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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시큐리티 요원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정도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와 고객지향성의 관계를 검증 하는데 목적

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3년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대전 및 충남지역 관할 경찰청에 등록된 10개의 시큐리티 회사를

무선적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표집방법을 이용하여 회사별 30명씩 3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응답내용이 부

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25명을 제외한 275명을 실제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기초로 재구성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 19.0과 AMO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

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시큐리티 요원의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지면 고객지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큐리티 요원

의 감정노동 수준이 낮은 집단이 직무스트레스와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rrelation between Customer Orientation and Job Stress due to Degree of

Emotional Labor on Security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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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orientation and job stress due to the degree of

emotional labor on security agents. Objects of study are from 10 security companies, randomly selected from those

registered on the Regional Police Agencies in Daejeon and Chungnam, from November 10th to 20th, 2013; thirty agents

from each company, or three-hundred in total,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by random sampling method.

Twenty-five subjects were excluded for poor response contents and/or low reliability. Thus, only 275 subjects were

included in actual analysis. The research tool was the questionnaire which was re-composed on the basis of

domestic/overseas preliminary studies, while the data was processed through the frequency analysis, the reliability

analysis,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e model analysis, using SPSS version 19.0 and AMOS 17.0

statistics package. Through the data analysis following the research methods above, the conclusion was acquired as

follows. First, as job stress of security agents decreased, customer orientation increased. Second, the group of security

agents with lower level of emotional labor positively affected job stress and customer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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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기업들은 경쟁의 수단

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

다. 이에 기업은 서비스접점에서 고객들이 기업에 우

호적 감정을 형성하도록 서비스제공자와 고객의 상호

관계를 관리하고 감정표현에도 일정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1]. 그 이유는 서비스접점에서 서비스제공자의

표정 및 감정표현에 따라 고객이 인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의 감정관

리는 기업의 평가와 이미지 구축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2]. 이러한 점에서 기업은 감정표현규범을

통하여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서비스 종사원

의 감정표출 욕구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3][4]. 하지

만 이러한 감정표현 규범은 기업이나 서비스제공자의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

비스종사원은 실제 감정과 다른 규정된 감정표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5].

따라서, 서비스 종사원들의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감정노동이 중요한 연구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업무성과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노동은

서비스접점의 종사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 기업에서 제공하는 메뉴얼에 따라 감정을 표현하

는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외적으로 표출되

는 표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여 고객이 요구하

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종

사자들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이외에 감정노동을 수

행하고 있는 것이다[6].

이러한, 감정노동은 기업의 이윤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종사자들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왜곡시켜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적·육체적 피로 등의 병리현상을 유

발시킨다[7]. 또한 감정노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트

레스는 종사원들이 직무나 조직에 대한 만족과 몰입,

그리고 역할 외적인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성과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8]. 그리고 서비스 접점에서 자

신의 내재적 감정과 달리 긍정적인 태도로 다양한 고

객을 응대하여야 하는 직무는 더 많은 인내심이 요구

되는데 감정노동은 고객과 접촉빈도가 많은 직업일수

록 강도가 높고 이러한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를

영향을 미치고 있다[9][10].

한편, 시큐리티 요원들의 직무는 의뢰시설의 각종

사건 및 사고에 대한 대응 업무와 자사의 홍보 및 고

객의 요구사항 응대 위한 고객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

다. 이러한 직무수행은 감정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

는 것으로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자사의 경영 정책 및 경비시스템의 홍보, 그리고 오작

동과 오경비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관리와 고객의 출

동요청에 의한 신속한 출동을 전제로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여야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될 밖에

없다[11]. 그리고 시큐리티 요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표현 및 감정조절을 조직의 요

구에 따라 성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성취감, 직무만족

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 서비스제공수준, 고객

지향성, 판매성과와 같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으나[12], 조직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면 직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고,

업무에 대한 공정한 처리와 고객의 욕구를 신속하게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고객지향성이 감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13][14].

