 과업관련 요인,

그리고조직구조관련요인으로분류하였으며, 한국인직

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한 Chang et al.[20]의 연구

에서도 8요인(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직무

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으로

구분하였다. Lee & Park[19]도 물리적 환경, 조직관련,

직무관련, 조직 외, 개인관련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하지

만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

[21,22,23,24,25]에서도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내용에

감정노동과관련된스트레스가포함되지않았으며, 감정

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의 직무스트레스 연구들

[26,27,28]에서도 역시 감정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스트레

스의내용이포함되지않고일반적인직무스트레스척도

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콜센터 상담사

들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29,30,31,32]에

서도콜센터상담사들이감정노동을통해경험하는스트

레스에 관한 독특한 내용이 반영된 척도를 사용하지 않

고 일반적인 스트레스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

정이다.

지금까지의감정노동자들에관한연구는대부분통계

적 수치에 강조점을 두는 양적 연구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방법은 질적 방법[33,34]이 사용되었을 때 얻을

수있는정보인감정노동자들이경험하는독특하고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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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무스트레스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 주

제 역시 감정노동자 특히 콜센터 상담사들의 경험에 대

한심층적인탐색이필요하다는측면에서질적연구방법

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스트

레스경험을바탕으로개인의경험을이해할수있을뿐

만 아니라 개인이 지닌 특수성에서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된경험의맥락을찾아통합함으로써경험의본질을

찾아내기에는질적연구방법중에서현상학적연구방법

이 유효하다. 특히 콜센터 상담사들이 직무상황에서 겪

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심리정서

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상담전략 개발

에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고이들의심리정서적인건강

과 예방을 도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므로 콜센터

상담사들과의심층면접을통해이들이겪는직무스트레

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콜센터 상담

사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콜센터 상담사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스트레스 척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콜센터 상담사

들을대상으로심층적인면담을통하여이들이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본 연구의 목적도

이러한 취지에서 콜센터 상담사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에 관한 질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1.1 콜센터 상담사와 감정 노동
감정노동은 직업상 원래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상대

방의욕구에맞추어서얼굴표정과몸짓을해야하는상

황을표현하는말이다[35]. 서비스분야에종사하는사람

들은 ‘육체적인노동’과 ‘정신적인노동’ 이외에고객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자신의감정을관리하고적절한감정

을 표출하는 형태의 ‘사회적인 노동’ 즉 ‘감정노동’을 경

험한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

야 하는 일이 업무의 40% 이상이라면 감정노동에 해당

한다[35]. 따라서고객과의응대과정에서자신의감정을

관리해야하는 콜센터 상담사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Hochschild[35]의 연구에 의하면, 종업원들이 감정

노동을수행함으로써감정적부조화에따른자기소외감

을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감정노동이 결근, 약물남용,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과도 유의한 연관

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야기

되는 감정적 부조화는 낮은 자존감, 우울, 소외감 등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면에서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

[36]. 이러한부적응을야기하는감정노동의원인과결과

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감정노동과

감정적 소진 및 정신적 고갈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들

[37,38,22,39]이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콜센터 상담사들

의 감정노동과 직무소진 및 감정적 소진에 관한 연구들

[38,40]이 있다. 이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경험하는 감정

노동은 감정적 및 정신적 소진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심리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콜센터 상담사의 감정 노동과 스트레스
콜센터상담사들이고객과의상호작용을하면서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감정노동은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우

울, 불안, 스트레스등을불러일으키는것으로알려져있

다[27]. 또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감정의 부조화를 경험할 때 정서

적인고갈, 비인격화, 정서적인혼란, 심리적인불안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1]. 이는 자신이 가진 자

원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기업

의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 종사자의 감정노동은 기업이

이들의감정적인행위를통제하려는특징을가지고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는 감정노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

