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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집행현장에서 수행되는 감정노동이 일선 사
회서비스 근로자들의 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들의 감정노
동에 작용하는 특유의 맥락으로서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를 실증분
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7대 사회서비스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활
동지원서비스에 근무하는 활동보조인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감정노동, 역할모호성, 서비스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 경기, 대전에 소재한 8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활동보조인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145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으
로는 96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탐색적 요
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을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의 분석은 전체 네 가지 분석모형에 따라 수행하였다. 첫 번
째 모형은 감정노동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서 감정적 부조화와 감
정표현의 빈도가 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모형은 역할모호성과 서비스행동의 비선형관계 여부를 검증하였다.
세 번째 모형은 프로빗모형을 통해 고객지향성에 따라 역할모호성
인식(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네 번째 모형은 감정적
부조화와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
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의 감정노동은 그들의 서비스 행동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함께 작용하였다. 감정노동
의 일차적 결과로서 감정적 부조화는 서비스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감정표현의 빈도는 서비스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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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부조화를 줄이는 것이 감정노동 관리의 중
요쟁점이 됨을 의미한다.
둘째, 인지된 역할모호성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는 극소점이 존재
하는 U형의 비선형 관계로 나타났다. 이 관계는 역할모호성이 증가
함에 따라 서비스 행동의 수준은 감소하는 첫 번째 국면과 역할모
호성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행동의 수준이 증가하는 두 번째 국
면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선형증가의 두 번째 국면은 서비스 근로
자들이 역할모호성에 적응행동(coping behavior)으로 대응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가 된다.
셋째, 역할모호성의 인식은 서비스 근로자의 고객지향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근로자의 고객지향성이 높을
수록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지 않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들은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화(personalization)를
추구하는지 혹은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동일
하게 주어진 과업상황에서의 역할모호성을 달리 평가하였다.
넷째, 역할모호성은 감정적 부조화와 서비스 행동의 관계를 유의
하게 조절하였다. 조절효과의 양상은 서비스 근로자들의 인지된 역
할모호성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근로자들에게서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는 감정적
부조화의 부정적 영향을 미약하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반면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다고 평가하는 근로자들에게서 역할모호
성의 조절효과는 감정적 부조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당부분 상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절효과의 차이는 두 집단이 갖고 있
는 고객지향성과 적응행동의 양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일선 서비스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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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정노동과 서비스 행동을 분석한 상향식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의 연구이며, 기존의 감정노동 이론에 더하여 사회서비스
에서 수행되는 감정노동에는 역할모호성이라는 특유의 맥락이 있음
을 밝힌다는 이론적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로서 개
별 근로자의 고객지향성에 따라 ‘모호한 감정노동’에 대한 대응이 달
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감정노동의 관리(통제)수단으로서 고객지향
성의 활용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요어: 감정노동, 역할모호성, 서비스행동,
고객지향성, 적응행동
학 번: 2010-30695

- III -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식과 연구문제 ············································1
제2절. 연구대상과 유의성 ················································7
제3절. 본 연구의 의의 ······················································9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11
제1절. 감정노동(Emotional Labor) ······························11
1. 감정노동의 개념 ···········································································11
2. 사회서비스에서 감정노동의 특수성 ·········································14
3. 감정노동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 ···············································20
1)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이론 ·······················································20
2)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이론 ·······················································24

제2절.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 ····························27
1. 역할모호성의 개념과 실제 ·························································27
1) 역할모호성의 개념정의 ···························································27
2) 사회서비스 현장에서의 역할모호성 ·····································28
2. 역할모호성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 ···········································30
1) 선형관계에 대한 연구 ·····························································30
2) 비선형관계에 대한 연구 ·························································32
- IV -

3) 개인 간(between-subject) 비교를 위한 수정모형 ············33
4) 역할모호성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 고객지향성 ················36

제3절.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 ······································41
1. 역할내재화이론 ·············································································41
2. 능동적 행위자로서 개인과 적응행동의 고려 ·························42

제3장. 연구설계 ··············································45
제1절. 연구문제와 개념적 분석틀 ································45
제2절. 연구가설의 진술 ··················································47
1. 감정노동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 ···············································47
2. 역할모호성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 ···········································48
3. 역할모호성의 인식기제: 고객지향성의 차이 ··························49
4.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 ·······························································50

제3절. 자료의 수집절차 ··················································52
제4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문항의 개발 ······················54
1. 종속변수: 서비스 행동 ································································54
2. 감정노동 ·························································································55
3. 역할모호성 ·····················································································57
4. 고객지향성 ·····················································································57
5. 통제변수 ·························································································58
- V -

제4장. 분석 결과 ············································60

제1절. 예비조사(Pilot Study) ········································60
1. 면접조사 ·························································································60
2. 예비 설문조사와 탐색적 요인분석(EFA) ································64
1) 예비 설문조사의 개요 ·····························································64
2) 탐색적 요인분석(EFA)의 결과 ·············································66

제2절. 본 설문조사와 요인분석 ····································70
1. 표본집단 ·························································································70
2. 탐색적 요인분석(EFA) ································································71
1) 서비스행동 ·················································································72
2) 감정노동 ·····················································································72
3) 역할모호성 ·················································································74
4) 고객지향성 ·················································································75
5) 이용자와의 관계 ·······································································75
6) 탐색적 요인분석(EFA)의 결과요약 ·····································76
3. 확인적 요인분석(CFA) ································································77

제3절. 기술분석 ································································82
1. 기술통계량과 연속형 변수의 정규성(normality) 검토 ·········82
2. 표본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83
3. 상관관계 분석 ···············································································87

제4절. 감정노동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 ······················88
1. 분석모형의 설계 ···········································································88
2. 분석결과 ·························································································89
- VI -

제5절.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 분석 ····························91
1. 역할모호성과 서비스행동의 관계 ·············································91
1) 분석모형의 설계 ·······································································91
2) 분석결과 ·····················································································92
2. 역할모호성 인식의 결정요인 ·····················································96
1) 분석모형의 설계 ·······································································96
2) 분석결과 ·····················································································97
3.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 ·······························································99
1) 분석모형의 설계 ·······································································99
2) 분석결과 ···················································································101

제5장. 결 론 ·················································10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06
제2절.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정책제언 ··············110
1. 이론적 함의 ·················································································110
2. 정책제언 ·······················································································113
1) 관리수단으로서 고객지향성 ·················································114
2) 이용자 인식전환 ·····································································116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18
참고문헌 ···········································································119
Abstract ···········································································130
- VII -

<표 차례>
[표 1] 다산콜센터의 감정노동 규칙 ···················································16
[표 2] 상습폭언이나 욕설, 성희롱 등에 대한 상담사의 3단계 대응
스크립트 ·······················································································17
[표 3] 감정적 부조화의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들 ···························21
[표 4] 고객지향성에 따른 개인의 특성 비교 ···································40
[표 5] 인지된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에서 관찰가능한 관계 ·······44
[표 6] 가설 4의 정리: 인지된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에서 관찰가
능한 관계 ····················································································51
[표 7] 기관별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단위: 부) ·······················53
[표 8] 서비스행동(Service Delivery)의 설문문항 ···························54
[표 9]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의 설문문항 ·······························56
[표 10]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의 설문문항 ··························57
[표 11] 고객지향성의 설문문항 ···························································58
[표 12] 이용자와의 관계의 설문문항 ···············································58
[표 13] 예비면접조사의 대상자 ···························································60
[표 14] 예비설문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 ···········································64
[표 15] 예비설문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64
[표 16] 예비설문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임금 분포 ···························65
[표 17] 예비설문조사대상자의 종사경력별 분포 ·····························65
[표 18] 서비스행동의 구성요인 ·························································66
[표 19] 감정노동의 구성요인 ·····························································67
[표 20] 역할모호성의 구성요인 ·························································68
[표 21] 고객지향성의 구성요인 ·························································68
[표 22] 이용자와의 관계의 구성요인 ···············································69
- VIII -

[표 23] 기관별 설문조사 현황(단위: 부) ···········································70
[표 24] 요인분석의 적합성 검정 결과 ·············································71
[표 25] 서비스행동의 구성요인 ·························································72
[표 26] 감정노동의 구성요인 ·····························································73
[표 27] 역할모호성의 구성요인 ···························································74
[표 28] 고객지향성의 구성요인 ·························································75
[표 29] 이용자와의 관계의 구성요인 ·················································75
[표 30]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76
[표 31] 측정모형의 적합도 판단기준 ·················································78
[표 32]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 ·············································78
[표 33]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79
[표 34] 연속형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82
[표 35] 성별 분포 ···················································································84
[표 36] 연령별 분포 ···············································································84
[표 37] 종사경력별 분포 ·····································································84
[표 38] 월평균 임금 분포 ·····································································85
[표 39] 담당 이용자의 장애유형별 분포(중복응답) ························85
[표 40] 전반적 직무만족도 ·································································86
[표 41]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86
[표 42] 상관관계 분석 ···········································································87
[표 43] 감정노동과 서비스행동의 관계(OLS, FE model) ·············90
[표 44] 역할모호성과 서비스행동의 관계(FE model) ····················93
[표 45] 역할모호성 반응기제로서 개인화 지향(Probit model) ····98
[표 46]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 분석 ···············································102
[표 47] 본 연구의 가설 채택 여부 ···················································109
[표 48]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이용자교육의 개요(예) ········117
- IX -

<그림 차례>
[그림 1] 감정적 부조화-소진-서비스행동의 관계 ··························23
[그림 2] 안면의 근육과 혈관 분포 ·····················································26
[그림 3] 일반적응증후군이론에 따른 역할모호성 반응 패턴 ·······33
[그림 4] 인지된 역할모호성과 성과(서비스행동)의 가설적 관계 35
[그림 5] 역할내재화이론에 따른 조절효과모형 ·······························42
[그림 6] 개념적 분석틀 ·········································································46
[그림 7] 가설 2의 관계 ·········································································48
[그림 8] 확인적 요인분석(공분산모형) ··············································79
[그림 9] 감정노동과 서비스행동의 관계 ···········································89
[그림 10] 인지된 역할모호성과 서비스행동의 관계 ·······················94
[그림 11] 인지된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 ·······································103

- X -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식과 연구문제
품질관리(quality control)는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의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품질관리의 지향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서비스를 누림으로써 그들의 삶과 행
복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에 있다. 우리 법1)은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에서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2), 호주3) 등
영연방국가들에서도 구체화된 품질관리체계의 모습이 발견된다.
우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전자바우처(e-voucher)를 매개로
하는 준시장(quasi-market)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이용
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를 둘러싼 공급자간 경쟁환
경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의 추가적 개입 없이도 지속적인 품질향상
과 혁신이 가능하다는 이론적 논리 위에 서 있다(Seldon, 1996;
Salamon, 2002; 유한욱, 2006; 정광호, 2006, 2007).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역시 이러한 접근방식을 따라 이용자의
1) 우리는 2010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의 품질관리
의무를 정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
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제1항).”
2) 영국은 2008년 보건사회서비스법(Health and Social Care Act 2008)을 근거로 재가
돌봄, 보건의료, 재활, 정신건강 등 돌봄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
였다. 돌봄서비스 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는 서비스 품질을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규제위원회로서 일선 제공기관들의 품질등급을 다섯 가지의 요
소로 구분하여 공개한다(http://www.cqc.org.uk/, 검색일: 2014.12.01.)
3) 호주는 1986년 장애인돌봄법에서 관계 장관이 서비스 표준(service standards)을 정
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작성해야 함
을 명시하였다(Disability Service Act 1986, Part I-5A). 실제 이러한 내용을 호주
사회서비스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
/disability-and-carers/standards-and-quality-assurance, 검색일: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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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행사 또는 공급기관간 경쟁환경에 결부된 제약요인을 분석
하고 처방을 제시하는데 집중되었다(김인, 2009, 2010; 김민영·백승
주·금현섭, 2012).
그러나 품질관리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이 갖는 한계 중 하나는
서비스 전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선 서비스근로자들의 행태에
대한 미시적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바우처와 준시장이론은 서
비스 이용자와 공급기관, 바꿔 말하면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시장의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전달현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
전달현장을 움직이고 있는 서비스 근로자들의 행태, 그리고 공급기
관 수준에서 이들이 어떻게 관리(management)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누락되어 있다.
일선집행현장은 정책결정가의 예상에 따라 순조롭게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것이 집행이론가들의 지적이다(Pressman and Wildavsky,
1984). 우리의 준시장 시스템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
하고 공급기관간의 완전경쟁을 구현한다 할지라도, 일선 서비스근로
자들에 의한 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비스 품
질관리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은 요원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서
비스 품질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집행현장으로부터 문제
를 찾는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이 보완적 시각으로서 중
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일선 제공기관과 근로자들
로부터 연구문제를 찾았다.
본 연구는 집행현장의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특히 서비스 근로자
들의 감정노동(emotional labor)에 주목하였다. 감정노동은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 업종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것은 고
객(이용자)에게 표현할 감정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서비스 근로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행위이며, 그것이 스스로의 자
발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닌 조직의 이윤이라는 수단적 차원
- 2 -