이러한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시큐리티 요원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안전과 재산 침해방지

등의 업무로 말미암아 항상 긴장 속에서 근무하는 직

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감정노동이 중요함에도 불

구하고 시큐리티 요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

노동 수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고객지향성과의 관

계를 규명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감정노동의 하위변인 즉 표면행위와 내면행위의

정도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와 고객지향성의 관계를 검

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시큐리티 요원의 직무스트레스가 고객

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시큐리티 요원의 감정노동 수준에 따

라 직무스트레스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2.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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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감정노동의 개념과 유형

감정노동의 개념은 Hochschild[6]가 기업에서 종사

원들의 감정표현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에서 경험되는

인간의 느낌 및 감정에 대한 관리를 기술하면서 감정

노동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Ashforth와 Humphrey[15]는 Hochschild[6]가 정의

한 느낌규범(Feeling rules)은 겉으로 표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지적하며 감정노동을 ‘서비스 직무 수행 중

에 조직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로 정의하였고, Morris & Feldman[16]은 감정노동을

적절한 감정표현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 다양성, 감

정부조화 등 5가지 요소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Grand

ey[17]는 위의 세 가지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내부 감

정 규제의 관점에서 감정노동을 조직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느낌 및 감정표현들을 규제하는 과정으

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Hochschild[18][6]는 감정노동의 수행전략을

표면행위와 내면행위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표면행위

는 부정적 느낌과 달리 미소를 짓는 것과 같이 자신

의 표현을 통제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말하며, 내면행

위는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표면적인 외관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느낌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려

고 노력하는 과정을 말한다[19].

이러한, 표면행위와 내면행위 간에는 공통점과 차

이점이 존재한다. 공통점은 표면행위와 내면행위 모두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종사원의 감정사이에 일치

하지 않을 때 나타나고[3], 두 가지 행위 모두 조직의

감정표현규칙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종사원이 감정표

현을 한다는 것이다[20]. 차이점은 표현된 내적 감정

의 진정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21][22]. 조직의

감정표현규칙에 대한 종사원의 순응방식이 표면행위

는 내면에 감정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인

감정표현만을 조절하는 반면 내면행위는 외적인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내면에 감정까지도 조절한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을 종사원 시큐리티 요원 측면에서 Hochschi

ld[6]의 행위적 패러다임을 인용하여 하위변인으로 표

면행위와 내면행위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을 측정하고

자 한다.

2.2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고객지향

성의 관계

서비스 기업 종사자의 감정노동 수준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 고객지향성의 변화에 의해 기업에서 창출되

는 이익에 영향을 준다. 첫 번째로 서비스 종사자의

감정을 통제하여, 일정한 감정표현규칙에 따라 감정이

나 느낌을 고객에게 표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3].

그로인해 서비스 기업 종사자의 역할과 업무 중에 발

생되는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감정처리를 위한 기업

차원에서의 보상이 필수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종

사자의 직무상 느끼는 감정노동과 그에 따른 직무스

트레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다.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를 보면 감정노동을 크게 느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10][24][25]. 이는 감정노동의

하위변인 중 실제감정과 충돌하는 감정적부조화가 감

정노동의 부정적 결과와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김희동[26]은 상담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노동의 감정표현 빈도는 직무스트레스와 (-)의

상관관계를, 감정표현 규범주의성과 감정의부조화는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었으며, 박호현과 김시중[27]

은 호텔종사원의 감정노동 요인이 직무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성영태[28]는

경찰관의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한숙정 등[29]은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영역인 직무역할, 개인적 긴장, 개인적

자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종

사원들은 심리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체적 스트레

스까지 시달리게 되므로 서비스기업에서는 감정노동

에 의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

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종사원의 고객지향적 행동은 이성적 사고과

정의 결과가 아닌 감정적 행동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

을 수 있다[30]. 즉 고객과의 접점에서 지속적인 감정

적 갈등현상은 종사원에게 거짓과 위선에 대한 감정

을 갖게 하며 주위에 대한 무관심, 업무로부터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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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초래하며,[31], 고객에 대한 헌신 및 적극적인 직

무수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32].

