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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호텔종사원을 상으로 한 감정노동의 개념은 이론 ․실증 으로 매우 요하나 아직까지 연구가 미미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텔종사원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 스, 소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

고자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검증을 해 서울지역 특 호텔 종사원을 상으로 회수된 설문지 330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텔종사원의 감정표  주의정도, 감정표  빈도, 감정부조화는 직무스트 스에 정(+)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정표 의 빈도, 감정부조화는 소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직무스트 스는 소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호텔산업에 있어

서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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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ough the concept emotional labor in hotel employees is very important i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the extant study has not yet studied.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including job stress and burnout, the hypotheses were suggested 

and date analyses were performed to verify these hypotheses. Data gathering were perform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aries on the samples of 330 hotel employees in Seoul.

Finding were as Following. Firstly, attentiveness to required display rules, variety of emotional 

display rule, emotional dissonance was positively relatively to job stress. Secondly, variety of 

emotional display rule, emotional dissonance was positively relatively to burnout. Thirdly, job 

stress was positively relatively to burnout.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the hotel 

industry which gave needs to establish the market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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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호텔상품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

에 일선종사원과 고객과의 직  면을 통해 무형 인 

형태로 제공되어진다. 따라서 고객과 면하는 일선종

사원의 감정노동에 의해 서비스품질이 으로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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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최근 서비스품질이 호텔기업의 경쟁우 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의 하나로 부각됨에 따라 고객을 면하

는 일선 종사원은 호텔기업이 요구하는 감정표  규범

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고객에게 연출하도록 

강요받고 있다[24]. 한 호텔종사원이 직무의 일부로 

수행하는 고객에 한 감정표 행 는 기업 표자로

서의 역할과 동일하게 간주되기 때문에 이윤창출에 직

인 향을 미친다. 따라서 호텔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일선종사원들의 고객에 한 감정표   감정 리

가 매우 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감정표 행 에 깊

이 개입하려고 한다[24].

감정노동은 조직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종사원에게 강요하는 행 표 으로 종사원의 내부 감

정과 계없는 직무의 일부분을 말한다. 결국 감정노동

을 수행하는 일선종사원들이 표 하는 감정표  행

는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아닌 조직의 요구에 의해 수행

되기 때문에 필연 으로 일선종사원들에게 감정부조화

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련문헌들에 따르면 호텔기업의 일선종사원이 직무

의 일부로서 수행하는 감정표 행 에 의한 감정부조

화는 호텔기업의 조직유효성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43][45][4][9][1][24]. 구체 으로 감

정노동은 면 종사원들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 으로 가 된 감정노동은 일선종사원들

에게 감정이탈을 발생시킨다[43]. 호텔을 로 들면, 일

선종사원들이 고객에게 친 한 인사, 미소, 시선교환 등

의 조직이 요구하는 정 인 감정표  규범을 지키지 

않아 고객 불만족을 래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종사원에게 발생되는 감정

부조화는 내부  스트 스[9][1][39], 자아상실[7], 탈인

격화[27], 소진[2], 정서  탈진[42], 이직의도[46][37] 등

을 증가시키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감소시킨다[51].

감정부조화는 요구되는 감정수 의 역할기 와 개인

반응과의 갈등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면 

종사원들은 역할스트 스가 가 된다[29]. 그리고 이러

한 역할스트 스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종사원의 직

무만족 수 을 낮추고, 소진의 정도를 강화시킨다

[4][45]. 즉 강하고 지속 인 감정노동으로 인한 역할스

트 스는 소진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일선종사원들

은 감정  고갈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

기 한 자기방어 기재의 사용으로 감정의 사용을 최

한 억제하여 매사에 기계 인 응을 하는 탈인격화의 

길로 어들게 되어 조직이 요구하는 인 계를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자아를 발견하게 됨과 동시에 

자아성취감 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한 감정노동

의 수행은 진정한 자아의 손상을 래하므로 자기소외

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24].