에서 행해진다는 것에 그 차별성이 있는 개념이다(Hochschild, 1983).
사회서비스 전달현장에서 감정노동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에는 감
정노동에 대한 높아진 기대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응능력
의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사
회서비스에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고,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일로부터 보람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는 많은 돈과 노력이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고 있다. 그러한 감정
노동에서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큰 원인 중 하나는 감정노동이
정부나 제공기관이 관리해야 할 문제가 아닌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재량껏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에서 감정노동에 대한 높은 기대는 크게 두 가지 원인
이 기인한다. 첫째,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흐름에
따라 민간의 관리기법을 공공영역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객만족’
과 같은 시민(이용자)를 중심에 두는 가치관이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전 분야에 확산되었다(Bolton, 2002). 둘째, 이용자 선택
을 중심에 두는 현재의 바우처제도에서 제공기관들은 이용자를 유
치하기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약속하게 되었다. 이러
한 공급기관들의 ‘이용자 기대 부풀리기’가 서비스 근로자들에게 기
대되는 감정노동 강도를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한편 감정노동에 대한 높아진 기대에 비해 사회서비스 일선현장에
서 감정노동에 대한 채비는 많이 부족하다. 주로 40~50대의 경력단
절여성들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은 감정노동과 관련한 어떠
한 체계적 훈련이나 준비 없이 서비스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콜센
터 응답원이나 항공기 종사자가 체계적인 감정노동 지침을 갖고 업
무에 임하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현상이다. 사회서비스 근로자들
의 감정노동은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management)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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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임기응변식 대처에 의존하고 있다. 감정
노동의 책임이 서비스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지면서, 근로자들은
감정노동의 수행으로부터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여파
는 이용자가 제공받을 서비스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 근로자 개인의 관리되지 않은 감정작용에 의
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실패하고 있
다는 것과 동일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첫 번째 연구문제를 도출
하였다. 현재 사회서비스 집행현장에는 감정노동에 대한 고양된 기
대와 함께 그 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대응능력의 격차가 있
다. 그러한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감정노동
이 관리(management)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해결해야 할
개인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서비스 근로자들
은 감정노동으로부터 큰 스트레스 경험하게 되며 이것은 궁극적으
로 그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한 서비스 근로자 개인의 감정작용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이 좌우
된다는 점에서 서비스 품질의 예측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의 문제이기
도 하다.
연구문제 1: 사회서비스 일선 근로자들의 감정노동은 그들의 서비스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편, 사회서비스는 돌봄노동(caring labor)의 하나로서 일반적인
서비스와는 감정노동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돌봄노동으로서 사
회서비스가 갖는 특수성은 이것이 ‘관계지향적 서비스(노동)’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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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돌봄(caring)을 제공하는 실질적 업무(practical task)에 못지않
게, 서비스 근로자와 이용자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 것이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특징이다. 사회서비스에서 요구
되는 감정노동은 항공기 승무원과 같이 ‘규격화된 친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관계(relationship)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때로 매우 모호하고 까다로운 감
정적 작업(emotional task)이 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콜센터 종사자나 항공기 승무원 등 일반적인
서비스 근로자들은 고객과 단기간에 걸친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미
리 만들어진 서비스 스크립트(service script)에 따라 감정노동을 수
행한다. 기존의 감정노동 연구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서비스 근로자
들은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이들의 감정노동에서 어려움(스트레스)
을 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조직에 의해 통제당한다는 사실
그 자체이거나(Hochschild, 1983), 미리 구상했던 고객응대상황에서
벗어나는 부정적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이다(Goldberg and Grandey,
2007).
반면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은 관계(relationship)가 중심이 되는 모
호한 성격의 감정노동을 한다. 이들은 이용자와 장기간에 걸쳐 공식
적 거래관계 이상의 사적관계를 발전시키며, 일정한 서비스 표준이
나 루틴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재량에 따라 감정노동을 한다. 이용자
의 돌봄 욕구와 성향, 구체적 맥락, 서비스 근로자와 이용자의 관계
에 따라 ‘좋은 서비스’가 뜻하는 바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에서는 감정노동의 표현규칙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서비스에서는 기존의 감정노동
이론과 연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며, 이러한 ‘모호한
감정노동’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론적 도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이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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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하였다(Kahn et al., 1964).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회서비스
에서의 감정노동은 그 역할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한 일이라
할 수 있다. Kahn et al.(1964)는 개인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해 필요한 역할정보의 모호성을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으로
정의하는데, 사회서비스는 ‘역할모호성이 만연한 감정노동’의 하나라
고 정의할 수 있다.
역할모호성의 개념이 감정노동 연구에 부가되었을 때의 이론적 쟁
점은 역할모호성에 직면한 개인의 반응(response)이 감정노동과 서
비스 행동의 기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노동
과 관련한 모호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회서비스에서의
감정노동은 의식적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
는 일이 되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 아무런 역할지침이 없는 모호
성 짙은 일이 될 수 있다(최희경, 2011). 즉 사회서비스에서는 감정
노동에 내재한 역할모호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기존의 감정노동이론에 역할모호성을 접합하
는 탐색적 차원에서 도출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감정노동은 역할
모호성의 맥락 위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서비스와 차별적
속성을 가지며, 서비스 근로자 개인이 이러한 모호성에 어떻게 대처
하는지에 따라 감정노동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가 변화할 것이다.
연구문제 2: 감정노동과 서비스행동의 관계는 역할모호성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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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대상과 유의성
본 연구는 7대 사회서비스 중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종사하
는 서비스 근로자(이하 ‘활동보조인’)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는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53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등록되어 있고, 이들을 지원하는 51만명의 활동보
조인들이 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은 한해에만 약 5천
억원에 달해 사회서비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4).
활동보조인들은 장애인 이용자의 가정,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공
간을 배경으로 이용자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support)5)을 제공하는
것을 공식적인 직무로 한다. 그 외의 구체적인 것은 제공기관, 이용
자와의 협상을 통해 암묵적으로 합의된다. 이들은 지역 내 제공기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과 1년 단위로 고용계약
을 맺고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연구대상으로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활동보조인들의 유의성은
그들이 ‘모호한 감정노동’이라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잘 반영한다
는 것에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인과 서비스 이용자
가 장기간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운데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돌봄노동 특유의 관계적 속성이 두드러지며(Held, 2006; 김송이, 2012),
그로부터 특정화할 수 없는 모호한 내용의 감정노동이 상시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신체의 만성적인 불편과 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
때문에 이용자들은 대체로 감정변화가 심하고 표현도 격한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들은 부정적 감정을 인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
4) 자료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웹페이지(검색일자: 2014.12.07.)
5) 활동보조인들이 지원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②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③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④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관련 자격증 취득 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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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하는 것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요구되는 감정노동의
주된 내용이다(김송이, 2012; 활동보조인 자체 인터뷰 내용).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뚜렷하게 정의되기 보다는 ‘자립지원’이라
는 모호한 경계 속에 있다는 점은 활동보조인들의 직무수행과정에
서 어려움을 겪는 대목이다(활동보조인 자체 인터뷰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보조인들이 감정노동으로부터 소진, 이
직의사의 표명, 이용자와의 갈등과 같은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실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 역시 활동보조인들을 연구대상을 선정
하는데 있어 고려되었다(이웅·김동기, 2011; 김민주·손제희, 2014; 김문
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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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본 연구의 의의
첫째, 본 연구는 상향적 집행이론(bottom-up approach)의 관점에
서 사회서비스 전달현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
한 선행연구들은 바우처(voucher), 준시장이론(quasi-market theory)
등 주로 하향적 접근방식(top-down approach)을 취했다. 그러나 사
회서비스 집행현장은 바우처와 준시장이론이 가정하는 것과 같은
합리성과 경제적 유인의 세계가 아니라, 감정과 이타적 동기가 함께
어우러져 움직이는 곳이다. 기존의 바우처와 준시장이론에 근거한
하향식 접근방식은 그것이 취한 가정들로 인해 볼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문제에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현장으로부터 문제를
찾고, 현장의 작동원리를 분석하려는 본 연구의 상향적 접근방식은
기존의 연구가 보지 못했던 현장의 실질적 문제를 조명한다는 점에
서 이론적·정책적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에서 수행되는 감정노동에 작용하는
특유의 맥락으로서 ‘역할모호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기존의 감정노
동이론과 연구는 감정노동의 표현규칙과 감시(monitoring)가 작동하
는 일반적인 감정노동 상황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에서는
이러한 감정노동의 일상적인 관리(management)가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그것이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기존의 감정노
동 이론은 사회서비스 감정노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사회서비스의 감정노동자에게는 기존의 감정노동 이론에 더불어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의 개념이 중요한 맥락으로서 고려되어
야 한다. 본 연구는 ‘모호한 감정노동’을 사회서비스에서 수행되는
감정노동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감정노동에 내재한 모호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사회서비스 품질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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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셋째, 기존의 감정노동 연구가 개인을 피동적 존재(passive victims)
로 묘사한데 반해, 본 연구는 역할모호성의 개념을 고려함으로써 감
정노동 상황에 적응하는 능동적 개인(active agents)의 가정을 이론
에 도입하였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자극-반응(S-R)’의 도식과 유사한
설명을 한 선행연구는 이론적으로 간명하지만, 인간이 주어진 상황
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비현실적 모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Kahn et al.(1964)의 역할이론을 감정노동 상황에 적용
함으로써 ‘모호한 감정노동’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근로자
의 적응행동(coping behavior)을 가정하였다.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은
모호한 감정노동의 상황에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
행동을 통해 모호성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며, 적응행동의 양태에
따라 감정적 부조화의 부정적 효과가 조절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역할모호성의 인식, 감정노동 상황에서의 대응과
관련하여 서비스 근로자들의 ‘고객지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밝히고자 한다. 고객지향성은 서비스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에
임함에 있어 미리 전제된 성향·태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크게는
이용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는 ‘개인화(personalization)’지향과 이용자와 관계를 형성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자신의 직무를 구조화하고 그것에 집중함
으로써 효율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표준화(standardization)’
지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개념으로부터 서비스 근
로자들의 역할모호성 인식과 적응행동(coping behavior)의 양태를
분석하려고 한다.
- 10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감정노동(Emotional Labor)
1. 감정노동의 개념
Hochschild(1983)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감정노동을 정의하였다.
정의방식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노동의 개념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개념논의들을 두루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
는 감정노동의 개념요소를 아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감정노동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작업장에서 표현
되는 개인의 감정이 더 이상 사적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이것은 개인이 일터에서 표현되는 자신의 감정표현에 대
한 통제권을 상실함을 의미한다. Hochschild(1983)는 이를 두고 개인
이 감정표현이 ‘사적인 삶(private life)’에서 ‘공적인 삶(public life)’
의 일부로 전환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문화와 규범의 테두리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규제한
다. 장례식장에서 애도를 표현하고, 결혼식장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의 규제행위들이다.
일터에서도 고객에게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감정표현 행위는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자발적인 규율에 따른
행동이다. 즉 사적인 삶에서의 감정규제는 개인의 자율성(autonomy)
이 전제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감정노동의 개념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표현이 상업적 목적
(commercial use)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수단)로 전락하였으며, 동
시에 그 통제권을 조직으로 넘겨주었다는데 있다(Hochschild,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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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감정이 조직의 생존과 이윤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자원의 하
나가 되면서6), 작업장에서 인간의 감정은 조직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7). Hochschild(1983)는 감정노동을 ‘공적인 표정과
몸짓을 만들어 내기 위한 감정의 관리’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혹
실드(Hochschild)가 ‘공적인(publicly)’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개
인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이 개인에서 조직으로, 다시 말해 사적인
범주에서 공적인 범주로 옮겨갔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I use the term emotional labor to mean the management of feeling to create a
publicly observable facial and bodily display”
- Hochschild(1983). p.7

둘째, 감정노동의 국면에서는 개인의 감정표현과 관련한 ‘규범적
기대(normative expectation)’가 존재한다(Ashforth and Humphrey,
1993; Rafaeli and Sutton, 1989; Van Maanen and Kunda, 1989). 감
정노동의 문헌은 이러한 규범적 기대를 ‘표현규칙(display rule)’으로
통칭하는데(Ekman, 1973), 이것은 개인이 표현해야 할 감정의 범위,
강도, 유형 등 감정노동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강의
지침이 된다. 조직의 목표에 따라, 직무의 특성에 따라 표현규칙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감정표현을 규정하는 잣대
가 개인의 감정표현에 있어 기준으로 주어진다는 점은 모든 감정노
동의 맥락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6) Hochschild(1983)의 관찰에 따르면, 미국 항공산업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더 이상 가
격경쟁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항공사간 경쟁이 서비스 품질을 통한 경쟁으로 옮겨갔
다고 한다. 승무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요구가 강화된 것으로 이 시기에 맞물려 있
다.
7) Hochschild(1983)는 19세기 영국의 공장에서 착취당하던 아동과 21세기의 항공기 승
무원이 각각 자신의 신체 또는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고용주(관리자)에게 넘겨주었
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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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forth and Humphrey(1993)의 정의는 이러한 감정노동의 규범적
맥락을 잘 묘사한다. 그들은 ‘적절한 감정(appropriate emotion)을 표
현하는 행동8)’으로 감정노동을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적절한’이라는
표현은 감정노동이 특정한 감정표현의 양태에 규범성을 부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조직은 개인의 감정표현과 관련하여
나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
의 평가 보상 처벌 등 관리적 조치를 연계시키고 있다.
“act of displaying the appropriate emotion”
- Ashforth and Humphrey(1993). p.90

셋째, 감정노동은 의도적 노력(effort)과 심리적 비용(cost)을 요구
하는 노동(labor)의 일환으로 수행된다(Hochschild, 1983). 감정노동
자들은 표현규칙(display rules)을 따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자신의 감정경험과 표현을 규제하기 위
한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Morris and Feldman, 1996a). 그
과정에서 표현해야 하는 감정(required emotion)과 실제 경험하는
감정(felt emotion)의 괴리(discrepancy)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비용을 지운다(Hochschild, 1983; Morris
and Feldman, 1996a).
Morris and Feldman(1996a)은 감정노동을 ‘상호작용 상황에서 바
람직한 방향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기획, 통제’로
정의한다. 그들은 감정노동이 자연스러운 감정표현이 아닌 노동의
8) Ashforth and Humphrey(1993)는 내면의 감정이 아닌 실제 표현된 ‘행동(act)’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감정노동이 실제 관측되고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면의
감정이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었을 때이며, 내면의 감정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기계적
으로 표현규칙을 따르는 감정노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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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며, 감정노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effort), 의도
성(planning),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의지(control)가 발현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effort, planning, and control needed to express organizationally desired emotion
during interpersonal transactions”
- Morris and Feldman(1996a). p.987

2. 사회서비스에서 감정노동의 특수성
감정노동은 서비스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사회서
비스에서 수행되는 감정노동은 일반적인 서비스와 그 수행양상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에서는 근로자의 감정표현을
규제하는 표현규칙(display rule)을 찾아보기 어렵다. 콜센터, 백화점,
항공기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이 매우 구체화된 응대 프로토콜이
나 서비스 표준에 따라 일하는데 반해, 사회서비스에서는 그러한 규
격화된 친절의 개념이 없다. 사회서비스에서는 감정노동이 정형화되
지 않은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수행되며, 일선 근로자의 상황에
대한 임기응변, 재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서비스
가 돌봄노동(caring labor)으로서 ‘관계적 요소(relational factor)’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봄노동은 흔히 ‘관계적 노동(relational labor)’으로 묘사된다(Held,
2006; Tronto, 1993; Ungerson, 2005). 돌봄노동에서는 노인, 어린이,
환자 등 돌봄대상자를 돌보는 실질적 과업(practical task) 이상으로
대상자와 돌봄노동자의 ‘관계’가 돌봄노동의 중요한 맥락을 구성하
기 때문이다. 돌봄대상자와 돌봄노동자는 임금을 매개로 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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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맺어진다. 그럼에도 단지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
고, 마치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같은 관계적 요소가 돌봄의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돌봄노동에서 이러한 관계가 강조되는 이유는 노인, 장애인, 어린
이 등 노약자를 돌보는 행위가 전통적으로 가족의 역할로 수행되어
왔던 것에 연원한다.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국가와 시장이 가족의
돌봄 기능을 분담하면서 돌봄은 임금을 교환매개로 하는 상품화된
노동이 되었다. 그러나 돌봄노동자와 대상자가 공식적인 거래관계
이상으로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 것은 사
랑과 희생, 친밀함을 바탕으로 했던 가족윤리적 특성이 그 속에 남
아 있기 때문이다(최희경, 2011). 최희경(2011)이 노인요양시설 종사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단순한 임금노동 이상의 돌봄관
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분들한테는 저같이 이렇게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그냥 가족이에요. 일상생활부터 임
종까지 다 지켜드리니까. 저희가 하는 역할은 그분들한테 가족이 되어 드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딸 같이 대해드리는 것,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가족들끼리는 서로
미워하다가도 금방 또 풀어지잖아요. 그게 가족인데, 여기서는 어르신들도 표현을 잘 하
시고, 또 성격 그대로 나타내실 수 있고....”