감정노동과 고객지향성 간의 관계를 Emmons & C

olby[33]는 조직규범으로 표현해야하는 감정노동은 회

피전략을 가져오고 고객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의 감

소를 가져온다고 하였고, Hoffman & Thoms[34]는

고객 지향성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이 높은

종사원, 심리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대한 동일시의 정

도가 높거나 경험이 많은 종사원, 그리고 직무만족이

높은 종사원은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경향이 높아 고

객 지향적 행동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영진, 허양례, 최동회[35]는 항공사 종사원의 감

정노동 하위변인 중 내면행위만이 고객지향성과 유의

한 관계를 보였고, 지윤호, 정삼권, 변정우[12]와 김세

리, 김건[30]은 호텔기업종사자와 외식산업종사자들의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표면행위는 고객지향성과 부

(－)적인 관계를 보였고, 내면행위는 고객지향성과 정

(＋)적인 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서

비스 기업에서는 종사원들에게 감정 내면에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게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2.3 직무스트레스와 고객지향성의 관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개개

인 간에 다르게 나타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약화되고 집중력 감소, 불안, 초조 등이 증가한다. 궁

극적으로 직무스트레스는 고객서비스에 영향을 미치

며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지향성이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직무스트레스와 고객지향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직

무만족이 높은 종사원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직

무를 수행함으로 고객지향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

고[13], 기업의 직무몰입과 직무만족 이외에 기업문화,

환경과 상황요인, 행동평가 기준과 적응성, 역할갈등

과 역할모호성 등 역할지각 또한 종사원의 고객지향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36].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보면 이환범, 이수창[37]

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현임[38]은 간호사를, 박웅

열, 남기민[39]은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모두 직무스트레스는 고객지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기업에서는 종사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업무환경과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종사원의 고객지향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시큐리티 요원의 감정노동 수준에 따라 직무스트레

스와 고객지향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직무스트

레스를 독립변인으로 고객지향성을 종속변인으로 설

정한 다음, 이들의 관계를 시큐리티 요원들의 감정노

동 수준별 경로계수를 비교하는 조사연구로 본 연구

의 모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시큐리티 요원의 감정노동을 집단으로 구분

한 기준은 선정된 대상자의 감정노동 수준의 평균 기

준으로 평균 이상을 높은 집단으로, 평균 이하를 낮은

집단으로 하였다.

감정노동 경로계수

(높음집단=낮은집단)

직무

스트레스

↓

┈┈→

고객

지향성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대전 및

충남지역 관할 경찰청에 등록된 10개의 시큐리티 회

사를 무선적으로 선정한 다음, 회사를 방문하여 연구

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를 받았

다. 그리고 집락표집방법을 이용하여 회사별 30명씩

전체 300명을 표집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에 내용

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25명(8%)의

자료를 제외한 275명(92%)이 실제분석에서 이용되었

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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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분 n(%)

성 별
남자 210(76.4%)

여자 65(23.6%)

연 령
20대 216(78.5%)

30대이상 59(11.5%)

학 력
고졸 134(48.7%)

대졸 141(51.3%)

직 위
평사원 232(84.4%)

주임급이상 43(15.6%)

근무기간

1년이하 116(42.2%)

1-3년 107(38.9%)

3년이상 52(18.9%)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75)

3.3 조사도구

시큐리티 요원의 감정노동 수준에 따른 직무스트레

스와 고객지향성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조사도구는 구

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일

반적인 특성을 묻는 5문항(성별, 연령, 학력, 직위, 경

력)을 기초로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고객지

향성 감정노동 척도로 구성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3.3.1 감정노동

감정노동은 김의영 등[44]이 사용한 척도를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표면행위 5문항, 내면행위 5문항) 하위요

인에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를 이용하기 위

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표 2>와 같이

요인별 문항 부하량(내면행위: .594-.856, 표면행위: .6

90-.789) 및 공통치(.409-.733)는 기준치에 만족하였고

전체 56.204%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리고 Bartlett의

χ²검증은 851.299로 유의한 차이를(p<.001), KMO 표

본의 적합성도 .802로 나타났고 신뢰도 검증에서도 .7

89-804를 보여 감정노동 척도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질문지임을 검증하였다.