이처럼 인 계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호텔기

업 일선종사원의 감정노동이 매우 요함에도 불구하

고 기존의 감정에 한 심은 서비스 제공자의 이 

아니라 고객의 에서 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고객이 구매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 고객행동

에 향을 미친다는 것에 주로 을 맞추어 왔으며

[6], 제공자의 자체 감정과 련된 연구는 상 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3].

따라서 본 연구는 고객과의 인 계가 핵심이 되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호텔종사원의 감정노동은 직무스트

스와 소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

를 바탕으로 호텔기업에 략  시사 을 제시하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감정노동

Hochschild[24]가 감정에 한 개념을 노동의 유형으

로 악하기 시작한 이래 감정노동에 한 연구가 이루

어지기 시작하 다. 그는 감정노동을 ‘외 으로 찰 가

능한 표정이나 몸짓을 만들기 한 느낌의 리’로 정

의하 는데, 그 이 에 감정은 사회학자나 심리학자의 

심분야 으며, 인간의 본능  측면이나 사회문화  

구성물의 으로만 인식하 다.

이후, Ekman[15]이 표 규범이란 용어를 사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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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을 ‘서비스를 거래하는 상황에서 사회 으로 

요구되는 감정을 표 하는 행 ’라고 정의하고, 조직이 

종사원에게 요구하는 바람직한 표 행동을 수행하기 

한 노력이라고 보았다.

감정노동이란 용어가 제시된 후, 특별히 서비스 산업 

을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이유는 종업원의 감정

리가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의 제공수 과 요

한 련이 있기 때문이다. Lehtinen[32]은 서비스의 질

을 서비스가 수행된 후 고객에 의해 평가되는 결과품질

과 서비스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고객에 의해 단되는 

과정품질로 구분한 바 있다. 효과 인 감정표 리는 

제조업 종사원들에게도 인 계 형성이나 직무수행에 

요한 수단이 된다. 한 인 서비스의 비 이 높은 호

텔, 백화 , 항공사 등의 종사원들은 조직의 최일선에서 

고객들과 하는 동안 감정노동을 수행하며, 조직을 

표하여 고객들의 만족수 과 구매의도를 좌우한다.

감정노동에 한 연구는 주로 감정노동의 구성요소, 

감정표 규범, 감정노동의 발생상황 등에 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먼  감정노동의 구성요소와 련하여 

Morris & Feldman[40]은 최근에 감정노동을 한 감

정표 의 빈도, 바람직한 감정표 에 요구되어지는 주

의정도, 표 되어지는 감정의 다양성, 조직이 요구하는 

기 감정을 표 하는데서 야기되는 감정  부조화 등 4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감정표 규

범에 한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에게 표

해야 하는 감정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정 인 감정의 

표 규범[24][53], 부정 인 감정의 표 규범[53], 립

인 감정의 표 규범[52] 등 3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감정노동이 발생하는 상황에 하여는 업무수

행과정에서 고객 는 과 면 이 이루어지거

나, 업무를 수행하는 에 다른 사람에 하여 특정한 

감정상태를 보이도록 요구 받거나, 특정한 감정상태를 

보이도록 하는 훈련과정 등이 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

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 스는 미국 심리학자 Freudenberger[17]가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의욕을 잃고 환자들에게 냉담해지는 상을 목격

하면서 종사원이 직무수행과 련하여 겪는 정신 , 신

체  상태를 설명하기 해 처음 사용하 다. 

Gupta & Beehr[22]는 직무스트 스란 극단  는 

유해한 특성을 지닌 작업역할에서의 요구로 정의하고, 

극단성 는 유해성이 직무불만과 같은 가벼운 효과만

을 일으키는 다른 직무특성과 구별된다고 하 다. 한 

Schuler et al.[48]는 직무스트 스를 기술, 능력, 직무요

구의 부 합 그리고 직무순환에 의해 제공되는 개인욕

구와의 부 합이라고 하 다.