“솔직히 가족이 못모시니까, 여기 오신거잖아요. 가족을 대신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집에서 보호자분들이 모시는 것처럼 해야죠.”

자료출처: 최희경(2011) p.131

일반적인 서비스에서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근로자의 관계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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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 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남겨둔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된다. 서비스 근로자의 감정노동은 불특정 다수로서의 고객과
단기간의 형식적 만남을 바탕으로 하며, 몇 가지 특징적 사례들로
정형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감정노동의 수행은 미리 만들어진 서비스
스크립트(service script) 또는 표현규칙(display rule)을 반복하는 것
으로 대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산콜센터에서의 감정노동은 매우 구체적인 감정표현
규칙을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며, 그러한 규칙은 범조직적 차원에서
관리되었다(서울시 인권위원회 결정문, 2014). 보고서 상에서 언급된
표현규칙들을 살펴보면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다산콜센터의 감정노동 규칙
첫째, 상담사의 목소리 톤은 처음 시작할 때와 정보를 제공할 때, 그리고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처음에는 평소보다 목소리톤을 높여 밝고 친근한 음성으로 시작하여 차츰
부드럽고 차분한 음성을 냈다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때는 정중하고 신뢰감
있는 음성을 응대해야 한다.

둘째, 언어는 항상 경어체를 쓰되 상황에 맞게 “-다”, “-까” 체 및 “-요”, “-죠” 체를 7:3
의 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셋째, 시민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시민의 문의사항을 복창해야 한다.

넷째, 사과하거나 양해를 구할 때 또는 호응할 때에는 진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다섯째, 음성/억양 등 목소리톤은 5점, 경청도 4점 등 이상의 표현규칙을 기준으로 상담사
들의 감정노동 수행성과를 평가한다(김종진‧송민지, 2013;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4 재인
용).
자료출처: 서울시 인권위원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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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습폭언이나 욕설, 성희롱 등에 대한 상담사의 3단계 대응 스크립트
단계

1단계

주요 내용
실질적인
민원내용 질문

상담 스크립트
“시민님, 말씀도중 죄송합니다만 문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
까?”
“지금 시민님과의 통화내용은 모두 녹취가 되고 있으

2단계

상담내용 녹취 및

므로 심한 욕설이나 성적인 농담을 하실 경우, 추후

법적조치 가능성 안내

시민님께서 법적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상담종료 안내

“시민님,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려우므
로 제가 먼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2012).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대응계획,
서울시 인권위원회(2014) p.11 재인용

반면 사회서비스에서는 서비스 근로자와 이용자가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서비스 근로자는 이용자의 사적 생활공간을 공유
하면서, 공식적 거래관계 이상의 유대관계를 형성한다(Aronson and
Neysimth, 1996; 김송이, 2012). 관계가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기 때문에 실질적 돌봄행위와 감정노동의 명확한 경계를 짓기
도 어렵고, 이용자와의 관계에 따라 서비스 근로자에게 기대되는 감
정노동의 내용도 달라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서비스에 비교할 때, 사회서비스에서는 감정노동
의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다. 사회서비스 제
공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친절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실제 어떤 방식
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표현규칙)으
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회서비스에서 주로 기대되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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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동의 내용이 규격화된(정형화된) 친절이 아니라, 가족을 대신하
는 따뜻한 진심과 정서적 지원이라는 점도 감정노동을 표준화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성과나 품질을
평가하는 것에는 성과의 정의와 측정의 어려움이 뒤따르며, 관계적
요소에 따라 성과(품질)평가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Bahle, 2003;
김송이, 2012, 재인용).
일반적인 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에서 감정노동이 어려움을 야기하는
이유 역시 다르다. 정형화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일반적 서비스에
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표현을 통제당한다는 사
실 그 자체(Hochschild, 1983), 또는 미리 구상했던 고객응대상황을
벗어나는 부정적 사건(negative event)들9)이다(Goldberg and Grandey,
2007).
반면 사회서비스에서 수행되는 감정노동은 그 수행방법이 모호하
다는 사실이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서비스 근로
자 개인의 성향이나 이용자와의 관계에 따라 사회서비스에서의 감
정노동은 아무런 의식적 노력(effort)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수행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에서의 감정노동
은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아무런 역할지침이 없는
모호성(ambiguity)이 짙은 일이 되곤 한다.
바꿔 말하면 사회서비스에서 감정노동은 그 수행과정에서 근로자
가 감당해야 할 역할의 범위(경계)가 관계적 요소에 의해 좌우되며,
일관성이 없는 애매모호한 것이라는 점이 특수한 스트레스 요인으
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박기남(2009)의 연구에 수록된 노인돌
봄종사자의 이야기를 참고할 만하다. 그녀는 자신이 수행하고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용자와의 관계
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 오히려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
9) 예를 들어, 폭언, 욕설 등을 일삼는 고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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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한 3개월은 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분하고, 그분하고 마음이 통해버려야 안
힘들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가서 그분한테 잘해야지.’그 마음만 가지고 갔는데 그분은
막 … 그냥 아까처럼 그렇게 하면(화내면)요 그게 머 꼭 이렇게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일단은 마음만 맞추면 어려울 게 없어요. 머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머, 손을
먼저 씻을 수도 있고 머, 얼굴 먼저 씻을 수도 있잖아요. 왜 트집이냐고 하면 왜 얼굴먼저
씻어서 목을 씻어야 하냐 이렇게. (웃음)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하고 마음을
진심으로 한다는 걸 그분이 알게끔 서로 통해버리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네. 그
니깐 고거 하나더라고요. 고거 맞출 때까지... 고거는 자기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런 감지
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한다고 해서 절대 맘 못 맞춰요. 또 얕봐
가지고 맘대로 막 할라고 하지. 그분들한테 너무 얕보여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가서 휘둘러도 안되고 하여튼 그분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할려고 한다는
그, 그거가 표현되게끔... 그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웃음)--“

자료출처: 박기남(2009).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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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노동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
1)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이론
감정노동의 부정적 영향은 내면의 진실한 감정이 아닌 요구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Hochschild, 1983). 이러한
감정통제가 지속될 경우 ‘표현해야 하는 감정(required emotion)’과
‘실제 경험하는 감정(felt emotion)’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
한 괴리를 감정노동의 문헌에서는 ‘감정적 부조화(emotional
dissonance)’로 정의한다(Hochschild, 1983; Morris and Feldman,
1996a). 감정적 부조화는 감정노동이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해악을
끼치는데 있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감정적 부조화는 감정
노동자가 자신의 진실한 감정으로부터 ‘소외(alienation)’되는 과정이
며, 그것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더하여 신체이상, 약물·알콜중독
등의 일탈행동을 낳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Hochschild, 1983).
계량적 실증연구에서는 Morris and Feldman(1997)이 그들이 1996
년도에 제시한 감정노동의 네 가지 요인10) 가운데 오로지 ‘감정적
부조화’만이 감정고갈(emotional exhaustion)과 관련 있으며, 직무만족
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밝혀내 Hochschild(1983)의 소외가설(alienation
hypothesis)을 지지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Grandey(2003)는 내면의 진실한 감정과 상이한 감
정을 표현하는 ‘표면행위(surface acting)’를 수행할 때 감정노동자는
높은 수준의 감정적 부조화를 경험하며, 이것이 감정의 고갈과 서비
10) Morris and Feldman(1996a)은 Hochschild(1983) 이후 많은 실증연구에서 감정노동
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된 것에는 감정노동의 개념이 충분히 세분화되
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감정노동의 개념을 감정표현의 빈
도(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감정표현에 요구되는 주의정도(attentiveness to
required display rules), 표현되어야 할 감정의 다양성(variety of emotions required to
be expressed), 감정적 부조화(emotional dissonance)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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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행동(affective delivery)의 저하를 가져옴을 발견하였다. Morris
and Feldman(1997)과 Grandey(2003)의 연구는 ‘감정적 부조화’가 감
정노동의 부정적 효과와 관련한 중요 요인임을 보여주는 실증연구
결과들이다. 그 밖에도 ‘감정적 부조화’와 감정적 부조화를 수반하는
‘표면행위(surface acting)’가 감정노동의 부정적 효과와 관련한 요인
이라는 연구결과가 다수 제기되었다[표 3].
[표 3] 감정적 부조화(emotional dissonance)의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들
선행연구

연구대상

결과양상

연구결과
감정표현의 빈도: (+)

김상구(2009)

민원공무원

감정고갈

감정표현의 주의정도: (+)
감정표현의 다양성: (+)
감정적 부조화: (+)

Grandey(2003)
Lewig and
Dollard(2003)
Morris and
Feldman(1997)
Heuven and
Bakker(2003)

행정지원인력

감정고갈

콜센터 상담원

감정고갈

간호사

감정고갈

항공기 승무원

감정고갈
탈인격화

Dormann and

서비스근로자

Zapf(2004)

일반

복미정(2012)

콜센터 상담원

소진

주재진(2012)

경찰공무원

소진

탈인격화

표면행위: (+)
심층행위: (·)
감정적 부조화: (+)
감정표현의 빈도: (+)
감정적 부조화: (+)
감정적 부조화: (+)

감정적 부조화: (+)
표면행위: (+)
심층행위: (-)
감정적 부조화: (+)
감정표현의 주의정도: (+)

11) Psychosocial Well-being Index(PWI)
12) Maslach Burnout Inventor(MBI)
13) 일정기간 동안 두통, 복통, 신경증적 증상의 빈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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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연구대상

결과양상
심리사회적
건강(PWI)11)

조윤득 외 (2010)

사회복지사

연구결과
공감·긍정적 감정표출: (+)
부정적 감정표출: (-)
감정부조화: (-)
공감·긍정적 감정표출: (-)

소진12)

부정적 감정표출: (+)
감정적 부조화: (+)

Grebner et al.
(2003)

콜센터 상담원

Diefendorff and

서비스근로자

Richard(2003)

일반

지은구·김민주·이원주

사회서비스

(2013)

근로자

Goodwin et al.
(2011)

심리사회적
이상증상13)
직무만족

감정적 부조화: (+)
긍정적 감정표현 요구: (+)
부정적 감정억제 요구: (-)
감정표현 빈도: (-)

직무지속의사

감정표현의 주의정도: (-)
감정적 부조화: (-)

직무성과

표면행위:(-)

이직률

심층행위: (·)

콜센터 상담원

김우진(2012)

호텔 종사자

조직시민행동

한진환(2012)

간호사

조직시민행동

표면행위: (-)
심층행위: (+)
표면행위: (+)
심층행위: (-)

감정적 부조화와 서비스행동의 관계는 양자를 ‘소진(burnout)’이
매개하는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Bakker and Heuven, 2006). 소진
은 ‘사람을 대하는 일(people work)’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을 말한다. Maslach
and Jackson(1981)에 따르면 소진은 세 가지 하위개념(증상)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감정고갈(emotional exhaustion)’은 과도한 감정적 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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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탈진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탈진한 개인은 자신
의 업무(task)로부터 정서적·인지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이
게 된다.
둘째, ‘탈인격화(depersonalization)’는 앞선 감정고갈의 직접적 결
과이다. 이는 고객을 냉담한 태도로 대함으로써, 자신과 고객 사이
에 거리를 두려는 태도이다.
셋째, ‘성취감 저하(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는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일에서 더 이상 잘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느끼는 자
기평가를 의미한다(Maslach, Schaufeli, and Leiter, 2001).
감정적 부조화의 결과로서 소진은 개인의 서비스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소진의 증상으로서 자신의 일(task)로부터의 거리를
두려는 태도(감정고갈), 고객에게 냉소적이며 심리적 거리를 두려는
태도(탈인격화), 일에 대한 효능감 감소(성취감 저하)는 그 자체로서
서비스 행동에 부정적인 요인들이다. 더불어 소진은 이직의도와 이
직률의 증가, 부정적 근무태도, 서비스 품질의 저하와 직접적인 관
련을 맺는다는 실증연구가 있다(Burke and Greenglass, 1995;
Cherniss, 1992; Lee and Ashforth, 1993, 1996; Jackson, Schwab, and
Schuler, 1986; Wolpin, Burke, and Greenglass, 1991; Wright and
Bonett, 1997; Wright and Cropanzano, 1998).
[그림 1] 감정적 부조화-소진-서비스행동의 관계

감정적 부조화

+

소진
burn out
- 감정고갈
- 탈인격화
- 성취감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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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행동
service delivery

감정노동과 서비스행동의 관계는 ‘자원(resources)’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자아고갈이론(ego depletion theory)’은 자기규제행
동(self-control)이 한정된 정신적 자원(limited mental resources)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다양한 자기규제행동들 사이에서는 한정된 자
원을 두고 경쟁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한다(Baumeister et al., 2007).
이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규제하는 감정노동도 정신적 자원을 고
갈시키는 자기규제행동의 하나로 해석된다. 감정노동의 수행은 유한
한 정신적 자원을 소모하며, 직무성과의 달성을 위해 사용될 자원을
잠식하는 행위가 된다(Goodwin et al., 2011). 감정노동에 따른 감정
적 부조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자원이 감정규제행동에 사용
되어야 때문에, 감정적 부조화 수준의 증가는 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배가될 수 있다.