정된자원과상황이주는통제사이에서감정노동자들은

이를적절히관리하고이들의감정노동에의한스트레스

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고 있

는직무스트레스의내용이무엇인지파악할필요가있다.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연구

들을 살펴보면, 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Hochschild[35]의 연구에서 감정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감정 관리를 하고 자신의 내면 감정과 불일치된 표면행

위를하게될때스트레스를받게된다고하였으며, 국내

의 연구[35]에서도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로 인해서

소진에 이르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한 Zapf & Gross[42]는 기존의감정노동에관한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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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서 감정노동은 일차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유

발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감정노동으로 인해 겪는 이들

의 직무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직무스트레스와는 차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적인 직무스트

레스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콜센터 상담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스

트레스를 제대로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예방하지 못하면 정신건강뿐만

아니라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건강심리학적 차원에서 질적으로

탐색하여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적 접근에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콜센터

상담사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해 현상학적인 접근

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추후에 콜센터 상담사들

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알아보는양적연구를계획하는데도도움이될

것이며, 콜센터상담사들을건강심리학적또는융복합적

으로 중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으리

라 기대된다.

2. 방법
2.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D시 소재 컨택협회에 가

입되어 있는 100여개의 콜센터 중에서 정신건강 검사를

받은기관 3곳을방문하여담당자에게연구목적을밝히

고협조요청을하였다. 정신건강검사결과스트레스취

약성이 높아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콜센터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2주부터 2016년 1월 3주까지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이들에게 연구목적과 비밀유지,

기본적 면접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들 중에서 연구

에동의한상담사들을대상으로심층면담을실시하였다.

본연구참여에동의한사람 11명을선정하였으며, 각사

례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자가

18.2%(2명), 여자가 81.8%(9명)로 여자가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39.5세로 나타났다.

2.2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연구자는 중독심리전문가, 청소년상담사1급, 임상심

리사1급 등의 자격을보유하고,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

적연구방법론을수강한경험이있으며, 질적연구방법론

을적용한논문을학술지에발표한경험과질적연구방법

을 적용한 석사학위논문을 지도 및 심사한 경험이 있다.

감정노동자들중콜센터상담사들이경험하고있는스트

레스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깊

이 있게 이해하여 개입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질

적연구를수행하게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관찰과면

담을활용하였으며, 면담시간은 1회당 30분 정도소요되

었다. 면담은 참여자들에게 익숙한 곳인 상담실에서 이

No Interview questionnaire

1 What are the stresses you get from your relationship with your job?

2 What are your feelings when you are stressed?

<Table 2> Interview questionnaire

no 1 2 3 4 5 6 7 8 9 10 11
sex* F M F F F F F F F F M
age 43 36 39 49 36 40 37 50 32 33 39

educat’n
univ.
grad.

univ.
grad.

college
grad.

univ.
grad.

High
school
grad.

college
grad.

colleg
e
grad.

High
school
grad.

univ.
grad.

High
school
grad.

High
school
grad.

marital
stat.

married single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single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employme
nt period

15yr 7yr 3yr 8yr 6yr 9yr 8.6yr 7.3yr 3.7yr 5yr 4.5yr

* M= Male, F= Femal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Job Stress experienced by Emotional Labors: Focusing on the Call Center Consulta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523

루어져참여자들이심리적인안정감을유지할수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현상학적

태도를유지하면서연구참여자들의생활세계안에존재

하는경험된의식이잘드러나도록연구자의선이해, 상

식적 태도, 가정을 가능한 한 중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때 사용한 면담 질문지는 다음 <Table 2>와 같다. 수

집된 자료는 분석을 위하여 녹취록을 전사하였다.