<표 2> 감정노동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문항
내면
행위

표면
행위

공통
치

01. 나는 고객에게 보여야
하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
기 위해 노력한다.

.856 .016 .733

02. 고객에게 표현해야하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은 내일이기 때문
에 실제로 느끼려고 한다.

.809 -.118 .669

03. 고객을 도울 때 친절하
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려
고 노력한다.

.768 .143 .610

04 .감정을 겉으로가 아니
라 마음속 깊이 느끼려고
노력한다.

.653 .197 .465

05 고객에 표현하는 감정
과 속마음을 일치하기 위
해 실제감정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594 .238 .409

01. 고객을 대하면서 느끼
는 실제감정을 표현하기
꺼린다.

.079 .789 .629

02. 실제느끼는 실제감정을
표현하기를 꺼린다.

.036 .769 .593

03. 상황에 따라 내가 느낀
실제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006 .723 .523

04. 고객을 대하면서 느끼
는 속마음은 내 실제감정
과 차이가 있다.

-.030 .703 .495

05. 일할 때 내가 느끼는
기분과는 다름감정을 나타
내야할 때가 있다.

.272 .690 .551

고유치 2.840 2.780

분산(%) 28.400 27.803

누적(%) 28.400 56.204

신뢰도 .804 .789

KMO=.802, χ²=851.299,(df=45, p<.001)

3.3.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김의영, 이준우, 최봉암[40]이 민간

경비원을 대상으로 개발한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문항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척

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내재적/구조적) 하위

요인에 전체 16문항에 5점 척도의 반응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시큐리티 요원의 직무스트

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적용

하기 위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타당도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공통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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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직교회전 방식의 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특히 요인별 문항 선정은 .40이상의 부하량을 지닌 문

항만 선정하였다. 그러나 2개 문항을 제외한 <표 3>

와 같이 시큐리티 요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요

인별 문항 부하량(내재적: .587-.794, 구조적: .647-.86

9) 및 공통치(.407-.761)의 기준치에 만족하였고 54.69

5%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Bartlett의 단위행렬 검

증에서 χ²검증은 460.604(p<.001)로 유의한 차이를, K

MO 표본의 적합성에서도 .885로 나타났고 내적일관

성계수가 .794-.885로 비교적 높아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질문지임을 확인되었다.

<표 3> 직무스트레스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문항 내재적 구조적 공통치

01. 시큐리티 요원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794 .156 .655

02. 보안업무와 서비스제
공이 혼란스럽다.

.768 .156 .614

03. 직무수행 시 고객의
협조가 부족하다.

.759 .151 .599

04. 나의 일에 대한 성취
감이 부족하다

.729 .188 .567

05. 직무수행시 고객의
요구에 한계를 느낀다.

.687 .193 .509

06. 일에 대한 성취감이
부족하다.

.682 .183 .499

07. 급여수준에 문제가
있다.

.672 .040 .453

08. 능력을 개발할 시간
이 부족하다.

.667 .203 .486

09. 직장의 미래가 불투
명하다.

.608 .267 .441

10. 업무에 대한 험담을
듣는다.

.587 .250 .407

01. 고객의 욕구를 회사
에 전하려 노력한다.

.077 .869 .761

02.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096 .792 .636

03. 고객의 불평에 신속
하게 대처하려 노력한다.

.259 .760 .645

04. 고객의 만족에 대한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
다.