직무스트 스의 향은 크게 개인에 미치는 향과 

조직에 미치는 향으로 나  수 있다. 개인에 한 스

트 스 향은 보통 생리  측면, 심리  측면, 행동  

측면 등 세 가지로 나 다[23]. 생리  측면의 증상은 

압의 상승, 심장 박동률의 증가, 땀, 호흡곤란, 근육긴

장, 생장애 등이 있으며 심리  측면의 증상으로는 

직무불만족, 자존심 하, 긴장, 억압, 지루함 그리고 심

리  피로 등의 변화, 음주, 갑작스런 식욕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25]. 

직무스트 스의 요인에 하여, Marshall & 

Cooper[34]는 직무의 고유특성, 조직역할, 조직의 계, 

경력개발, 조직구조와 분 기, 조직외부의 장애, 개인의 

특성으로 분류하 고, Schulta[49]는 과 한 업무, 작업

장의 변화, 성과평가, 역할감독, 경력개발, 임 체계로 

나 었으며, Scherhorn et al.[47]은 개인요인, 작업요인, 

비작업요인으로 구분하 다. Ganster et al.[20]는 직무

스트 스 요인을 객 인 요인과 주 인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객 인 직무스트 스 요인은 콜

스테롤 수 , 압과 같은 생리  반응과 직무만족 수

을 직 으로 유발하는 객 인 자극 즉 장시간의 

근무, 과도한 정신 , 신체  욕구와 같은 직무환경을 

말하며, 주 인 직무스트 스 요인은 객 인 직무

환경에 계없이 주 으로 환경을 인지하고 평가를 

함으로써 생리  는 심리  반응을 간 으로 유발

하는 것이다. 

Jamal[28]은 직무성과는 이용가능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상 인 제약조건하에서 개인이 그에게 할당

된 작업이나 목표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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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고 있다. Beehr[8]는 역할 갈등의 종류에는 수

여자간 갈등, 수여자 내 갈등, 역할 간 갈등  개인 역

할 갈등이 있다고 하 으며, Kahn et al.[29]은 역할모

호성이 높게 지각된 개인 일수록 낮은 수 의 직무만족

을 경험하게 되고, 직무와 련하여 긴장이 고조되며 

허무함이 커지고 자신감이 하됨을 발견하 다.

3. 소진

소진을 처음으로 개념화한 연구자는 Freundenber- 

ger[17]로 소진을 개인이 경험한 비 실 이고 과도한 

업무요구로 인해 발생되는 피로와 좌 상태로 정의하

으며, 이것이 신체 , 정신  탈진을 유도한다고 보았

다. 소진에 한 개념은 심리  부담이 큰 서비스 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 계자, 사회복지 계자, 경찰

의 스트 스 반응을 논의하면서 정립되었다[35]. 

Mechteld et al.[38]는 이와 같은 연구 상의 공통 으

로 사람과 하는 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

을 밝 냈으며, 그러한 인 계  요인이 소진을 유발

시킨다고 하 다.

Maslach & Jackson[36]이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개발하면서 소진의 개념이 일반화 

되었는데, MBI에서는 소진을 정서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하의 세 가지 증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

한 증상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개인들 사이에

서 발생된다고 한다[35]. 정서  고갈이란 다른 사람들

과의 감정  이 늘어남에 따라  메말라가는 감

정을 의미하며, 비인격화는 사와 돌 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에 한 무감정 이고 냉담한 반응을 의미한다. 

한 성취감 하는 사람들과의 업무에 있어 성공 인 

업 달성에 한 느낌이 결여되는 것을 말한다.

Piness & Maslach[42]는 소진 상을 부정 인 자아

개념, 직업에 한 부정 인 태도, 고객에 한 무 심

을 포함하는 신체 , 정서  탈진증후라고 정의하 고, 

Perlman & Hartman[41]은 소진 상은 만성 인 정서

 스트 스에 한 반응으로서 정서 , 신체  탈진, 

업무에 한 생산성의 하, 비인간화라는 세 가지 요

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 다.