2.3 자료 분석 방법 
본연구는콜센터상담사가경험하는직무스트레스에

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Giorgi[43]가 제안한 현

상학적 분석절차를 따랐다. 자료 분석 과정은 Giorgi가

제시한과학적현상학에서따라야하는단계들에의거하

여이루어졌다. 즉, 일대일면담한내용을바탕으로축어

록을작성한후전문가 3인으로구성된분석팀이각자참

여자 진술이 필사된 자료를 수차례 반복해서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의미단위를 구분한 후 3인의

의견을종합하여합의된의미단위를도출하였다. 의미단

위들을가장적합하다고생각되는학문적표현으로전환

한 후 의미단위들을 묶어서 하위 범주를 도출하는 작업

과하위범주에속하는빈도를구하였다. 그리고난후하

위범주들을다시묶고상위범주를도출하는단계를거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 도출된 경

험의 본질적인 구조를 도식화함으로써 가시적으로 전달

하고자하였다. 이러한분석및평가과정에서자료의진

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한 자료를 연구 참여자를

통해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에 대한 평가는

Guba & Lincoln[44]의 제안에 따라 연구 참여자에게 분

석결과를보내어수정및검토과정을거쳤다. 이를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결과가 자신의 경험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

석내용에 대한 심리학 교수 1인의 자문을받아연구절

차및분석과정에충실하고결과에대한편견을배제하

려고노력하였다. 아울러연구과정의기록을남겨놓음으

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3. 결과
3.1 콜센터 상담사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콜센터상담사가경험하는직무스트레스의개념을도

출한후영역별로분류하여각영역별범주및하위범주

를 <Table 3>과 같이 도출하였다.

area level category sub-category frequency

job
characteristics

limit
limitations of work performance lack of role performance 5

work burden
difficulty in knowing the job
burden of evaluation individual performance

4
5

control

inflexible work style limited decisions and work rules 6

uncontrolled customers
customers who cannot communicate
a disgruntled customer

7
7

controlled demand
excessive kindness
desire disagreement
pressure on time and situation

3
5
5

personal
characteristics

limit

psychological instability

worry and concern
frustration
shame
alienation
sorry

3
5
5
2
4

control
tension and anxiety
fear of valuation
heaviness

5
4
5

limit
personality vulnerability

introspection
interpersonal sensitivity

3
4

control
competitive
obsessive

3
3

limit
poor coping resources

lack of experience
lack of coping skills

4
3

control lack of controllable area 4

<Table 3> Categorizing job stress experienced by call center consultants



감정노동자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콜센터 상담사를 중심으로 

52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Sep; 15(9): 519-532

질적 분석 결과, 총 8개의 범주와 24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영역별로 구분해보

면, 직무특성과 개인특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직무특

성과 개인특성은 다시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되며 이는

한계 수준과 통제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3.1.1 직무특성
가. 업무수행의 한계

1) 역할 수행 능력 부족.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역할 수행의 한

계에 부딪히면서 역할 간의 갈등이 생길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부담스

럽죠. 목소리가 크다고 하니까...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함

이있는데말로표현하기뭐하니까목소리큰것으로불

편하다고 돌려서 말하는지도 모르죠(참여자1)... 주변 사

람들이내행동에대해서평가하는것같아서기분이썩

좋지도 않고 부담스러움이 있죠(참여자2, 8). 도움을 필

요로하는사람이있는데도와줄수없을때가생겨요(참

여자1, 11). 협조가필요한일에서는잘따라주지않을때

맘고생이심하죠. 내가 역할을잘하고있는건지(참여자

7). 일을잘하고있는지능력을평가할때가많이부담스

럽네요(참여자11).

나. 업무의 부담

1) 업무 숙지의 어려움. 새로운작업을숙지해야하고,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암기하고 순발력을 발휘해야하는

데 나이 들수록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건망증이

생겨서 힘들다고 하였다.

새로운일, 제도 같은거새로생기면그것에대한 걱

정이 있어요. 새로운 작업을 제때에 숙지해야 하고 재치

있게 순발력을 발휘해야하죠(참여자2, 10). 나이가 들수

록집중력도떨어지고기억력도감퇴되고(참여자4) 아는

것도 잘 생각도 안 나고 건망증도 심해져서, 특히 제도

테스트할 때 긴장을 많이 해요(참여자5). 건망증도 심해

져서 업무량이 늘어나면 빨리 빨리 대응을 못하고 그러

다보니 시간이 부족해지고...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거나

밀리는 데 시간은 부족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업무에도움이되니까받기는하는데어떤때는업

무적인 도움이 되는 것과 직접적인 거리가 멀다고 생각

되면 짜증이 나죠(참여자5).