2)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이론
감정노동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감정노동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이론도 있다(Ashforth and Humphrey, 1993; Guy et al.,
2008). 고객(이용자)에게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 자체는 서비
스 조직의 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근로자 개인의 감정적 자원
(resources)을 충원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Ashforth and Humphrey(1993)는 감정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서비
스 조직은 고객응대과정에서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서비스 근로자와 고객이 대면하는 상황은 다양한 변수
가 개입하고 즉흥적으로 흘러가기 쉽지만, 감정노동은 고객응대상황
을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서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레스
토랑에서 접객원이 손님에게 베푸는 친절은 좋은 서비스의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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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것인 동시에, 고객이 레스토랑의 ‘서비스 응대과정’을 따라
기분좋게(순조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통제장치이기도 하
다(Whyte, 1973; Ashforth and Humphrey, 1993 재인용).
Cöté(2005)는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감정노동의 순기능을 주장한
다. 그는 서비스 근로자가 고객에게 긍정적 감정(positive emotion)
을 표현하는 것은 고객이 호혜적 차원에서 서비스 근로자에게 긍정
적 감정을 표시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상대방(고객)의 호
혜적 감정표현은 감정노동에 따라 소모된 감정적 자원(resources)을
재충원하는 계기로써 서비스 근로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Grandey, 2003)14). 자아고갈이론(ego depletion theory)에 따르면,
상호작용 과정에서 서비스 근로자가 얻은 감정적 자원은 서비스 행
동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서 서비스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umeister et al., 2007).
감정노동의 순기능과 관련한 생리학적 증거도 있다. 안면환류가설
(facial feedback hypothesis)은 감정노동자가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
는 것이 생리학적 기제를 통해 실제 그와 유사한 감정을 불러일으
키고, 표현된 감정과 불일치하는 감정은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고 한다(Adelmann and Zajonc, 1989). 이 가설은 얼굴 근육의 움직
임이 얼굴에 분포한 혈관들과 뇌로 흘러가는 혈액의 흐름을 통제하
는데, 우리가 긍정적 감정(positive emotions)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은 뇌의 특정 영역에 공급되는 혈류량을 조절함
으로써 감정노동자가 실제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게끔 만든다고
한다(Zajonc, 1985).
안면환류가설에 따르면 서비스 근로자가 고객에게 긍정적 감정
14) Grandey et al.(2005)는 감정적 상호작용의 상대방은 진정성이 담긴 감정표현과 그
렇지 않은 표현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고객과의 호혜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는 내면의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는 심층행위(deep acting)의 수행이 전제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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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emotion)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생리적 기제에 의해 실제
로 긍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동시에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조직의 표현규칙(display rules)은 대체로 근로자
에게 ‘긍정적 감정’을 표현할 것을 [그림 2] 안면의 근육과 혈관 분포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에 따라
실제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서비스 근로자가 내면으로부
터 실제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기
회가 되며, 이를 통해 서비스 근
로자의 감정적 부조화 수준은 완
화될 수 있을 것이다.
(Zajonc, 1985,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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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
1. 역할모호성의 개념과 실제
1) 역할모호성의 개념정의
Kahn et al.(1964)은 ‘역할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required
information)와 실제 이용가능한 정보(available information)의 격차’
를 역할모호성으로 정의한다. Rizzo et al.(1970)은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역할모호성을 정의하고 있다. 두 개념정의는
‘명확한 역할정보의 부재(lack of clear information)’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본 연구는 이에 근거하여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
되는 명확한 역할정보의 부재’로 역할모호성을 정의한다.
Kahn et al.(1964)은 ‘객관적 상태’로서 역할모호성과 ‘주관적 인식’
으로서 그것을 구분한다. 객관적 역할모호성(objective ambiguity)은
역할수행자에게 주어진 역할기대가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가용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주관적 역할모호성(subjective ambiguity)은
이러한 객관적 상황을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말
한다. 주어진 객관적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개인이 상황을 어떻게 받
아들이는가에 따라 주관적 역할모호성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분명히 구분될 수 있다(Cohen et al., 1955; Kahn
et al., 196, 재인용). Kahn et al.(1964)은 주관적 역할모호성의 개념이
측정가능성의 문제와 함께 실제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실증연구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본 연구 역시 주관적 역할
모호성(subjective role ambiguity) 또는 인지된 역할모호성(per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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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ambiguity)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2) 사회서비스 현장에서의 역할모호성
사회서비스 현장은 역할모호성이 만연한 곳이다. Kahn et al.(1964)
은 ① 조직의 경계(boundary)에서 일하는 경우, ② 루틴화되지 않은
문제를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 ③ 조직 내외로부터
다양한 역할기대와 요구를 받는 경우에 역할모호성을 경험할 가능
성이 높다고 한다.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은 ① 서비스 이용자들을 일
선현장에서 직접 만나며, ② 업무내용을 표준화(루틴화)하기 어려우
며, ③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예측하기 힘든 역할기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역할모호성에 취약한 직업군에 속한다(Singh and Rhodes, 1991).
돌봄노동자들을 면접조사한 김송이(2012)에 따르면 규정된 돌봄업
무 외에 이용자의 가족을 돌보는 일, 가사노동, 개인 심부름 등 사
적인 부탁을 요청받아 들어주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들이
수행해야 할 일의 경계는 공식적으로 획정되기보다, 이용자의 개인
적 요구 그리고 이용자 가족의 요구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빈번
하다고 한다. 돌봄노동자들은 그들이 수행해야 할 명확한 역할이 무
엇인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토로했다.
“돌봄노동이라는게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거죠. ... 실제로 들어가서 노인을 돌보는
일만 하게 되느냐? 제일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파출부처럼 일을 한다. ... 노동
의 분야가 다른건데 아예 그 가족들이나 노인들은 파출부 취급을 하는거죠.”

“선이 분명하지 않아서 어디까지를 내가 해줘야 되는 건지... 물론 내가 해줘야 하
는 거는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다 교육을 받지만 그게 상대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
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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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독거노인이 아니고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경우 가족들의 빨래나 그 집 전
반의 청소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 지는거죠. 심지어는 김장 때 김장을 해달라, ...
명절 때 음식해달라...”

자료출처: 김송이(2012). pp.119-120.에서 발췌

김문근(2014)은 에이블뉴스(Able News)의 신문기사에서 장애인활
동보조인과 이용자의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는 기사에 등장한
갈등의 주된 원인이 ‘활동보조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가 너무 광
범위하거나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 과 ‘활동보조인의 업무
나 역할의 성격으로 인해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 에 있음을 지적한
다. 환언하면 활동보조인의 역할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서비스 현
장에서의 주요 갈등원인이었다.
“내 이용자는 직장의 말단이다. 그러다보니 내가 온갖 허드렛일에 이용자의 동료의
심부름까지 해야하는데 정말 자존심 상한다. 행사가 있어서 가면 시간이 적은 사람들
은 활보를 데려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의 활보까지 다 해야 한다”

출처: 에이블뉴스(2013.07.23) 「이용자-활동보조인 갈등의 핵심은?」

“대표적으로 불만 많은 것이 자신이 ‘종’이냐, ‘노예’냐 라는 것이에요. 회원
중에 어떤 분은 이용자 가족이 비장애인인 남편과 딸이 있는데, 45평인 가정 청소부
터 집안일까지 온 집안의 일을 다해요. 가족들이 손 끝 하나도 건들지 않아요. 밥을
해도 이용자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밥을 다 해야 하고, 김장철에는 정말
죽어나죠. 김장철만 되면 활동보조인 선생님들이 한숨부터 푹푹 쉰다니깐요. 기본적
인 김치 담구는 것은 하지만, 양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 힘든거죠.”

출처: 에이블뉴스(2013.07.29.) 「활동보조인-이용자 갈등에 태평한 복지부」

- 29 -

2. 역할모호성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
1) 선형관계에 대한 연구
역할모호성과 직무성과(job performance)의 관계에 대한 초기연구
들은 양자의 부정적 선형관계를 주장했다(Singh, 1993; Rhoads,
Singh, and Goodell, 1994; Mackenzie, Podsakoff, and Ahearne,
1998; Jackson and Schuler, 1985). 역할모호성은 그 자체가 스트레
스 요인(stressor)의 하나이며, 이러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 개인에게서 직무만족과 성과의 저하가 발견된다는 것이다(Kahn
et al., 1964; MacKenzie, Podsakoff, and Ahearne 1998). 이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적 설명이 제시되었다.

(1) 기술적 인과지식의 부족
역할(role)에는 특정한 직위(position)를 점한 자에게 주어진 직무
가 무엇이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method)이 동원되어
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할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Kahn et al., 1964). 역할이 모호하다는 것은 개인이 성과를 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직무행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Jackson and Schuler, 1985). 역할인식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개
인이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그것은 비효율적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불명확한 역할기대를 충족시키기 위
해 의사결정을 주저하거나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반복하는 경
향도 보이게 될 것이다(Rizzo et al.,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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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된 인지자원
역할모호성을 경험하는 개인은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고자 하며, 자신의 역할을 명료화(role clarification)하는 것에 보다
많은 인지자원을 투입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인지자원(cognitive
resources)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할명료화에 투입된 추
가적 인지자원은 결과적으로 직무성과를 달성하는데 사용될 인지자
원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Cohen, 1980; Jackson and Schuler, 1985).
즉, 제한된 인지자원의 전제 하에서 역할모호성의 존재는 직무성과
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3) 동기부여의 실패
Vroom(1964)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은 인간의 동기부여
가 자신의 노력이 성과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expectancy),
그러한 성과의 달성이 조직의 보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수단
성(instrumentality), 조직의 보상이 자신의 개인적 욕구에 부합하는
가에 대한 유의성(valence)이라는 인지적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 개인이 직무에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그의
노력이 성과와 조직의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역할모호성을 경험하는 개인은 자신의 노력이 성과로 연결될 것인
가에 대한 기대(expectancy)와 그 성과가 조직의 보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수단성(instrumentality)의 측면에서 동기부여에 실패
할 가능성이 높다(Jackson and Schuler, 1985).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역할모호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할
지, 그 일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자신은 어떻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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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받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할모호성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개인은 동기
부여의 실패로 인해 낮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2) 비선형관계에 대한 연구
역할모호성과 직무성과의 관계가 선형(linear relationship)이 아닌
비선형(non-linear relationship)이라는 실험연구의 결과도 제시되었
다. 양자의 관계가 ‘역의 U 형태(inverse-U)’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Yerkes and Dodson, 1908; Scott, 1966). Scott(1966)은 활성화이론
(activation theory)을 통해 이 관계를 설명하는데, 낮은 스트레스 수
준이 너무 미약한 자극으로 인해 성과달성을 촉진하지 못하며, 지나
치게 높은 스트레스 또한 지나친 자극이 성과를 감소시킨다고 한다.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스트레스 수준이 존재한다는
것이 활성화이론의 내용이다.
마케팅 분야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실험실연구의 초기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일반적응증후군이론(General-Adoption-Syndrome)’을 정립
하였다(Selye, 1950; Nygaard and Dahlstrom, 2002). 이에 따르면
역할모호성과 직무성과의 관계는 아래 [그림 3]과 같은 세 개의 국
면으로 구성된다(Selye, 1950).
첫째, 역할모호성에 대한 최초 반응은 ‘경계(alarm)’이다. 이 단계
에서는 역할모호성을 인지한 개인에서 성과가 감소하는 부정적 선
형관계가 나타난다.
둘째, 역할모호성 수준이 점차 높아져서 성과의 저점(1차 변곡점)
을 지나면, 성과가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하는 ‘저항(reactance)’단계
가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는 모호성이 증가하면 직무성과도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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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긍정적 선형관계가 나타나는데, Nygaard and Dahlstrom(2002)은
이것이 역할모호성에 대한 개인의 ‘적응행동(coping behavior)’의 결
과이며, 자신의 과업이 도전적이며 가치있다고 여기는 심리적 동인
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소진(exhaustion)’ 단계는 과도한 역할모호성으로 인
해 성과의 저하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그림 3] 일반적응증후군이론에 따른 역할모호성 반응 패턴
성과