Edelwich & Brodsky[14]는 실제 상황에 한 찰을 

통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소진의 발 단계를 열성, 침체, 

좌 , 무 심의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Cherniss et al.[11]에 의하면 소진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  단계를 거치며, 그 단계

는 스트 스욕구와 자원간의 불균형단계, 스트 스,  피

로, 짜증을 유발하는 단계, 방어  처, 축 등의 태도

를 보이는 냉소주의 단계로 발 된다고 한다. 한 

Cordes & Dougherty[13]는 소진이 만성 인 직장 내 

스트 스요인들과 이직의사를 매개하는 매개변수의 역

할도 있다고 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의 설정

1.1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감정노동과 직무스트 스와의 계에서는 감정노동

이 직무스트 스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데 많

은 연구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33][9][1]. 특히 

직무수행과정에서 면 과 감정표 이 요구되는 서

비스산업, 특히 호텔산업의 경우는 직무스트 스가 많

이 발생된다는 것이다[9][1].

Hochschild[24]는 표 감정과 경험감정의 차이인 감

정부조화가 클 때 직무스트 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

다. 즉 감정노동자들은 감정을 표 하는데 감정조화 

는 감정부조화를 경험하게 되고 부조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 차이가 클 때에는 의식 으로 차이를 이

려고 노력하며,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을 표 해야 할 

때 실제 개인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분노와 같은 부정  감정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감정부조화 상태는 개인에게 스스로를 선

이라고 생각하는 거짓자아(false self)를 경험하게 하고 

이로인해 심리  부 응상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감정부조화는 인지부조화와 마찬가지로 

긴장, 스트 스, 소진을 야기할 수 있다[33].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 호텔종사원의 감정노동은 직무스트 스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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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

Adelmann[5], Hochschild[24]는 감정노동을 노동의 

강도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높은 강도의 감정

노동이 요구되는 직무일수록 종업원들이 높은 직무불

만족, 낮은 자존감, 나쁜 건강상태, 정신  고갈의 심화

를 나타내었다. Abraham[4]은 감정노동의 차원인 감정

부조화가 소진을 발생시키며, 이와함께 이 두 변수 

사이의 인과 계를 확인하 다. 한 Rafaeli & 

Sutton[43]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종사원의 실제감정

과 조직에 의해 강요된 종사원의 감정표 이 상충될 때 

감정노동의 심리  결과인 감정 부조화가 발생한다고 

하 다.

Krone[30]는 고객과 이 많은 종사원이 소진 증상

이 가장 높고,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감정 탈진이 크다

고 하 다. 성혜진[2]은 소진을 경험한 종사원은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의 수 이 하게 떨어지게 되며 신체

․정신  문제를 일으키는 한편, 다른 종사원에게까

지 악 향을 미쳐 조직유효성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 호텔종사원의 감정노동은 소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3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

소진의 경험이 성격과 같은 개인  특성과 련이 있

지만 직장에서 발생하는 상황  스트 스(직무스트

스, 조직냉소주의)와 더 큰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39]. 

Golembiewski[21]는 상황  요소가 개인  요소보다 

소진과 강한 계를 맺고 있다고 하 다. 조직에서 느

끼는 역할의 모호함, 역할갈등, 역할 과부하가 스트 스

의 주요요인으로 이들 요인이 소진을 경험하도록 하는 

직 인 원인이 된다고 하 다[31].

한 Krone[32]는 고객과 이 많은 종사원들의 스

트 스요인은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부하로 구

분되어지며 이들 요인들 에서 역할갈등과 역할모호

성은 각각 정서  고갈[16][26]과 자아성취감 하

[12][7][27][50]를 래하게 하고, 역할과다는 정서  고

갈을 야기시킨다고 하 다[42][27][18].