2) 개인 업적 성과 평가의 부담. 개인업적성과평가

나 제도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근무통화품질 평가, 직무 평가, 개인 업적 성과 평가

(참여자8, 10). 새로운업무를숙지하고특히제도평가를

준비하면서암기하는것이힘들어요(참여자1, 4, 5). 고객

에게상담내용에대한만족도평가를실시한다거나성과

를 평가할 때(참여자10), 회사의 실적을 평가할 때 스트

레스가엄청쌓이죠. 이러한제도가필요하겠지만... 인센

티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긴해도(참여자5)

다. 경직된 업무방식

1) 제한된 결정권과 업무 규칙. 업무에 대해서 부여

된권한이나결정할수있는기회가제한되어있고, 정해

진 매뉴얼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지는 일이 많아서

힘들어하였다.

업무에대한권한이없을뿐만아니라, 정해진매뉴얼

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죠.... 업무는 많은데 그것을 내가

조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죠(참여자11). 정해

진 업무 규칙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요. 상냥해야하고 뭐

라고어깃장놔도말도못하고답답하죠(참여자11, 7, 10).

업무에서는 창의적인 생각이 없이 기계적으로 대해야하

는 것인데, 고객들은 각자의 상황을 봐서 융통성있게 해

결해달라고할때갈등이있고곤란하죠, 답답하기도하구

요(참여자2, 8, 4).

라. 통제가 안 되는 고객

1) 소통이 안 되는 고객.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면

서 같은 말만 되풀이 하게 하는 고객, 그리고 고객의 요

구를다들어줄수없는상황에서스트레스를받는것으

로 나타났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 자

기 말만 일방적으로 해대는 고객들이죠(참여자1, 2, 4).

말이 전혀 안 통해요. 악성 민원... 회사의 원칙을얘기해

도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고집이 세요(참여자4, 8, 11).

고객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걸이해를못해요. 때로는고객과협상을해

야 할 때가 있어요(참여자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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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의 없는 고객. 예의없이소리지르고막말을하

거나 개념이 없는 고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였다.

근무 시간에 막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참여자1, 11, 10). 예의도 없고 개념도 없는 고객들이죠.

가끔 그런 고객을 만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 말대로

내가 못 난 사람인 것 같고. 하루종일 그 생각이 머리에

서 떠나질 않아요(참여자2, 3, 4, 5)

마. 통제된 요구

1) 과잉 요구되는 친절. 매뉴얼에정해진대로평상시

와는 다른 사무적인 말투를 해야 할 때 힘들어하였다.

사무적인 말투를 해야 하는 상황. 그럴 때 내가 마치

내가아닌것같은생각이들죠. 고객에게이렇게하라는

업무 매뉴얼이 있으니까요. 고객에게 해야하는 것들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라는 주체는 없으니까

요(참여자8, 9, 11).

2) 욕구 불일치. 회사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다

를 때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업무가 밀려있는데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까요. 의무

죠.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모르겠어요(참여자7, 9). 업무

량은 계속 늘어나거나 밀리는 데 시간은 부족하고. 정기

적인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업무에 도움이 되니까 받기

는하는데어떤때는업무적인도움이되는것과직접적

인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면짜증이나죠(참여자5, 6, 11)

3) 시간과 상황에 대한 압박. 시간적인 압박을 느끼

거나시간제어의어려움이있을때업무가밀려서제시

간에일을끝마칠수없을때예측이어려운상황에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비지가길어지면(참여자7, 10). 일이많아서항상시

간이 쫓기면서일하게 되요(참여자4, 9). 게다가 내 맘대

로 먼저 전화를 끊을 수도 없고... 통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참여자4). 다음 콜이 울리면 긴장하게 되요(참여자

6, 9, 10)

3.2.1 개인특성 
가. 심리적 불안정

1) 걱정과 염려. 항상새로운일이나제도들이생겨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대처해야할 때 스트레스를 겪었다.