경계

저항

소진

Alarm phase

Reactance phase

Exhaustion phase

역할모호성
출처: Nygaard and Dahlstrom(2002), p.70

3) 개인 간(between-subject) 비교를 위한 수정모형
Nygaard and Dahlstrom(2002)의 일반적응증후군이론은 실험실 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개인에서 역할스트레스를 점증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나타나는 성과의 추이를 설명한다. 다수의 상이한 개
인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연구(field study)에서 나타난 역할모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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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관계를 일반적응증후군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할 경우, 모
든 개인이 동일하다는 엄격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 곤란함이 있
다.
연구의 관심이 동일한 개인에서의 변화(within-subject)가 아닌 상
이한 개인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between-subject)일 때, 기존의
일반적응증후군이론은 일부 수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아래의 세
가지 가정을 도입하여, 개인 간 비교연구(between-subject study)를
위한 수정모형을 구성하였다. 수정모형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
하고 있다.
첫째, 수정모형에서 역할모호성의 개념은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평가)되는 주관적 개념이다(Kahn et al., 1964). 따라서 유사한
업무환경에서도 개인의 특성(성향)에 따라 역할모호성에 대한 평가
는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역할모호성은 직무성과를 저해하는 스트레스 요인이다. 역할
모호성은 직무성과 달성을 위한 기술적 인과지식의 부족, 인지적 자
원의 소모, 동기부여의 실패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과의 저하
를 낳을 수 있다(Jackson and Schuler, 1985; Kahn et al., 1964).
셋째, 역할모호성을 경험하는 개인은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Kahn et al., 1964). 역할모호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개인은
적응행동(coping behavior)을 개발하며, 이는 역할모호성의 부정적 효
과를 일부 또는 완전히 상쇄할 수 있다. 적응행동의 양태는 역할모
호성을 가져오는 문제의 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역할모호성에서 파생된 심리적 증상(psychological strain)의 완화에
집중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Kahn et al., 1964).
아래 [그림 4]는 이상의 세 가정에 따라 인지된 역할모호성과 성
과(서비스 행동)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세 번째 가정을 완화하여
개인이 역할모호성에 대해 적응행동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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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성을 크게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직무성과가 낮은 부정적 선형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역할모호성에 대해 적응행동으로 대응한다는 세 번
째 가정을 도입하면, 역할모호성과 직무성과의 부정적 선형관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적응행동(coping behavior)의 효과
성에 따라 역할모호성과 성과의 관계는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적응행동의 효과가 역할모호성의 부정적 효과를 일부 상쇄한
다면, 부정적 선형관계는 보다 완만한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경우
에 따라서 적응행동의 효과가 역할모호성의 부정적 효과를 완전히
상쇄한다면 역할모호성을 크게 인식하는 개인에서 오히려 높은 성
과가 발견될 수도 있다. 개인의 적응행동을 가정할 경우 역할모호성
과 성과의 관계는 U형의 비선형관계로 나타날 것이다.
[그림 4] 인지된 역할모호성과 성과(서비스행동)의 가설적 관계
성과

인지된 역할모호성
(perceived role ambiguity)
적응행동의 효과성이 높은 경우
적응행동의 효과성이 낮은 경우
적응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선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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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할모호성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 고객지향성
Kahn et al.(1964)의 주관적 역할모호성(subjective role ambiguity)
개념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역할모호성의 인식과 대응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함축한다.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은 이용자와의 관계
(relationship)로 인해 역할모호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자신
의 업무에서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는 관계적 요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역할모호성의 인식과 대응방식 역시 달
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돌봄노동)에서 관계적 요
소에 대한 근로자의 태도를 ‘고객지향성’으로 조작하여 아래 논의를
진행한다.
고객지향성은 사회서비스(돌봄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라
는 문제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Aronson and Neysmith(1996)
가 재가 돌봄노동자(home care worker)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서는 ‘돌봄노동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념(course of
work)‘이 고객지향성의 태도를 두고 분명히 구분되는 것을 발견하였
다.
고객지향성이 높다는 것은 고객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에
궁극적 목적을 두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화(personalization)’
에 대한 지향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Surprenant and Solomon, 1987).
협의의 개념에서 이것은 고객에게 서비스 결과에 대한 선택권을 주
는 것에서부터,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소한 대화를 주고받는 등
고객에게 개인적인 관심(individual attention)을 기울임으로서 고객
이 ‘수많은 고객 중의 하나(just another customer)’가 아니라 존중
받는 한 명의 개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개인화까지 개
념의 범주를 이룬다. 대체로 고객지향성이 높은 돌봄노동에서는 실
질적 노동(practical labor)과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의 경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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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공식적 서비스 제공자(formal service provider)와 비공식 돌봄
제공자(informal caregiver)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이 종종 발견된
다(Aronson and Neysmith, 1996). 아래 강혜규 외(2008)의 사례연구
에도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인식에서 그러한 경계가 무너져 있음
을 알 수 있다.
“오면 항상 기쁘고, 또 올랑가 싶고. 또 얘기하고 가면 좋지. 그 전에는 고독하게
지냈지요 뭐.....감사하지예. 얼마나 고독합니까 들어앉아 있으면. 말벗도 해주고 먹
을 것도 갖다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 강혜규 외(2008). p.390 인터뷰 자료

“많이 좋아졌습니다. 힘이 많이 생겨났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것이 없어지니까 좋아
졌고, 저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인이 일을 해야 하는 것보다 더 잘해줘요. 내가 요구
하면 관계 없이 들어줘요. 내 눈빛만 봐도 알아서 해줘요”
- 강혜규 외(2008). p.397 인터뷰 자료

“여튼 좋았습니다...그냥 다 마음에 들어요..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 귀찮은 일이
한두가지라야지. 근데도.. 싫은 내색 없이 오자마자 큰애부터 씻기고 밥주고.. 청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애기 목욕하고.. 맛사지 하고.. 다 해주고도.. 장봐와서.. 맛
있는거 해 먹고 했는데도.. 다 만족합니다,.,. 나중에도 가끔 만나서 이렇게 지내자
고 했고요,.,.. 친구 같고 그렇죠..”
- 강혜규 외(2008). p.414 인터뷰 자료

반면, 고객지향성이 낮다는 것은 서비스 수행방식을 구조화하여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는 태도를 의미한
다. 이는 ‘비개인화(depersonalization)’ 또는 ‘표준화(standardization)’
에 대한 지향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Surprenant and Solomon, 1987),
고객을 익명화된 대상으로 간주하며 표준화된 서비스를 정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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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one size fits all)에 우선순위를
둔다. 고객지향성이 낮을 경우 고객과 서비스 근로자의 사회적 관계
는 불확실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극소화되는 경향이 있
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돌봄노동자와 이용자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돌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매일 무작위로 새로
운 돌봄노동자가 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Aronson and Neysmith,
1996). 돌봄노동자와 이용자는 첫 만남에서 약 10분가량의 준비시간
을 갖는데, 이때 짧은 인사와 대화가 오고 갈 뿐 나머지 시간은 실
제 과업(practical task)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된다. 이러한 무작위
배정의 목적은 돌봄노동자와 이용자 사이에 사적인 관계가 발전되
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낭비적인 요소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Eutis, Kane, and Fischer, 1993;
Qureshi and Walker, 1989).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상이한 고객지향성은 역할모호
성의 인식과 대응에서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인이다(Kahn et al.,
1964). 근로자가 높은 고객지향성(개인화 지향)을 가질 경우, 이들은
대체로 관계지향적이며 이용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
는 태도를 보인다. 이들이 서비스 상황에서 주로 경험하게 되는 어
려움은 이용자의 역할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하게 되면서, 그것을 적
절히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이다. 그들은 관계 속에서 인정받기
를 원하고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용자와의 갈등이 발
생하면 자기 자신에서 그 원인을 찾고 스스로를 책망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자신의 명확한 역할정보에 대한 요구가 낮다. 역할모
호성을 인식하더라도 자신에게 기대되는 모든 요구들을 수용함으로
써 현실을 외면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역할요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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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부하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문제가 발생하
면, 그 원인을 자신의 역량과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에 심리적 스트
레스의 수준은 높게 나타난다.
반면, 고객지향성이 낮은(비개인화를 지향하는) 근로자들은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구조화된 업무 수행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이들은
과업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표준화되지 않고 구조화되지 않은 새
로운 일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을 견디기 어렵고, 동일한 역할정보의 조건에서
도 이들은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다고 평가하게 된다.
이들은 역할모호성을 인식하면 그 원인을 환경이 구조화되지 않은
탓으로 돌리거나 또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돌림으로써,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춘다. 이러한 유형은 이용자의 무리한 요구들을 거절
(rejection)하거나 이용자를 설득(persuasion)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지
만, 자신의 역할로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표 4] 고객지향성에 따른 개인의 특성 비교

핵심어
keyword

규칙과의
관계

대인관계

고객지향성 높음

고객지향성 낮음

(개인화 지향 personalization)

(비개인화 지향 depersonalization)

유연성(flexibility)

경직성(rigidity) /안정성(stability)

적응성(adaptabilit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책임성(responsibility)

규칙(rule)에 얽매이지 않음

정해진 규칙(rule)에 집착

타인(환경)의 요구에 따라,

의사결정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

자신의 목표와 행동을 수정함

(internalized standard)

타인지향적(other-directed)

자기중심적(inner-directed)

외향적(extroverted)

내향적(introverted)

인정(appreciation)에 대한 욕구

권력(power and authority)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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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환경에
대한 선호
스트레스의
근원

역할모호성

고객지향성 높음

고객지향성 낮음

(개인화 지향 personalization)

(비개인화 지향 depersonalization)

역동적인(dynamic)

구조화된(structured)

혁신적인(innovative)

일관성있는(consistent)

창발적인(emergent)

질서정연한(orderly)

과다한 요구, 역할과다

명확하게 구조화되지 않은 직무

(role overload)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낮음

높음
- 역할모호성에 대한 낮은 수용성

인식
역할모호성에
대한
스트레스
적응행동의

(little tolerance for ambiguity)
높음

낮음

-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림

- 문제를 환경의 탓으로 돌림

(inward)

(outward)

순응(compliance)

저항(resistance)/ 거부(rejection)

양상

자신을 환경에 맞게 수정

환경을 자신에 맞게 수정

coping style

(bending with the wind)

자신의 역할로 수용한 것에만 집중

출처: Kahn et al.(1964) pp.278-307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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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
적절한 감정의 표현은 직무역할의 일부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감정
노동과 역할모호성은 밀접히 연관된 개념이다(Rafaeli and Sutton,
1997). 감정노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역할기대가 없을 때, 감정적 부조화에 더하여 역할모호성으로 인해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배가될 수 있다. 특히 사회서비
스에서 수행하는 감정노동은 표현규칙과 감시에 의해 관리되고 않
고, 표준적 상황을 특정화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감정노동 상황
에서 역할모호성이 두드러진다. 아래에서는 감정적 부조화와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역할모호성의 역할을 살펴본다.

1. 역할내재화이론
역할내재화(role internalization) 이론은 감정노동이 개인의 역할로
‘내재화(內在化)15)’되었는지 여부가 감정적 부조화와 성과의 관계에
서 유의한 차이를 만든다고 한다(Rafaeli and Sutton, 1987; Morris
and Feldman, 1996b)16). 감정노동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역
할로 받아들이는 경우(faking in good faith), 고객에 대한 감정표현
은 ‘진심의 발로’로서 감정적 부조화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날 수 있다. 반대로 감정노동을 수행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faking in bad faith), 개인이 경험하는 감정
15) 내재화(internalization)란 특정한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취하는 것이 자신의 기
존 가치체계와 일치하거나 당면한 문제의 해결, 욕구의 충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통합하는 것이다(Kelman, 1958).
16) 사회적 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은 자신의 역할에 강하게 일체화되는 개
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기대(표현규칙을 포함하는)를 수행할 때 보다 진정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Ashforth and Mae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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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조화의 수준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역할모호성의 존재는 감정노동의 역할을 내재화하는데 있어 부정
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Hrebiniak and Alutto, 1972; Morris
and Sherman, 1966; Welsh and LaVan, 1981). 감정노동과 관련한
역할기대가 불명확할 경우, 개인은 그 역할을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Welsh and LaVan, 1981).
역할내재화이론에 따른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모형은 다음 [그림
5]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역할모호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
감정노동의 역할을 내재화할 가능성은 낮아지며, 이는 감정적 부조
화가 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배가시킬 것이다.
[그림 5] 역할내재화이론에 따른 조절효과모형

역할모호성
역할내재화

감정적 부조화

서비스 행동
-

2. 능동적 행위자로서 개인과 적응행동의 고려
역할내재화이론에 따른 조절효과모형은 역할모호성을 크게 느끼는
근로자에서 감정적 부조화와 서비스행동의 부정적 관계가 더욱 강
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두 가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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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될 수 있다.
첫째, 감정노동의 수행과정에서 역할모호성을 경험할 때, 개인은
능동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Kahn et al., 1964). 서비스 근로
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이용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것
으로 단순화(simplification)하여 모호성 자체를 느끼지 않거나, 혹은
이용자의 감정적 요구를 거절(rejection)하거나 자신의 업무방침에
따르도록 설득(persuasion)함으로써 모호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개인의 고객지향성에 따라 ‘모호한 감정노동’에 대한 적응행
동은 달라질 수 있다(Kahn et al., 1964). 특히 이용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사회서비스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가진 고객지향성이 중요한
개인적 특성이 될 수 있으며, 고객지향성에 따라 감정적 부조화와
서비스행동의 관계에 미치는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 양상도 달라질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제2절에서 논의하였듯이 고객지향성이 높은(개인화를 지향하
는) 개인은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한다. 이들은 자신
의 역할을 이용자의 요구를 따르는 것으로 단순화(simplification)하
기 때문에 감정노동의 수행과정에서 역할모호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이들은 이용자의 감정적 요구들을 수용(compliance)하
는 과정에서 과부하를 경험하며 소진에 빠지거나 정신적 자원이 고
갈될 위험이 크다. 고객지향성이 높은 근로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역할모호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감정노동의 수행과정에서
지치기 쉽고 낮은 수준의 서비스행동(성과)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
다.
반면 고객지향성이 낮은(표준화를 지향하는) 개인은 구조화된 명
확한 직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주어진 업무환경에서 역할모호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이용자의 정서적·감정적 요구에 직면하였을 때 역할모호성을 경험할
- 43 -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들은 감정노동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역할모호성이
높은 경우), 그것을 거절(rejection)하거나 이용자가 자신의 방침에
따르도록 설득(persuasion)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감정적
부조화에 따른 소진과 정신적 자원의 고갈이 완화될 수 있다. 즉,
고객지향성이 낮은 근로자들은 감정노동의 상황에서 역할모호성을
크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거절(rejection)과 설득(persuasion)의 적응
행동을 통해 모호성을 경감시키므로 소진에 빠질 가능성이 적으며,
감정적 부조화가 서비스 행동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것이
다.
[표 5] 인지된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에서 관찰가능한 관계
개인화 지향 높음

개인화 지향 낮음

(개인화 지향)

(표준화 지향)