그리고 Perlman & Hartman[41]는 만성 인 스트

스는 조직구성원의 정서 ․신체  탈진, 업무에 한 

생산성의 하, 비인간화를 래한다고 하 으며,  그 

에서도 정서 고갈이 소진경험의 주된 요소로서 소

진과정의 첫 단계라고 하 다[19]. 한 정서 고갈은 

일 되게 높은 수 의 직무요구와 직 인 연 성이 

있으며[51], 지속 인 정서  고갈의 경험은 낮은 성과

와 이직의도를 래한다는 것이다[46][37].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 호텔 종사원의 직무스트 스는 소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2.1 감정노동

감정노동이란 직장내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실제 감

정표 과 조직의 감정표 규범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감정표 에 차이가 존재할 때, 효과 인 직무수행을  

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조직의 표 규범에 맞

게 조 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감정노동의 하 개념으

로는 Moris & Feldman[40]가 제시한 감정표 의 빈도, 

바람직한 감정표 에 요구되어지는 주의정도, 표 되

어지는 감정의 다양성, 조직이 요구하는 기 감정을 표

하는 데서 기인하는 감정  부조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감정노동의 특성을 측정하기 해 본 연구의 특

성과 가장 유사한 김민주[1], Moris & Feldman[40]의 

연구를 기 로 연구문항을 작성하 으며, 이 연구문항

을 5  척도로 측정하 다.

2.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 스는 직무 련 요인과 작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정상  기능으로부터 개인

이 이탈하도록 만드는 정신 , 육체  조건이라고 정의

된다[9]. 따라서 본 연구는 Rizzo et al.[44]의 연구와 

Beehr et al.[8]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  5개의 문

항을 추출한 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5  척도로 

측정하 다.

2.3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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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평균
표
오차

재치 고유값
분산비
(%)

Cronbach
’α

요인1: 감정표현의 주의정도(attentiveness to required display rule)

나는 기분이 나쁠 때에도 고객들에게 표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3.52 .94 .887

3.746 46.8 .931고객들을 미소로 응대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3.48 .93 .878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실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느껴진다 3.35 1.01 .864

요인2: 감정표현의 빈도(variety of emotional display rule)

나는 직장에서 정말로 웃는 일보다 일부러 웃는 일이 더 많다 3.55 .99 .865

1.847 23.1 .895고객이 나에게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노력할 때가 많다 3.49 .93 .845

나는 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 실제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3.53 .94 .834

요인3: 감정 부조화(emotional dissonance)

고객을 대할 때 나의 실제 감정과 표현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61 .97 .929
1.045 13.1 .811

표현되는 감정과 실제 감정의 차이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3.59 .91 .893

표 2.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정

소진은 고객과 면하는 호텔종사원이 경험한 비 실

이고 과도한 업무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피로와 좌

상태를 의미한다[17]. 본 연구에서는 Maslach & 

Jackson[35]이 제시한 3가지 증상  정서  탈진 2문

항, 비인격화 1문항, 성취감 하 2문항 총 5문항을 추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후 5  척도로 측정하 다.

표 1. 설문지의 구성과 출처

변수 문항수 출처

감정 노동 8 Moris & Feldman(1996), 김민주(1998)

직무 
스트레스

5 Rizzo(1970), Beehr(1985)

소진 5
Freundenberger(1974), Maslach & 

Jackson(1986)

3. 조사설계

본 연구는 2009년 6월10일부터∼6월 25일까지 서울

시내 특 호텔에서 고객과 직 면하며 서비스를 제

공하는 일선 종사원들을 상으로 장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특히 설문조사에 동의한 사람들에게는 설문

목 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 다. 총 

400부를 배부하여, 350부를 회수하고, 이 에서 불성실

하게 응답했거나 연구목 에 부합하지 않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330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Ⅳ.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인구통계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

이 246명(74.4%), 여성이 84명(25.6%)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있어서는 기혼이 234명(70.9%), 미혼이 96명

(29.1%)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25세 이하가 

24명(7.2%), 25-29세가 68명(20.5%), 30-34세가 99명

(30.0%), 35-39세가 79명(24.0%), 40-44세가 43명

(13.0%), 45세 이상이 17명(5.3%)로 나타났다.