새로운일, 제도 같은 거새로 생기면 그것에 대한걱

정이 있어요. 새로운 작업을 제때에 숙지해야 하고 재치

있게 순발력을 발휘해야하죠(참여자2, 10). 미래가 불확

실하고 걱정이 되죠(참여자2, 9)

2) 좌절감. 고객이나직원들의요청에도와줄수없을

때 자신의 능력의 부족으로 좌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요구하는것을다들어줄수는없어요. 자기네

들이잘못한것도있거든요. 시스템이다되어있어서회

사에서도 딱 선이 있거든요. 그걸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건지 안 알려고 하는 건지... 그러다보니 내가 잘못한 일

도 아닌데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해야할 때가 있죠(참여

자3, 4, 6), 도움을필요로하는직원이있는데도와줄수

없을 때가 생겨요(참여자1, 11).

3) 수치심. 고객의 개념 없는 태도나 말에 자존감이

흔들리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느꼈다.

근무 시간에막말을들으면하루종일기분이나빠요.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하나. 나도 사람인데.. 자존

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요. 고객은 여전히 큰

소리도 치고.. 요즘은 덜 하긴 하지만. 개념이 없는 고객

이죠. 가끔그런고객을만나면가슴이답답해져요. 하루

종일요. 마치내가그욕설의주인공인양수치스럽고. 가

슴이 답답해지면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겠고 어찌해야

할바를 몰라 미칠 것 같아요(참여자3, 5, 2, 4, 11)

4) 소외감. 힘들어도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이야기할

대상이 없고, 자신에게 관심 가져주는 대상이 없다고 여

기며,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응집력이 부족하다보니 소외

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겨도 마땅히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도 없고, 그렇다고 상담실을 찾아가기도 더 어렵죠.

콜이 밀려 있는데 누가 내 시간을 내서 가려고 하겠어

요? 차라리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해서 푸는 게 낫죠(참

여자7, 9). 같은공간안에있는데도왠지혼자인것같고

소외감을 느껴요(참여자9)

5) 미안함.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감을 준다거나 가정

에서 엄마역할, 아내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미안함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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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다.

말을 많이 하다보니까 목이 잠기고 병원을 가서 진료

를 받아도 별다른 차도도 없고.. 기침을 많이 해서 옆에

있는 동료한테 미안하죠(참여자3, 4, 5). 자녀에 대해서

미안한 맘이 많죠. 친정엄마한테 맡기기는해도 집에 가

서도 피곤해서 잘 봐주지도 못하고(참여자6)

6) 긴장과 불안. 테스트를 할 때 또는 전화벨이 울리

면 예전에 힘들게 했던 고객이 떠올라서 긴장하고 불안

해하였다.

전화벨이 울리면 긴장하게 되요. 예전 기억이 떠올라

서 벨소리만 울려도 울렁증이 있어요.. 뒤돌아서 혼자서

울기도 많이 했어요. 집에서도 벨이 울리면 깜짝 놀라고

밤에 자다가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구요(참여자9) 다음

콜이 울릴 때 신경이 예민해지고(참여자6) 평가나 시험

을준비해야할때, 한번에통과못하고두번세번재시

험보는거완전스트레스죠.(참여자1, 8). 아는 것도잘생

각도안나고건망증도심해져서, 특히제도테스트할때

긴장을 많이 해요(참여자5)

7) 평가에 대한 두려움. 동료나부하직원의평가에대

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부담스

럽죠. 목소리가크다고하니까. 부하 직원이나에대해서

평가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도 않고 부담스러움

이 있죠(참여자1). 힘들 때 도움이 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고, 나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힘든 얘기를 듣고

있는상대방에게피해를주는것같아서동료평가시나

를 피해주는사람으로 평가할까봐 걱정도되요(참여자4,

5, 8)

8) 답답함.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고객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자기말만일방적으로해대는고객들이죠(참여자2, 3,

4). 말이전혀안통해요.악성민원... 회사의원칙을얘기

해도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고집이 세요(참여자4, 5, 8).