.250 .647 .481

고유치 5.021 2.636

분산(%) 35.867 18.828

누적(%) 35.867 54.695

신뢰도 .892 .794

KMO=.885, χ²=1686.894(df=91, p<.001)

3.3.3 고객지향성

고객지향성은 Saxe와 Weitz[41]의 SOCO 척도를

기초로 이애주와 이상근[42], 장윤선[43], 김의영 등[4

4]이 대상자에 맞게 적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는 2개(욕

구충족 4문항, 욕구평가 2문항) 하위요인에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첨 척도의 응답반응 형태를 보였다.

<표 4> 고객지향성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문항
욕구
충족

욕구
평가

공통
치

01. 고객의 질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대답하려 노력한
다.

.825 .083 .688

02. 고객의 욕구가 무엇인
지 알기 위해 노력한다.

.809 .189 .690

03. 고객과 그들의 욕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려 노력
한다.

.725 .371 .663

04.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
공하려는 노력을 한다.

.671 .041 .452

01. 고객의 불평에 신속하
게 대처하려 노력한다.

.017 .883 .780

02. 고객의 만족에 대한 평
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295 .769 .678

고유치 2.398 1.553

분산(%) 39.961 25.884

누적(%) 39.961 65.846

신뢰도 .854 .845

KMO=.758, χ²=460.604(df=15, p<.001)

그러나 고객지향성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기 위

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4>

처럼 요인 부하량(욕구충족: .671-.825. 욕구평가:.769

-.883) 및 공통치(.452-.780)의 기준치는 만족하였고 6

5.846%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Bartlett의 χ²검증은

460.604(p<.001)로 유의한 차이를, KMO 표본의 적합

성도 .758로 나타났고 내적일관성계수가 .845-.854로

고객지향성 척도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질

문지임을 검증하였다.

3.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19.0과 AMOS 17.0 통계 프

로그램을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하였다. 이때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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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법은 기술통계를,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이다. 구체적으로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적용하였으며, 조사도

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

nbach'α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구조방정식에는 정상분포의 기본가정을 위해 첨도

와 왜도, Pearson의 상관분석 그리고 측정모형의 타

당성을 규명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때 집중타당성의 평균분산추출(AVE)은 표준화 요

인부하량을 제곱한 평균치로 산출하였다. 이때 사용된

추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i=측정변수

n=측정변수의 수

λ=i번째 측정변수의 표준화 요인부하량

시큐리티 요원의 감정노동 수준에 따라 직무스트레

스와 고객지향성의 관계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경로계수로 추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집단 간 경로계

수 비교는 측정동일성 제약과 집단 간 등가제약의 일

련 과정을 거쳤다. 측정 동일성 제약은 연구 모형에서

집단별 반응 결과가 동일한지를 검증한 후, 일련의 회

귀계수에 대해 제약을 가한 다음 각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존재 여부를 검증하는 집단 간 등가

제약을 실시하였다[45] [46].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구조방정식 기본가정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사용되는 각 변인(직무스트레

스, 고객지향성)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47] 왜도(<2)와

첨도(<4)를 고려한 정상분포를 확인하였다. <표 5>처

럼 첨도(-.182-.312)와 왜도(-.438-.208)가 기준치 범

위에 있어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

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리고 <표 6>의 상관

관계 분석결과에 의해 다중공선성(<.70)을 확인한 결

과, -.250에서 .544까지 나타나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48].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직무
스트레스

직무내재 2.87 .63 -.241 .312

직무구조 2.49 .69 .203 -.026

고객지향성
욕구충족 3.66 .60 .208 -.182

욕구평가 3.57 .83 -.438 .247

<표 5> 변인별 기술통계(n=275)

<표 6> 변인별 상관관계(n=275)

직무

내재

직무

구조

욕구

충족

욕구

평가

직무스트레스
직무내재 1.00

직무구조 .544** 1.00

고객지향성
욕구충족 -.250** -.147* 1.00

욕구평가 .091 -.009 .38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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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구인과 측정변수 간의 일치성 정도에 대한

축정모형의 타당성 평가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해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결

과는 <표 7>과 같다.