교육수 에 있어서는 문  졸업이 198명(60.0%), 

학교 졸업이 111명(33.7%), 학원 졸업이 21명

(6.3%)로 나타났으며, 근무부서는 식음료부가 249명

(75.6%), 객실부가 81명(24.4%)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에 있어서는 200만원 이하가 75명(22.8%), 

201-250만원 이하가 88명(26.7%), 251-300만원 이하가 

62명(18.8%), 301-350만원 이하가 44명(13.3%), 

351-400만원 이상이 26명(7.9%), 401-450만원 이상이 

19명(5.8%), 451만원 이상이 16명(4.7%)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에 있어서는 1-4년이 67명(20.2%), 5-9년이 

115명(34.7%), 10-14년이 79명(24.0%), 15-19년 이 78

명19.5%), 20년 이상이 16명(5.2%)으로 나타났으며, 근

무하는 호텔의 등 은 특1  호텔이 222명(67.4%), 특2

 호텔이 108명(32.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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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  감정노동 척도의 타당성을 살펴

보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이 

척도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하여 일반 으로 사용되

고 있는 Cronbach’α값을 사용하 다. 

먼  요인분석은 본래의 변수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최 한 보존하면서 보다 은 수의 합성변수로 요약하

는 R-type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주성분분석을 통

하여 직각회 의 varimax방법을 사용하 다. 요인추출

과정에 있어서는 고유치(eigen value)기 을 용하여 

1.0보다 큰 요인에 해 요인화 하 다. 요인별 신뢰성

의 값도 .70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본 척도의 내용

타당성을 포함하여 신뢰성이 매우 높은 측정도구임을 

증명하고 있다.

표 3. 직무스트레스, 소진에 대한 신뢰성 분석

연구단 항목 Cronbach’α

직무스트레스 5 .854

소진 5 .861

3. 각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각 요인들 간의 상 계분석을 실시하여 각 연구단

의 기 타당성을 검증하 다. 분석결과 연구변수 간 

상 계에 있어서는 감정노동 요인, 직무스트 스, 소

진 간에는 모두 유의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4. 연구모형

논문에서 제기한 연구모형의 합도를 높이기 해 

수정지수를 사용하 다. 수정지수를 사용한 이유는 기

존의 연구와는 다른 가설과 연구모형을 통하여 인과

계를 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구체 인 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χ²=206.986, df=110, p=0.000, 

GFI=0.960, AGFI=0.923, NFI=0.965, CFI=0.983, 

RMSEA=0.045, RMR=0.028로 나타나 합도에는 체

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감정표현의 주의정도 1.000

감정표현의 빈도 .531 1.000

감정부조화 .570 .670 1.000

직무스트레스 .716 .646 .668 1.000

소진 .543 .687 .647 .651 1.000

주) 모든 상관관계가 p<0.01에서 유의적임

*p<0.10,   **p<0.05 
Fit index: χ²=206.986, df=110, p=0.000, GFI=0.960, AGFI=0.923, NFI=0.965, CFI=0.983, RMSEA=0.045, RMR=0.028

그림 1. 연구모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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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의 검증

5.1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검증

감정표 의 주의정도와 직무스트 스의 계에서는 

경로계수가 0.376(t=7.926, p=0.05)에서 유의 으로 나

타나 감정표 의 주의정도가 높을수록 직무스트 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감정표 의 빈도와 직

무스트 스의 계에서도 경로계수가 0.865(t=21.274. 

p<0.05)에서 유의 으로 나타났으며,  감정부조화와 직

무스트 스의 계에서는 경로계수가 0.645(t=9.296)로 

나타나 감정표 의 빈도와 감정부조화가 높을수록 직

무스트 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은 

채택되었다. 

5.2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검증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계를 검증한 결과 감정표

의 주의정도와 소진과의 계에서는 경로계수가

0.011(t=0.233)로 유의 이지 않게 나타났으며, 감정표

의 빈도와 소진과의 계에서는 경로계수가 

0.340(t=5.315, p=0.05)에서 유의 으로 나타났다. 한 

감정부조화와 소진과의 계에서도 경로계수가 

0.305(t=2.538, p=0.05)에서 유의 으로 나타나 감정부

조화가 높을수록 소진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5.3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검증

직무스트 스와 소진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 경로

계수가 0.185(t=2.409, p=0.05)에서 유의 으로 나타나 

직무스트 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진은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은 채택되었다. 