나. 성격적 취약성

1) 내성적. 사회적관계에서불편감을호소하는등내

성적인성격이라서여러사람과어울려야하는상황을힘

들어하였다.

새로운일, 제도 같은 거새로 생기면 그것에 대한걱

정이 있어요.... 모임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스트레스구요.

여럿이 있는 자리에 가야하는 것이 힘들어요(참여자2).

눈치를보게되고아무래도회식자리에참석하라는압력

을받는것같아요.. 이 일이내적성에맞지않는것같은

생각도 많이 했죠(참여자2, 6, 9)

2) 대인민감.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나 태도에 민감하

게 되는 성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었다.

여럿이한공간안에있어서. 내고객의소리에집중을

해야하다보니까주위사람들의소리에신경이쓰이고집

중하는데도 방해가 많이 되죠. 예민해지고(참여자9). 전

화벨이 울리면 신경이 예민해져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놀라기도하고요(참여자2, 6). 밤에자기 전에 누워서 생

각해보면 그날 있었던 일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지고

신경이 곤두서서 잠을 잘 못자고 예민해있어요. 괜히 가

족들에게 싫은 소리하게 되고요(참여자4)

3) 경쟁적.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데

그렇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해야

할때가있죠. 그럴땐내본래의성격이나오는것같아

요. 못 참겠는데 참아야하고... 원래는 말싸움해서 지지

않는성격인데어릴때부터지기싫어했거든요... 서로 경

쟁 관계에 있을 때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아니

면내스스로상대방을경쟁상대라고생각하고있는건

지도모르겠구요.(참여자3). 이 자리까지온 것도경쟁심

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구요(참여자1). 실적평가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도 어찌보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

부림인것같아요. 그걸 즐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

고요(참여자5)

4) 강박적.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이 나타날 때 나 자

신을 힘들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겪었다.

일이 많아서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일하게 되요... 밤

에자기전에항상그날있었던일들을점검을하고자요.

시간을 잘 활용했는지... 항상 후회가 되요. 애들도 그냥

놀고 있는 모습을 내가 못 참는 것 같아요(참여자4). 콜

이 울리면 긴장도 하고 그러다보니 집중해야하는 일에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Job Stress experienced by Emotional Labors: Focusing on the Call Center Consulta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527

집중을 못하고 항상 긴장되어 있고 콜을 제대로 받았나

몇 번을 확인하게 되고 불안해하네요(참여자6, 9)

다. 빈약한 대처자원

1) 경험의 부족. 능력및경험의부족, 경험발휘기회

의 부족, 욕구 및 가치가 다른 것,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을 때 힘들어하였다.

일에대한능력이나경험이부족하다고느끼게되면...

자기계발을위해서학원도다니고운동도하면서노력을

해요(참여자5, 11). 원하는 것이 다를 때(참여자7, 9). 돈

을 벌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돈이 없

거나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없을

때(참여자11). 내 능력을보여줄수있는기회가많지않

죠. 제한되어있는게사실인것같아요. 나름대로공연도

준비하고하지만성격하고잘맞지않을때는기회가와

도 마음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5)

2) 대처능력 부족. 변화에대한대처능력이나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 통찰력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를 느꼈다.