우선, 두 척도의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기준치에

만족되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자료로 적합하

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경로계수를 통해 집중

타당성 검증은 표준 요인부하량의 제곱 평균에 의한

평균분산추출값(AVE)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6>처럼 두 척도의 AVE 값은 기준치인 .5이상을 보여

집중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판별타당성은 상관제곱 대비 AVE 비교를 통해 확인

한 결과, AVE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판별타

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스트레

스 척도와 고객지향성 척도의 하위요인이 다른 구인

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구

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 자료에는 문제가 없는 것

으로 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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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AVE r r2

직무내조 ↔ 직무구조
직무내조: .75
직무구조: .69

.544 .296

욕구충족 ↔ 욕구평가
욕구충족: .71
욕구평가: .81

.381 .145

<표 7>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집중타당성과

법칙타당성 검증결과

4.2 시큐리티 요원의 직무스트레스와 고객지

향성의 관계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영향력

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이 적절

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모형을 규명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1.30에서 1.92로 모두 <.001수준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합도 지수가 (x2=

3.706(p<.05), TLI=.965, CFI=.994, RMSEA=.06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고객지향성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들은 모두 타

당하게 구성되었음이 검증되었다.

(그림 2) 측정모형 검증

이러한 측정모형 검증 결과를 토대로 시큐리티요원

의 직무스트레스와 고객지향의 관계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홍세희[49]가 제시한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비

교하였다. 그 결과, <표 8>과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

도(CFI=.984, TLI=.903, RMSEA=.059) 지수가 기준치

에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모형에 타당함

을 규명하였다.

모수 CFI TLI RMSEA

연구모형 .984 .903 .059

기준치 ≥.90 ≥.90 ≤.08

<표 8> 연구모형의 적합도

이를 토대로 시큐리티 요원의 직무스트레스와 고객

지향의 관계 모형에 대한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표 9>과 같이 경로계수 결과, -.457(p<.001)로 나타

났다. 시큐리티 요원의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지면 고객

지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계수 표준오차 C.R.

직무스트레스 ⇛

고객지향

-.457***

(-.024)
.103 -4.439

( ) : 표준화계수, ***p<.001

<표 9> 직무스트레스와 고객지향의 관계에 대한

경로계수

4.3 시큐리티 요원의 감정노동 수준에 따른 직

무스트레스와 고객지향성의 관계

시큐리티 요원의 감정노동 수준에 따라 직무스트레

스와 고객지향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집단 간

비교를 하였다. 즉 시큐리티 요원의 감정노동 수준에

따른 집단별 경로계수가 동일한지를 검증하였다. Byr

ne[45]는 집단 간 비교가 교차타당성을 적용한 분석기

법이기 때문에 집단별 경로계수를 확인하기 위해 측

정 동일성 제약과 집단 간 등가제약 과정을 통해 규

명하였다[46]. 먼저, 측정 동일성 제약 모형인 잠재변

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

로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적합도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x2=108.893(p<.001), TLI=.

914, CFI=.971, RMSEA=.067) 모수 추정치는 <표 9>

와 같다. 감정노동 수준이 낮은 집단(-.263)이 직무스

트레스와 고객지향성에 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간에 교차타당성이 존재한

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교차타당성이 성립되면

집단 간의 회귀계수가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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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높은 집단 낮은 집단

직무스트레스 ⇛

고객지향성
-.153**(.113) -.263**(.228)

( ) : 표준화계수, **p<.01

<표 10> 측정 동일성 제약 모형에 대한 모수치

경로계수

이러한 측정 동일성 제약 모형을 통해 집단 간 등

가제약 모형을 분석하였다. 집단 간 등가제약 모형은

집단 간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경로계수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서 존재하는 경로계수에 동

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가하지 않은 모형을 카이제

곱 차이(△x2)를 통해 집단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모수 x2 CFI TLI RMSEA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108.893*** .971 .914 .067