표 5. 가설검증결과와 경로계수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
오차

t값
채택
여부

가설1

감정표현의 
주의정도→직무스트레스

0.376 0.047 7.926 채택

감정표현의 빈도→직무스트레스 0.865 0.041 21.274 채택

감정부조화→직무스트레스 0.645 0.069 9.296 채택

가설2

감정표현의 주의정도→소진 0.011 0.049 0.233 기각

감정표현의 빈도→소진 0.340 0.064 5.315 채택

감정부조화→소진 0.305 0.120 2.538 채택

가설3 직무스트레스→소진 0.185 0.077 2.409 채택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호텔기업에서 고객과 직  면하는 종사

원들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 스와 소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호텔 리자에게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노동에 한 세 가지 차원인 감정표 의 

주의정도, 감정표 의 빈도, 감정부조화가 높을수록 직

무스트 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과 면

하는 일선종사원은 고객과의 에서 호텔기업에 의

해 강요된 감정표  규범  감정표  행 가 역할갈등 

 역할과다를 래하게 되며, 이는 호텔종사원이 지각

하는 감정노동에서 고객과 면하는 감정표  그 자체

가 직무스트 스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과 

면하는 일선종사원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보다 

자유롭게 표  할 수 있을 때 감정부조화를 일 수 있

으며, 결국 감정노동에서 생기는 자아상실감도 일 수 

있다.

둘째, 고객과의 상호작용 수단으로 감정표 을 하는 

일선종사원들은 그들의 감정표 행 가 호텔에서 공식

화된 감정표 일수록 종사원의 소진이 증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Adelmann[5], Abraham[4], Rafaeli & 

Sutton[43], 성혜진[2]의 연구결과 같은 결과이며 높은 

수 의 감정노동이 요구되는 직무일수록 종업원들이 

높은 직무 불만족, 낮은 자존감, 나쁜 건강상태, 정신  

고갈의 심화를 나타내었다. 즉,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종

사원의 실제 감정과 조직의 감정표 규범에 부합되는 

종사원의 감정표 이나 행동이 상충될 때, 감정노동의 

심리  결과인 감정  부조화가 발생하고 소진이 가

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직무스트 스는 소진을 가 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Golembiewski[21], Krone[30], Perlman & 

Hartman[41]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역할갈등이나 

역할 과부하는 정서 ․신체  탈진, 업무에 한 생산

성의 하(직무스트 스), 비인간화를 래한다고 하

다. 그 에서 정서 고갈이 소진경험의 주된 요소가 

된다는 견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호텔기업 종사원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미치는 영향 861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하

다.

첫째, 호텔기업의 업무분 기를 보다 자유롭고 편안

하게 조성하여 고객과 직  면하는 일선종사원들이 

이러한 분 기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객에

게 달할 수 있는 업무분 기 조성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엄격한 감정표  규범을 완화하여 직무

상의 감정행 의 자율성을 보장해 으로써 직무수행

의 일부로써 감정표  그 자체에 의해 발생되는 스트

스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업무에 한 책임과 

권한 양을 강화하여 업무의 유효성 향상을 뒷받침해 

 제도  보완도 요할 것으로 단된다.

둘째, 호텔기업 종사원들의 소진을 낮추기 해서는 

특정 업무의 반복  부담을 여 이와 련된 감정노동

을 이는 것도 요하다. 따라서 직무순환, 직무확 , 

직무충실화 등을 통하여 특정업무를 지속 으로 수행

하는 것을 배제하고 업무순환을 통해 감정노동을 완화

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은 종속변수로 사용한 

직무스트 스와 소진은 많은 연구자들이 다차원  요

인으로 근하여 연구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

동을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기 때문에 단일차원으

로 근했다. 한 표본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비율

이 여성비율에 비하여 상 으로 높게 나타나 호텔

체 부서를 일반화하는데 무리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한계 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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