역할모호성 인식

낮음

높음

모호한 감정노동 상황에

순응(compliance)

거절(rejection)

대한 적응행동

외면(disregard)

설득(persuasion)

-

+

구 분

예측되는
조절효과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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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문제와 개념적 분석틀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다시 진술하면 아래의 두 의문형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일선 근로자들의 감정노동은 그들의 서비스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감정노동과 서비스행동의 관계는 역할모호성의 수준에 따라 어
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노동의 두 요인인 감정표현의 빈도와 감정적 부조화는
서비스 행동에 각각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관계는 가설 1-1과 가설 1-2로 나타냈다.
둘째, 개인이 역할모호성에 적응행동으로 대응할 경우, 인지된 역
할모호성과 서비스 행동은 U자형의 비선형관계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가설 2로 나타냈다.
셋째, 역할모호성의 인식 대응과 관련한 개인적 특성으로서 고객
지향성이 높을수록 근로자들은 역할모호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반대로 고객지향성이 낮은 근로자들은 역할모호성이 높다고
인식할 것이다. 이 관계는 가설 3으로 나타냈다.
넷째, 역할모호성은 감정적 부조화와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조
절변수로 기능할 것이다. 이 관계는 가설 4-1과 가설 4-2로 구체화
- 45 -

되었다.
[그림 6] 개념적 분석틀
감정노동

감정표현의 빈도

감정적 부조화

+

인지된 역할모호성
높음

-

H 4-1
H 1-2

H 1-1

+

고객지향성

-

+

낮음

H 4-2

- +
H 2: Quadratic form

서비스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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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3

제2절. 연구가설의 진술
1. 감정노동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
감정노동은 서비스 행동에 긍정적인 작용과 함께 부정적 영향을
함께 미친다(Ashforth and Humprey, 1993; Guy et al., 2008). 감정
노동의 결과로서 감정적 부조화(emotional dissonance)는 서비스 근
로자를 소진(burnout)시키고, 서비스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kker and Heuven, 2006). 소진의 심리적 증상은 자신의 과
업(task)으로부터의 거리두기(감정고갈), 이용자에 대한 냉담한 태도
(탈인격화), 직무에 대한 효능감 저하(개인 성취감의 저하) 등이다
(Maslach, Schaufeli, and Leiter, 2001). 감정규제행동(self-regulation)이
직무성과 달성을 위해 사용될 정신적 자원을 잠식함으로써 서비스
행동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자아고갈이론(ego depletion theory)
의 설명도 있다(Baumeister et al., 2007).
반면, 감정노동의 수행은 고객응대과정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
로써 서비스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킨다(Ashforth and Humprey,
1993). 또한 고객에게 긍정적 감정(positive emotion)을 표현하는 것은
고객이 호혜적 차원에서 긍정적 감정으로 응답할 확률을 증가시키
며(Cöté, 2005), 생리적 기제를 통해 실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Adelmann and Zajonc, 1989). 이러한 상호작용·
생리적 기제를 통한 긍정적 감정의 경험은 개인의 정신적(감정적)
자원을 재충원하고, 실제로 내면의 긍정적 감정을 만들어 냄으로써
감정적 부조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
가설 1-1: 감정노동에 따른 감정적 부조화는 서비스행동 수준을 낮출 것이다.
가설 1-2: 감정노동에 수반된 감정표현은 서비스행동 수준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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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모호성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
역할모호성의 존재는 직무성과 달성을 위한 기술적 인과지식의 부
족, 역할명료화를 위한 인지자원의 고갈, 동기부여를 약화시킴으로
써 서비스행동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Cohen, 1980; Jackson and
Schuler, 1985). 따라서 역할모호성을 높게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낮
은 서비스행동 수준이 관측될 것이며, 양자의 관계는 부정적 선형관
계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역할모호성을 인지한 개인이 적응행동(coping behavior)으
로 대응한다고 가정할 때, 역할모호성과 서비스행동의 관계는 비선
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Kahn et al., 1964). 개인이 적응행동을 통해
역할모호성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킨다면, 그 효과성에 따라 역할
모호성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는 변화할 것이다([그림 7] 참조). 인지
된 역할모호성과 서비스행동의 관계는 U형의 비선형으로 나타날 것
이다.
가설 2: 인지된 역할모호성(perceived role ambiguity)와 서비스 행동의 관계는 U자형의 비선
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림 7] 가설 2의 관계
서비스행동
높음
적응행동의 수준 높은 경우

적응행동의 수준 낮은 경우

적응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선형관계)

낮음
낮음

인지된 역할모호성

높음

(perceived role ambig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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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모호성의 인식기제: 고객지향성의 차이
역할모호성은 개인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되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기존의 성향들로 인해 역할모호성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나 적응행동(coping behavior)의 발현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Kahn et al., 1964). 특히, 관계적 속성이 강한 돌봄서비스에서는 서
비스 근로자가 갖고 있는 고객지향성에 따라 역할모호성의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고객지향성이 높은(개인화를 지향하는) 개인은 자신의 역할을 이
용자의 요구에 최대한 따르는 것으로 단순화(simplification)하기 때
문에 명확한 역할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다(Kahn et al., 1964).
즉, 동일한 직무상황을 두고 고객지향성이 높은 개인들은 역할모호
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고객지향성이 낮은(표준화를 지향하는) 개인은 자신의 직무
를 표준화·구조화시키고자 하며, 자신의 역할범위를 명확히 정의하
고자 한다(Kahn et al., 1964). 즉, 동일한 직무상황을 두고 고객지향
성이 높은 개인들은 역할모호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
다.
가설 3: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은 고객지향성이 높을수록 역할모호성을 낮게 인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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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
감정적 부조화(emotional dissonance)와 서비스 행동의 관계는 인
지된 역할모호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역할내재화이론
(role internalization)의 관점에서 역할모호성의 존재는 역할내재화
수준을 감소시키며(Hrebiniak and Alutto, 1972; Morris and Sherman,
1966; Welsh and LaVan, 1981), 이는 감정적 부조화가 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Morris and Feldman, 1996b).
그러나 역할내재화이론의 이러한 추론은 두 가지 차원에서 수정될
수 있다. 첫째, 감정노동의 수행과정에서 역할모호성을 경험할 때,
개인은 적응행동으로 대처함으로써(Kahn et al., 1964), 모호성 수준
읋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개인의 고객지향성에 따라 ‘모호한 감정
노동’에 대한 적응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Kahn et al., 1964).
고객지향성이 높은(개인화를 지향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역할을
이용자의 요구를 따르는 것으로 단순화(simplification)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의 수행과정에서 역할모호성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
나 이들은 이용자의 감정적 요구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과정
에서 과부하를 경험하며 소진에 빠지거나 정신적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 즉 고객지향성이 높은 근로자들은 감정노동의 상황에서 역할
모호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소진되기 쉬우며,
낮은 수준의 서비스행동(성과)을 보일 것이다.
반면 고객지향성이 낮은(표준화를 지향하는) 근로자는 구조화된
명확한 직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주어진 감정노동 상황을 모호하다
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들은 이용자의 감정노동의 요구
를 모두 받아들이기 보다는 거절(rejection)하거나 이용자가 자신의
방침에 따르도록 설득(persuasion)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감정적 부조화에 따른 소진과 정신적 자원의 고갈이 완화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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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고객지향성이 낮은 근로자들은 감정노동의 상황에서 역할모
호성을 크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거절(rejection)과 설득(persuasion)
의 적응행동을 통해 모호성을 경감시키므로 정신적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소진에 빠질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가설 4-1: 인지된 역할모호성의 수준이 낮을 경우, 역할모호성은 감정노동과 서비스행동의
부정적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4-2: 인지된 역할모호성의 수준이 높을 경우, 역할모호성은 감정노동과 서비스행동의
부정적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표 6] 가설 4의 정리: 인지된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에서 관찰가능한 관계
개인화 지향 높음

개인화 지향 낮음

(개인화 지향)

(표준화 지향)

역할모호성 인식

낮음

높음

모호한 감정노동 상황에

순응(compliance)

거절(rejection)

대한 적응행동

외면(disregard)

설득(persuasion)

-

+

구 분

예측되는
조절효과의 방향

- 51 -

제3절. 자료의 수집절차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종사하는 활동보조인들의 인식
(perception)을 측정하여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참
조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맥락에 적합하도록 설문문항을 재
구성하고, 측정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자료수집절차로서 먼저 예비설문지를 작성하고 그것의 현실적합성
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2곳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 활동보조인 5명과의 면접(interview)을 통해 설문문항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는지, 현장의 맥락과 비교하여 어색한 부분은 무엇인
지 보완사항을 물었다. 이후 보완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시에 소
재하는 한 자립생활센터의 활동보조인 64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
사를 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해 측정타당성 및 구성개
념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수정된 최종 설문지는 서울·경기·대
전에 소재하는 8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배포하였다.
배포된 총 1,400부의 설문지 중 1,145부가 회수되어, 약 81.79%의 회
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설문문항의 측정타당성을 검토하고 문항을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 장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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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관별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단위: 부)
지역구분

서울

기관명

발송

회수

G자활센터

100

73

N복지관

100

54

D자활센터

100

65

S자활센터

150

118

H복지관

250

195

S자활센터

100

88

K자활센터

350

326

H자활센터

250

226

1,400

1,145

경기
대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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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문항의 개발
1. 종속변수: 서비스 행동
활동보조인들의 서비스행동 측정지표는 Bettencourt et al.(2001)이
개발한 ‘서비스 지향적 조직시민행동(service-oriented OCB)17)’의 요
인 중 ‘서비스 전달(service delivery)’에 관한 문항과 Grandey(2003)
의 ‘친절한 서비스 전달(affective delivery)’의 문항을 참조하여 작성
하였다.
Bettencourt et al.(2001)의 연구에서 정의된 ‘서비스 전달’의 개념은
서비스 근로자의 역할행동 수행(role performance)와 관련한 신의성실
한 태도(conscientiousness)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비스 지침(guideline)
의 철저한 준수, 고객의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실수를 최소화
하는 서비스 전달의 완결성, 고객에 대한 친절성 등을 의미를 담고
있다. Grandey(2003)의 ‘친절한 서비스 전달’의 개념은 서비스 제공
상황에서 서비스 근로자의 예의(courtesy), 친근감(friendliness), 따뜻
함(warmth), 열정(enthusiasm), 진정성(sincerity) 등을 평가하는 문항
으로 구성된다.
(다음 장에서 계속)
17) Bettencourt et al.(2001)의 연구는 조직시민행동의 개념을 ‘충성(loyalty)’, ‘서비스
전달(service delivery)’, ‘참여(participation)’의 세 가지 하위지표로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충성’은 소속 서비스조직의 좋은 이미지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프로
모션(promotion) 행동을, ‘서비스 전달’은 서비스 근로자의 역할행동(in-role
behavior)과 역할 외 행동(extra-role behavior)을 포괄하는 조직의 효과성에 기여
하는 행동들을 의미한다. ‘참여’는 일선조직원으로서 서비스 근로자가 고객의 요구
와 불만사항, 서비스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조직에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조직의 학습과 장기적 효과성에 기여하는 행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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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서비스행동(Service Delivery)의 설문문항
문항

내 용

v1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이용자의 문제를 도와주려고 한다.

v2

서비스를 하다보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v3

이용자가 나를 믿고 서비스 받을 수 있게 신뢰감을 주려고 노력한다.

v4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가진 어려운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우려고 한다.

v5

사회서비스 이용자를 친절한 태도로 대하려고 한다.

v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기 보다는, 진정으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 고려한다.

2. 감정노동
감정노동의 측정문항은 Morris and Feldman(1996a, 1997)의 연구
가 제시한 감정표현의 빈도(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바람직한
감정표현에 요구되는 주의정도(attentiveness to required display
rules), 요구되는 감정표현의 다양성(variety of emotions required to be
expressed), 감정적 부조화(emotional dissonance)의 네 개 차원 가운
데, ‘감정표현의 다양성’을 제외한 세 개 요인에 대한 설문문항을 맥
락에 맞게 변용하였다. 박석희·송윤정(2013)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처럼, 사회서비스 분야의 근로자들이 이용자에게 표현해야 할 감정
의 유형이 주로 긍정적 감정(positive emotion)에 국한되고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표현의 다양성’ 개념이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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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의 설문문항
문항

내 용
감정표현의 빈도(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v1

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 감정을 숨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v2

서비스를 하다보면 힘들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숨겨야 할 경우가 많다

v3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바람직한 감정표현에 요구되는 주의정도(attentiveness to required display rules)

v4

일을 하면서 내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v5

이용자들을 언제나 미소로 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v6

기분이 나쁠 때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숨기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감정적 부조화(emotional dissonance)

v7

이용자를 대하는 내 모습은 자연스러운 내 모습이 아닌 일종의 연기에 가깝다.

v8

이용자와 만날 때 내가 느끼는 실제 감정과 표현하는 감정은 큰 차이가 있다.

v9

나는 내 솔직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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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모호성
역할모호성의 측정은 Rizzo, House, and Lirtzman(1970)의 설문문
항과 Singh and Rhoads(1991)의 설문문항 중 고객(customer)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여 아래의 다섯 문항을 배치하였다.
[표 10]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의 설문문항
문항

내 용

v1

내가 해야 할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R).

v2

새로운 이용자를 만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v3

이용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난감하다.

v4

이용자의 기대수준이 높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v5

서비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리절차를 잘 모르겠다(R).