집단 간

등가제약모형
101.205** .968 .913 .066

측정동일성 제약모형의 x2 - 집단 간 등가제약모형의 x2

= 3.891, p<.05

**p<.01, ***p<.001

<표 11> 모형의 감정노동 수준별 모수 추정치(동일성

제약 모형)

<표 11>과 같은 분석결과에 의하면, 두 모형에 대

한 적합도 지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스트레스와 고객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에 대한 동일성 제약에서 카이제곱 차이(△x2=3.891,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모수치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시큐리티 요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낮은 집단이 직무스트레스와 고객지향성의 관

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5. 논 의

오늘날 서비스기업들은 종사원들이 조직에 몰입되

지 못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논리로 내부고

객인 종사원의 만족이 조직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

로 인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경영 마인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50].

그러나 시큐리티 요원은 경찰과 다소 차이가 있겠

으나 범죄현장, 인명사고, 재해 등과 같은 위기 상황

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이며, 불규칙한 근무

환경과 한번의 실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높

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40].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는 고객지향성에 부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7][38][39]).

그러므로 종사원의 만족감이 사업성패에 결정적인 역

할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기업의 경우 종사원의 직무

만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51]. 이는 외부고객

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접점 종사원들을 만족시켜 그

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를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시큐리티 요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고객지향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완범, 이수창[52]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특성요인, 조직 내 역할요

인, 조직분위기 요인 모두 고객지향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강현임[38]의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고객지향성

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박웅열, 남기민[39]

의 사회복지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할

갈등, 교육 및 훈련부족,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모두 고객지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시큐리티 요원의 직무스트레

스가 증가할수록 고객지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시큐

리티 요원은 책임감과 긴장감이 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과 상이한 직무형태, 상사의 적절치 못한 업

무처리 또는 지나친 간섭 등으로 발생되는 높은 수준

의 직무스트레스가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큐리티 기업에서는 종사원들의 근무환경

을 개선하고 급여 및 복지개선 등을 통하여 이직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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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춰 근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구

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부드럽게 이루러질 수 있도

록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큐리티 요원을 감정노동이 높은 수준의 집

단과 낮은 수준의 집단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감정노

동 수준이 낮은 집단이 직무스트레스와 고객지향성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노동의 하위변인 중 고객과의 접촉에서 나뿐 감

정에도 불구하고 웃고 미소를 띠는 표면행위 보다 본

인 스스로 긍정적으로 감정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내면적인 행위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것은

헤어분야 종사자들이 감정의 부조화가 심할수록 스트

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감정표현의 주의성과 감정

표현의 빈도가 높을수록 고객지향성이 높고, 스트레스

가 적을수록 고객지향성이 높다고 보고한 정숙희, 심

선녀[53]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허정행[54]은 감정노동이 시큐리티 요원들에

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이윤창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직무의 구성요소로

평가받지 못하고 임금 및 노동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

어 시큐리티 요원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쳐 직무

스트레스는 물론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이렇듯,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시큐리티 요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에서 원하는 형태로

본인의 감정표현을 할 수 있을 경우에 직무만족도가

향상되고 나아가 고객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지향성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시큐리티 기업에서는 종사원들

의 감정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종사원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여 근무환경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시큐리티 요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낮아야 근무 중에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고객지향적 이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큐

리티 기업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

여 종사원들의 표면행위를 자제하고 내면행위가 발휘

될 수 있도록 서비스 교육훈련과 감정조절 훈련을 통

하여 종사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고객지향적인 기

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 및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시큐리티 요원의 직무스트레스가 낮

아지면 고객지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

큐리티 요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되는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고객이 요구에 긍정적으로 응하려는 태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둘째, 시큐리티 요원의 감

정노동 수준이 낮은 집단이 직무스트레스와 고객지향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큐

리티 요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낮을수록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고, 낮은 감정노동 수준은 고

객지향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시큐리티 산업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정

보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면접과 관찰 등의 질

적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전·충

남지역에 소재한 시큐리티회사의 종사자들을 대상으

로 하였기에 일반화하는데 제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전국적 표본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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