게다가 내맘대로먼저전화를끊을수도 없고... 통화

시간이길어지게되면적당히정리를하고끝맺어야하는

데그게잘안돼요. 그럴때어찌해야하는지당황하게되

고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참여자4, 9,

2). 근무시간이바뀌고그럴때뭔가변화가있거나바뀌

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

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한테는 어려운 숙제 같은 느낌

이에요. 뒤돌아서 혼자서 울기도 많이 했어요. 집에서도

벨이 울리면 깜짝 놀라고 밤에 자다가 악몽에 시달리기

도 하구요(참여자9)

3) 통제 가능 영역의 부족.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힘들어하였다.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들이 없다고

느낄 때가 그렇죠. 게다가 내 맘대로 먼저 전화를 끊을

수도 없고. 또 다시 같은 콜이 울릴까봐 걱정과 긴장을

하게 되요(참여자4, 9). 고객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 없

는 상황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고객과 협상을

해야할때가있어요. 그것도내가주체적으로통제할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참여자7, 5)

4.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콜센터 상담사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에 관해 질적 분석 한 내용에 대해 ‘직무스트레스’와 ‘개

인특성’ 간의 ‘빈약한 대처 자원’이 매개하는 매개모형을

구성하여도식화한것은 [Fig. 1]과 같으며이에 관해논

의하면다음과같다. 직무스트레스영역별로분류해보면,

직무특성과 개인특성 영역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은 개인이나 직무가 지닌 한계 수준과 통제 수준으

로구분하였다. 조직의업무평가제도나경직된조직문

화로 인한 갈등이나 직무불안정한 조직요인들은 자신이

선택한직업이기때문에어느정도긍정적으로수용하는

[Fig. 1] An Intermediate Model between Job Stres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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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근무환경이나 조직 및 조직

외적인 영역의 스트레스를 건강심리사가 직접적으로 개

입하는것은한계가있을수있다. 반면직무특성그리고

개인특성특히개인심리적인특성은건강심리사가직접

적으로 중재하고 개입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할수있다. Han[23]의 연구에서도감정노동

으로인한직무스트레스를유발하는데있어서개인의성

격특성에따라서감정노동에서유발되는스트레스의강

도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결과, 개인특

성에는 ‘심리적 불안정’, ‘성격적 취약성’, 그리고 ‘빈약한

대처자원’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개인특성에서 ‘성격적

취약성’인 내성적, 대인민감성으로 구분되며 이는 한계

수준에해당한다. 다시말하면, 자신의업무에서한계상

황에맞닥뜨리게될때내성적이거나대인민감성이높은

성격적 특성을 가진 개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특성으로분류된 ‘성격적취약성’ 중에서경

쟁적, 강박적인 특성은 통제 수준에 해당하며 자신의 업

무에서통제를받게되는상황에맞닥뜨리게될때타인

에 비해 경쟁적이거나 강박성이 높은 성격적 특성을 가

진 개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직

무환경에서스트레스를받기이전에선천적으로타고난

성격적인 특성으로, 이러한 성격적인 취약성이 직무 스

트레스를만나게되면서심리적인불안정을경험하며스

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심리적․정신적인 건강

에위협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이때 나타나는 ‘심리적

불안정’에는걱정과염려, 좌절감, 수치심, 소외감, 미안함

의한계수준과긴장과불안, 평가에대한두려움, 답답함

의통제수준으로구분되었다. 즉, 자신의업무상황에서

한계를경험하게될때심리적인불안정성을호소하는데

이 때 주로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성은 걱정, 염려, 좌절

감, 수치심, 소외감, 미안함 등 업무 상황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자기자신의내부적인원인으로귀인할때경

험하는감정들이라고할수있다. Kwon et al.[34]의 연구

에서도콜센터상담사들은고객의공격을실제존재하는

자신에대한공격으로받아들여서모멸감과수치심을경

험하게되어외적인현실보다도더욱가혹하게지각한다

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이들에게는 심리정서적

인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자기위로능력 향상 전략과 같은 불

쾌한정서경험상황에서심리정서적인안정감을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업무 상황에서 통제를 받고 있다고 경험