4. 고객지향성
고객지향성은 Surprenant and Solomon(1987)의 연구에서 ‘과정의
개인화(process personalization)’의 개념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고
객지향성에서의 차이를 구분짓는 가장 핵심적 지표는 사회적 관계
에 대한 태도이다. 이는 서비스의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름을 기억하
거나 가벼운 사회적 대화를 나누는 기본적인 관계에서 시작하여, 이
용자와 서비스 근로자가 사적인 공간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나
누는 심화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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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고객지향성의 설문문항
문항

내 용

v1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준다.

v2

나는 이용자에게 ‘가족’이나 ‘친구’같은 사람이다.

v3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5. 통제변수
1) 이용자와의 관계
서비스의 전달은 이용자와의 대면접촉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용자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서비스 근로자가 행하는 서비
스 행동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용자와의 관계에 대한 설문문
항은 백종철(2008)의 연구에 포함된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설문문
항을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를 묻는 형식으로 수정·반영하였다.
[표 12] 이용자와의 관계의 설문문항
문항

내 용

v1

이용자와 나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R).

v2

가끔 이용자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

v3

사실 이용자에게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든다.

v4

이용자와 나는 서로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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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통제변수
‘종사경력’도 조직시민행동 또는 직무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통제
변수이다. 많은 활동보조인들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충
분한 경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초 입직 시 공인된 자격을 요구
하거나 충분한 실무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직무를 수행하
면서 이용자의 특성이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학습하게 된
다. 종사경력의 설문문항은 ‘1년 이하’, ‘1~2년’, ‘2~3년’, ‘3~4년’, ‘5년
이상’의 5점 척도에 맞추어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 밖에
‘월평균 임금’, ‘성별’, ‘연령’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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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예비조사(Pilot Study)
1. 면접조사
연구문제와 가설, 설문문항의 현실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
에 소재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보조인 5
인과 중간관리자 1인을 대상으로 예비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면접
조사는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미리 간략한 질문내용을 구성하되, 응
답자가 자유롭게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또한 미리 작성된 예비설문지에서 이해가 어려운 표
현이나 현장의 맥락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조언을 부탁하였다.
[표 13] 예비면접조사의 대상자
구 분

연령

성별

소속

면접일

활동보조인 A

60세

여

N복지관

2013.12.11

활동보조인 B

57세

남

N복지관

2013.12.11

활동보조인 C

35세

남

S자활센터

2013.12.11

활동보조인 D

57세

남

H복지관

2013.12.13

활동보조인 E

42세

여

H복지관

2013.12.13

중간관리자 F

33세

여

H복지관

2013.12.13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현 전달체계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이 우선
시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과도한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
며, 이것이 활동보조인들의 감정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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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급되었다. 감정노동의 수행이 서비스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을 등한시할 수 없는 현실을 강조하였으며, 때로는
이용자와의 우호적 감정교류로부터 활동보조인 역시 성취감과 보람
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감정노동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서
비스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기대 간극을
좁히는 것이 유효하다고 말하였다.
활동보조인 E: : 현 제도는 이용자 만족을 위해 소비자 선택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것은
서비스 내용이나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지 않으면 남용되기 쉽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용
자는 활동보조인을 처음 만날 때 면접을 본다. 여기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개인적으로 싫다는 이유 등으로 활동보조인을 배척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업무 프로
세스나 과정이 확립되어 있으면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든 차이도 적을 것이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감정적으로 부딪힐 일도 적을 것이다.

활동보조인 C : 절대적으로 서비스를 잘하고 말고의 개념이 없는 것 같다. 이용자 입장
에서 활동보조인이 감정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부정적 평가가 나오
고, 유대관계가 좋으면 조금 부족하고 서툴더라도 잘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것은 활동
보조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대관계가 좋으면 여기 나오는 무리한 요구가 무리한게
아니다.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용자와 활동조보인의 안정적인
유대관계가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먼저 필요하다 이 일이 감정노동이 강하기 때문에 서
로간의 감정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다. 절대적인 ‘잘한다’,‘ 못한
다’의 개념이 없다.

면접대상자들에게 역할모호성과 관련한 어려움을 물었을 때, 활동
보조인들은 대체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정당한 요구‘와 ’무리
한 요구‘의 경계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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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간추려진다. 첫째, 근본적으로는 활
동보조인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
는 활동보조인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명확한 경계를 획정하기가 매
우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 상황이나 상호작용의 맥락에 따라 활동
보조인의 역할이 달라지므로 그들의 역할정의는 늘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에서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에는 비대칭적인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용자가 선택권을
갖는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힘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으며, 제공기관
과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가 형성되었다.
활동보조인 B: 일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는 늘상 있지요. 내가 자가차량을 가지고 장
애아동을 통학시키는데 한 달 유류비를 그 집에서 대줘야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한달에
30만원 정도 유류비를 지원해주더니, 점점 20만원, 15만원으로 줄입니다. 이것도 그나마
내가 이해를 하다가 유류비를 안 주는 대신 서비스 시간을 줄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 얘긴데, 우리가 월급으로 100만원을 받는다 치면 그 중 20만원을 도로 내놓
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줄 수도 없는게 이용자들은 ‘당신 아니라
도 할 사람 많다’ 그런 식의 태도이거든요. 활동보조인 입장에서도 이용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라도 잘못 나면 몇 달동안 일거리도 없이 놀아야 합니다.

활동보조인 C: 나는 작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끔 이용자의 부모님이 먼 곳에 가실
때 나에게 차량으로 이동을 부탁할 때가 있다. 사실 나는 활동보조인으로서 이용자의 일
상활동만을 보조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탁이 한두번에 그치면 모르겠지만 습관화되면 지
나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활동보조인들은 유대관계가 깨어지면 서비스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사실 서비스 중단 요청이 들어올까봐 두렵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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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모호성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도 컸다. 국가 혹은 제공기관
으로부터 구체적 지침을 받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이드는 부족한 상태였다. 일선 제공기관의 관리자들은 과도한 문
서업무(paper work)에 떠밀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없었고,
활동보조인 개인이 스스로 대처해야 하는 몫이 컸다. 역할모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가차원의 틀, 가이드책자 등 서
비스 과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활동보조인 B: 기관은 서류업무나 윗선에서 요구하는 행정처리를 한다고 우리를 챙길 여
력이 없다. 변경된 정책을 우리에게 알리고 적용하는 정도지 우리의 고충은 우리가 알아
서 해야 하는 수준이다. 활동보조를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가 아닌 활동보조인만을 위한 가이드책자가 필요하다. 사례관리에 기반해서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상세한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활동보조인 D: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신경을 써주지만, 정작 힘든 문제
에서는 해결을 못해줍니다. 이런 문제는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틀
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건에 그런게 아쉽지요.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된
다 하는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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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 설문조사와 탐색적 요인분석(EFA)
1) 예비 설문조사의 개요
설문조사는 서울시에 소재한 한 자활센터의 활동보조인을 대상으
로 수행하였다. 표본은 2014년 1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
이에 고용계약서 갱신을 위해 제공기관을 방문한 활동보조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64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조사에
응한 활동보조인들은 대부분 40~50대 중년여성들이었다. 50~150만원
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경력 ‘5년 이상’의 활
동보조인이 약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4] 예비설문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
성별

빈도(명)

비율(%)

남

17

27.87

여

44

72.13

합계

61

100

[표 15] 예비설문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연령

빈도(명)

비율(%)

20대

2

3.17

30대

3

4.76

40대

17

26.98

50대

28

44.44

60대 이상

13

20.63

합계

6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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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예비설문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임금 분포
월평균 임금

빈도(명)

비율(%)

50만원 이하

7

12.28

50~99만원

21

36.84

100~149만원

19

33.33

150~199만원

8

14.04

200만원 이상

2

3.51

합계

57

100

[표 17 ] 예비설문조사대상자의 종사경력별 분포
종사경력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10

17.24

1~2년

10

17.24

2~3년

10

17.24

3~4년

11

18.97

5년 이상

17

29.31

합계

58

100

설문조사의 결과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을 통해 설문문항의 측정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배리맥스 회전방식(Varymax rotation)을 통해
설문문항 속에 잠재된 요인을 추출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들 가운데 회전된 요인적재량이 0.4 이하인 문항, 타 요
인에 대한 교차요인적재량이 0.4 이상인 문항, 공통성(communality)
이 0.4 이하인 문항들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표
본수가 많지 않은 예비설문조사의 결과를 절대적 기준으로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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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다는 대략적인 요인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본 설문조사에서 재
검증하기로 하였다. 예비조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부록을 참
조할 수

2) 탐색적 요인분석(EFA)의 결과
(1) 서비스행동
서비스 행동의 문항에는 두 개의 구성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1~2번 문항이 첫번째 요인을 구성하였고, 3~6번 문항에서
두 번째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18] 서비스행동의 구성요인
문항
v1

v2

v3

v4
v5
v6

내 용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이용자의 문제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를 하다보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가 나를 믿고 서비스 받을 수 있게 신뢰감을
주려고 노력한다.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
이용자를 항상 친절한 태도로 대한다.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일하기보다, 실제로 이 사
람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고유값(Eige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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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1

요인2

공통성

-0.034

0.811

0.659

0.021

0.743

0.553

0.804

-0.096

0.656

0.753

0.339

0.682

0.876

-0.042

0.769

0.721

-0.099

0.530

2.505

1.342

(2) 감정노동
감정노동의 설문문항에서 두 개의 구성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론적
예측과 달리 ‘바람직한 감정표현에 요구되는 주의정도’와 ‘감정적 부
조화’의 개념은 구분되지 되지 않았다. 7·8·12번 문항이 하나의 개념
을 구성하였고, 나머지 10·11·13·14번 문항이 또 다른 개념을 구성하
였다. 9번 문항은 교차적재량 0.4 이상으로 제거 대상이지만 본 조
사에서 재검증하기로 하였다.
[표 19] 감정노동의 구성요인
문항

내 용

요인1

요인2

공통성

0.372

0.782

0.749

0.357

0.790

0.751

0.416

0.725

0.698

0.717

0.370

0.652

0.844

0.305

0.805

-0.055

0.776

0.605

0.725

0.168

0.553

0.715

0.086

0.519

0.674

0.423

0.634

3.160

2.806

감정표현의 빈도
v7
v8
v9

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 감정을 숨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를 하다보면 힘들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숨겨야 할 경우가 많다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바람직한 감정표현에 요구되는 주의정도
v10
v11
v12

일을 하면서 내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느낀다.
이용자들을 언제나 미소로 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는 기분이 나쁠 때에도 이용자들에게 표현하지 않
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감정적 부조화

v13
v14
v15

이용자를 대하는 내 모습은 자연스러운 내 모습이
아닌 일종의 연기에 가깝다.
이용자와 만날 때 내가 느끼는 실제 감정과 표현하
는 감정은 큰 차이가 있다.
나는 내 솔직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
고 있다.
고유값(Eige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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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모호성
역할모호성의 다섯 개 문항에서는 두 개의 구성요인이 추출되었
다. 17~19번 문항이 하나의 개념을 구성하였고, 나머지 16번·20번 문
항이 다른 하나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표 20] 역할모호성의 구성요인
문항
v16
v17
v18
v19
v20

내 용
내가 해야 할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이
야기할 수 있다(R).
새로운 이용자를 만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이용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인
지 무척 난감하다.
이용자의 기대수준이 너무 높을 때, 어떻게 대처해
야 할지 모르겠다.
서비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리절차를 명확
히 알고 있다(R).
고유값(Eigen value)

요인1

요인2

공통성

-0.109

0.786

0.630

0.705

0.089

0.504

0.904

-0.012

0.818

0.874

-0.026

0.764

0.131

0.731

0.551

2.108

1.158

(4) 고객지향성
고객지향성의 세 문항에서는 하나의 구성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21] 고객지향성의 구성요인
문항

내 용

요인1

공통성

v21

이용자의 개인적 관심사를 들어주고 공감한다.

0.778

0.606

v22

나는 이용자에게 가족이나 친구같은 사람이다.

0.858

0.737

v23

이용자의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0.827

0.683

고유값(Eigen value)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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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문항에서는 공통분산이 낮은 24번을
제외한 25~27번 문항들이 하나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표 22] 이용자와의 관계의 구성요인
문항

내 용

요인1

공통성

v24

이용자와 나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R).

-0.588

0.346

v25

가끔 이용자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

0.847

0.717

v26

사실 이용자에게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든다.

0.867

0.751

v27

이용자와 나는 서로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편이다.

0.841

0.707

고유값(Eigen value)

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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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본 설문조사와 요인분석
1. 표본집단
표본집단은 서울과 경기, 대전에 소재한 여덟 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활동보조인들이다. 2014년도 2월부터 4
월까지 두 달간 전체 1,400부의 설문지를 각 기관에 송부하였고, 그
중 1,145부를 회수하였다. 결측치(missing value)가 과다하게 존재하
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185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남
은 960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23] 기관별 설문조사 현황(단위: 부)
지역구분

서울

기관명

발송

회수

제외

분석대상

G자활센터

100

73

18

55

N복지관

100

54

6

48

D자활센터

100

65

9

56

S자활센터

150

118

22

96

H복지관

250

195

35

160

S자활센터

100

88

17

71

K자활센터

350

326

56

270

H자활센터

250

226

22

204

1,400

1,145

185

960

경기
대전
합계

(다음 장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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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적 요인분석(EFA)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배리맥스 직교회전
법(varimax orthogonal rotation)에 따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자료의 요인분석 적합성에 대한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성 검정(measure of sampling adequacy)18)과 Bartlett의 구
형성(sphericity) 검정19)은 본 자료가 요인분석의 수행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표 24] 요인분석의 적합성 검정 결과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KMO = 0.8827
Bartlett test of sphericity(H0: variables are not intercorrelated)
χ2(406) = 12557.410
p-value = 0.000

탐색적 요인분석의 기준으로는 Kaiser규칙에 따라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들 중 회전된 요인적재량이 0.4 이하인 문
항, 교차요인적재량이 0.4 이상인 문항, 공통성(communality)이 0.4
이하인 문항들은 내적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문항의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α지수에 의거하여 그 값이 0.7 이
상이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8) KMO의 표본적합성은 그 값이 0.5 이상이면 요인분석의 결과가 타당함을 의미한다.
1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p-value가 0.05 이하이면 “변수간 공통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 요인분석의 기초적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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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행동
서비스행동의 설문문항에서 하나의 구성요인이 추출되었다. 공통
성이 0.4 이하인 1번, 2번, 6번 문항은 제거하였다. 요인의 내적신뢰
도는 0.825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표 25] 서비스행동의 구성요인
문항

내

용

요인1

공통성

serv1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이용자의 문제를 도와주려고 한다.