하게될때심리적인불안정성을호소하는데이때주로

나타나는심리적인특성은긴장, 불안, 평가에대한두려

움과 답답함이며 이는 업무 상황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을 자기 자신의 내부적인 원인보다는 외부적인 상황 요

인으로 귀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이들에게는 자신의 외부상황

에 대한 심리적인 통제감을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인 전략들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세부적인 하

위범주들은 콜센터 상담사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측정하

는 도구를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

한 성격적 취약성을 가진 이들을 조기 선별하여 스트레

스를 감소시키는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낮은자존감, 우울, 소외감등의심리적인부적응을야기

한다는 Ashforth & Humphrey[36]의 연구결과를지지하

는것이며, 더 나아가본연구의결과는심리적인부적응

요소들을 한계수준과 통제수준으로 분류하였다는 데 그

차별성을 둘 수 있다.

아울러 콜센터 상담사는 업무 중에 고객으로부터 경

험하는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

을 겪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객의 폭력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준다고 하였다. Nam[45]의 연구에

서도 모욕감을 주는 고객의 언어폭력은 분노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기관 콜센터 근

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Yoo[46]의 연구에 의하면 언어

폭력에서는 응답자의 56.5%가, 성희롱적인 언어와 행동

에서는 응답자의 45.9%가 기관의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상담사가먼저전화를끊을수없기때문에계속당할수

밖에없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연구결과와본연구결

과를종합해볼때, 언어적폭력을행사하거나소통이안

되고 예의가 없는 고객들의 반응은 콜센터 상담사에게

좌절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경우걱정과염려, 긴장과불안, 답답함을호소하는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콜센터 상담사들이 경험하는 통제가

안되는고객의반응이마치자신을공격하는것처럼느

끼게되며이때갖게되는상담사개인의심리․정서적

인취약성을심리적인차원에서개입하는것뿐만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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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조직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의 하나로 ‘120다산콜센터’

는 악성민원에 대해 단계별로 대응수위를 점점 확대해

나갔으며, 그결과 2012년상반기에는폭언/욕설/협박전

화가 480건에서 2013년 하반기에는 147건으로 감소했으

며, 성희롱 전화 역시 87건에서 13건으로 대폭 감소하였

다[47]. 이러한 조직차원에서의 대응의 효과에 대해 본

연구 결과와 종합해서 해석해보면, 콜센터 상담사 본인

이직접통제할수없는영역을조직및구조적인차원에

서 통제해주기 때문에 콜센터 상담사 개인 입장에서도

통제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

구 결과는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의 조직 차원에서의 대

응뿐만 아니라 개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세분화시켜

서 파악한 후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건강심리학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개인특성중의또다른범주인경험의부족, 통제가능

영역의부족, 대처능력부족등으로구성된 ‘빈약한대처

자원’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도

출되었다. 이는직무스트레스와개인특성사이의빈약한

대처 자원이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성격적으로

스트레스에취약한개인특성을갖고있는사람이라할지

라도직무와관련된스트레스를만나게될때그스트레

스를대처할만한자원을잘갖추고있는사람은심리적

불안정과 같은 심리적․정신적인 건강에 어려움을 호소

하지않지만, 대처자원이빈약한경우에는심리적․정신

적인건강에어려움을호소하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스트레스에 대

처하는전략들을교육시키거나빈약한대처자원을확보

하는 전략들을 함께 포함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

된다. 아울러 한계 수준에 해당하는 요인들은 한계를 인

정하고그한계를극복해갈수있도록마음의여유와수

용이 필요할 것이며, 통제 수준에 해당하는 요인들은 대

부분 자신에 대해 엄격하게 갖게 되는 기준이나 조직이

이들에게 적용하는 엄격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좀더자신이나조직에대해유연한사고와적응을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경험의 본질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세부업종별, 지역별, 근무경력별등을고려하

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한계를염두에둘필요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

연구가 콜센터 상담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추

후 연구와 건강심리학적 혹은 융복합적 중재를 위한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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