0.562

0.316

serv2

서비스를 하다보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0.473

0.224

0.799

0.639

0.825

0.681

0.794

0.631

0.620

0.384

serv3

serv4

serv5

serv6

이용자가 나를 믿고 서비스 받을 수 있게 신뢰감을 주
려고 노력한다.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지속적으
로 관심을 갖고 도우려고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자를 친절한 태도로 대한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진
정으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 고려한다.
고유값(Eigen value)

2.874

신뢰도(Cronbach’s alpha)

0.825

2) 감정노동
감정노동의 문항에서는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바람직한 감
정표현에 요구되는 주의정도’와 ‘감정적 부조화’의 개념은 하나의 요
인으로 묶여 구분되지 않았으며, 문항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감정
- 72 -

적 부조화’ 요인으로 통합하였다. 설문문항 중 교차적재량이 0.4 이
상으로 나타난 4번 문항은 분석대상에서 제거하였으며, 각 요인의
Cronbach’ α값은 0.839과 0.843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표 26] 감정노동의 구성요인
문항

내

용

요인1

요인2

공통성

0.120

0.868

0.767

0.137

0.897

0.822

0.368

0.755

0.705

0.647

0.416

0.592

0.743

0.283

0.632

0.750

0.240

0.621

0.794

0.085

0.638

0.785

0.144

0.637

0.665

0.307

0.537

고유값(Eigen value)

4.579

1.371

신뢰도(Cronbach’s alpha)

0.839

0.843

감정표현의 빈도(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emo1

emo2

emo3

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 감정을 숨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를 하다보면 힘들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숨겨야 할 경우가 많다.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적 부조화(emotional dissonance)
emo4

emo5

emo6

emo7

emo8

emo9

이용자들을 언제나 미소로 대하는 것이 어렵다
고 느낀다.
이용자들을 언제나 미소로 대하는 것이 어렵다
고 느낀다.
기분이 나쁠 때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숨기는 것
이 어렵다고 느낀다.
나는 이용자를 대할 때 자연스러운 내 모습이
아닌 일종의 연기를 하고 있다.
이용자와 만날 때 내가 느끼는 실제 감정과 표
현하는 감정은 큰 차이가 있다.
나는 내 솔직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단일 차원 신뢰도(Composite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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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1

3) 역할모호성
역할모호성의 설문문항에서는 하나의 구성요인이 추출되었다. 공
통분산이 0.4 이하인 1번 문항은 제거하였다. 요인의 내적신뢰도는
0.802으로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27] 역할모호성의 구성요인
문항
roamb1

roamb2

roamb3

roamb4

roamb5

내

용

내가 해야 할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새로운 이용자를 만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
막할 때가 많다.
이용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난감하다.
이용자의 기대수준이 너무 높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서비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리절차를 잘 모르
겠다.

요인1

공통성

0.562

0.316

0.775

0.601

0.797

0.636

0.828

0.686

0.709

0.503

고유값(Eigen value)

2.741

신뢰도(Cronbach’s alpha)

0.802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 74 -

4) 고객지향성
고객지향성의 설문문항에서는 전체 세 문항이 하나의 요인을 구성
하였다. 내적신뢰도는 0.756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표 28] 고객지향성의 구성요인
문항
pers1
pers2
pers3

내

용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적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경
청해 준다.
나는 이용자에게 가족이나 친구같은 사람이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요인1

공통성

0.780

0.609

0.858

0.736

0.827

0.684

고유값(Eigen value)

2.029

신뢰도(Cronbach’s alpha)

0.757

5)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와의 관계를 묻는 세 문항은 하나의 구성요인으로 추출되었
다. 내적신뢰도는 0.869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표 29] 이용자와의 관계의 구성요인
문항

내

용

요인1

공통성

user1

가끔 이용자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

0.908

0.824

user2

사실 이용자에게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든다.

0.918

0.844

user3

이용자와 나는 서로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편이다.

0.848

0.719

고유값(Eigen value)

2.386

신뢰도(Cronbach’s alpha)

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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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탐색적 요인분석(EFA)의 결과요약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5개
문항을 제거하고, 전체 21개의 설문문항을 분석대상으로 유지하였
다.
[표 30]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Alpha

예비조사
문항수

본조사
문항수

서비스행동

4.261

0.493

0.825

6

3

감정

감정표현의 빈도

3.383

0.756

0.839

3

3

노동

감정적 부조화

2.529

0.665

0.843

6

5

역할모호성

2.888

0.758

0.802

5

4

고객지향성

3.986

0.559

0.757

3

3

이용자와의 관계

3.718

0.781

0.867

3

3

26

21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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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적 요인분석(CFA)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보한 문항들이 구성개념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판별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
형적합도(model fit)는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χ2,
RMSEA, CFI, TLI에 근거하여 판별하였으며, 적합여부의 기준20)은
아래 [표 31]과 같다(Barrett, 2007; Bentler and Bonnet, 1980; Browne
and Cudeck., 1993; 홍세희, 2000).
20) 모형적합도(model fit)의 판단기준으로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ices)와 점증적
합지수(incremental fit indices)가 있다. 절대적합지수는 주어진 모형(model)이
자료
(data)의 부합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대표적인 것은 카이제곱(χ2)이다. χ2는 모
형을 통해 추정된 공분산 구조(covariance matrices)와 표본(sample)간에 존재하는
편차의 크기를 평가하는 것으로(Hu and Bentler, 1992), ‘두 공분산 구조 사이에 차
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2기각되지 않으면 모형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Barrett, 2007). 그러나 χ 는 표본의 관측치수에 매우 민감하여 대표본에서는 거의
귀무가설을 기각하고(Jöreskog and Sörbom, 1993), 소표본에서는 급격히 통계적 검
정력을 상실하여 좋은 모형과 좋지 않은 모형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Kenny and McCoach, 2003).
절대적합지수로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χ2의
단점으로 지적된 표본크기에 구애받지 않으며(홍세희, 2000), 모형의 간명성
(parsimony)을 고려한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RMSEA의 잘 알려진
판단기준으로는 지수값이 0.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05~0.08의 범위이
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0.1 이하이면 보통적합도(mediocre fit), 0.10 이상
이면 수용불가능한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의미한다는 제안이 있다(Browne
and Cudeck, 1993; 홍세희, 2000).
한편, 점증적합지수는 주어진 모형을 기저모형(baseline model)에 2비교하여 적합
도의 점증적 변화를
평가한다. NFI(Normed-Fit Index)는 모형의 χ 값을 기초모형
(null model)의 χ2값과 비교하여 모형을 평가한다. NFI는 보통 0.9 이상이면
모형이
좋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데(Bentler and Bonnet, 1980), χ2와 마찬가지
로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점이 있다(Bentler, 1990). TLI(Tucker-Lewis
Index)는 NFI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지표로 보다 간명한 모형을 선호하는 특징
이 있지만, 역시 표본크기가 작을 때 모형적합도를 낮게 평가하는 단점이 있다.
CFI(Comparative Fit Index) 역시 표본크기에 민감한 NFI의 단점을 보완한 지표로
(Tabachnick and Fidell, 2007), 역시 0.9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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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측정모형의 적합도 판단기준
적합도 지수

경계값(Cut-Off Point)

판단기준

p>0.10

적합(fit)

0.10 이상

수용불가능(unacceptable fit)

0.08 - 0.10

보통(mediocre fit)

0.05 - 0.08

괜찮음(reasonable fit)

0.05 이하

좋음(close fit)

CFI

0.9 이상

좋음(good fit)

TLI

0.9 이상

좋음(good fit)

χ2
절대
적합
지수

RMSEA

점증
적합
지수

참고: Barrett(2007); Bentler and Bonnet(1980); Browne and Cudeck.(1993);홍세희(2000)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절대적합지수로서 χ2값은
‘이론모형과 자료의 공분산구조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모형이 부적합함을 나타냈다. 다만, χ2값은 표본의 관측치수에 매우
민감하여 대표본에서는 거의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문제가 있
으므로(Jöreskog and Sörbom, 1993), χ2의 단점을 보완한 대안적 지
표값을 참고하였다. RMSEA값은 0.068로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를 나타냈으며, 점증적합지수인 CFI와 TLI 역시 각각 0.9 이상으
로 좋은 적합도(good fit)으로 나타났다.
[표 32]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
구분

모형적합도

비고

χ2

χ2(174)=949.161

p<0.10(부적합)

RMSEA

0.068

괜찮음(reasonable fit)

CFI

0.919

좋음(good fit)

TLI

0.903

좋음(good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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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확인적 요인분석(공분산모형)

e1

e2

e3

serv3

serv4

serv5

SERV
e12

roamb2

e13

roamb3

e14

roamb4

e15

roamb5

ROAMB

e16

pers1

e17

pers2

e18

pers3

FED

PERS

EDI

emo1

e4

emo2

e5

emo3

e6

emo5

e7

emo6

e8

emo7

e9

emo8

e10

emo9

e11

USER

user1

user2

user3

e19

e20

e21

범

례

SERV: 서비스행동

FED: 감정표현의 빈도

ROAMB: 역할모호성

PERS: 고객지향성

EDI: 감정적 부조화
USER: 이용자와의 관계

각 요인에 대한 측정문항들의 표준화 회귀계수 역시 0.5 이상의
유의미한 값을 보여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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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문항

내

요인적재량

용

(std.)

z-value

설명
분산

SERV: 서비스 행동(service behavior)
serv3

serv4

serv5

이용자가 나를 믿고 서비스 받을 수 있게 신뢰감을
주려고 노력한다.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지속적
으로 관심을 갖고 도우려고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자를 친절한 태도로 대한다.

0.771***

43.56

0.405

0.771***

43.37

0.406

0.804***

48.37

0.353

0.793***

50.08

0.371

0.856***

60.76

0.268

0.760***

42.72

0.422

0.713***

34.67

0.491

0.705***

33.8

0.503

0.737***

39.67

0.457

0.759***

41.59

0.424

0.696***

34.78

0.515

29.97

0.560

FED: 감정표현의 빈도(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emo1

emo2

emo3

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 감정을 숨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를 하다보면 힘들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숨겨야 할 경우가 많다.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
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EDI: 감정적 부조화(emotional dissonance)
emo5

emo6

emo7

emo8

emo9

이용자들을 언제나 미소로 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기분이 나쁠 때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숨기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나는 이용자를 대할 때 자연스러운 내 모습이 아닌
일종의 연기를 하고 있다.
이용자와 만날 때 내가 느끼는 실제 감정과 표현하
는 감정은 큰 차이가 있다.
나는 내 솔직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
고 있다.

ROAMB: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
roa2

새로운 이용자를 만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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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4***

문항

roa3

roa4

roa5

내

요인적재량

용

(std.)

이용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인
지 난감하다.
이용자의 기대수준이 너무 높을 때, 어떻게 대처해
야 할지 모르겠다.
서비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리절차를 잘 모
르겠다.

z-value

설명
분산

0.764***

40.89

0.417

0.804***

46.56

0.353

0.607***

25.07

0.632

0.638***

26.26

0.593

0.755***

36.81

0.430

0.764***

37.79

0.416

PERS: 고객지향성
pers1
pers2
pers3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적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준다.
나는 이용자에게 가족이나 친구같은 사람이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고 노력한다.
USER: 이용자와의 관계

user1

가끔 이용자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

0.862***

75.57

0.258

user2

사실 이용자에게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든다.

0.904***

88.61

0.183

user3

이용자와 나는 서로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편이다.

0.742***

43.94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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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
1. 기술통계량과 연속형 변수의 정규성(normality) 검토
연속형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정규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종속변
수인 서비스행동은 평균 4.26으로 5점 척도 중 4점에 해당하는 비교
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들은 5점 척도 중 3점에 가
까운 평균값을 형성하였다. 변수들의 표준편차는 0.5~0.8 정도로 평
균값을 중심으로 조밀하게 분포하였다.
[표 34] 연속형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변 수 명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서비스행동(SERV)

960

4.261

0.493

-0.142

3.188

감정표현의 빈도(FED)

960

3.383

0.756

-0.301

2.828

감정적 부조화(EDI)

960

2.529

0.665

0.452

3.448

역할모호성(ROAMB)

960

2.888

0.758

0.118

2.880

고객지향성

960

3.986

0.559

-0.416

4.375

이용자와의 관계

960

3.718

0.781

-0.489

3.180

월평균 임금

936

2.380

0.752

0.472

3.566

종사경력

946

2.886

1.479

0.085

1.595

연령

933

50.14

8.305

-0.433

3.952

통계값으로 볼 때, 변수들은 대체로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갖
고 있으나 일부 변수들은 세첨분포(leptokurtic distribution)로 분류
될 가능성도 있다. 변수의 정규분포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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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지만21), 정규성을 조금이라도 위배할 경우 통
계적으로 정규분포가 아니라는 진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왜도와 첨
도의 절대값 크기를 통해 정규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대안적 방
법이 될 수 있다(권현수, 2009).
Kline(2005)의 기준에 따르면 왜도는 절대값 3을, 첨도는 8 또는
10을 초과하면 정규성에 극단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며(권현수,
2009 재인용), West, Finch, and Curran(1995)의 연구 역시 왜도는
절대값 2를, 첨도는 7을 초과할 때 정규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왜도는 절대값 0.085에서 0.489의 범
위에 분포하고 있고, 첨도는 최대 4.375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으므
로 정규성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표본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집단은 여성이 86.18%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78%를 구성하고 있다. 60대 이상의 고령
층도 약 15%를 차지하였다. 종사경력별로는 ‘1년 이하’가 25.79%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의 장기경력자는 약 20%를 차지하였다. 월
평균 임금에서는 50~99만원 사이의 임금을 수령하는 활동보조인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활동보조인은
약 7%에 지나지 않았다. 이용자의 장애유형에서는 지체장애가 가장
많았으며(36.67%), 지적장애(20.4%), 자폐(19.27%), 뇌병변(19.06%)
이 그 뒤를 이었다.
21) Shapiro-Wilk nomality test, Kolmogorov-Smirnov normality test 등이 주로 사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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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성별 분포
성별

빈도(명)

비율(%)

남

131

13.82

여

817

86.18

합계

948

100

[표 36] 연령별 분포
연령

빈도(명)

비율(%)

20대

23

2.47

30대

49

5.25

40대

344

36.87

50대

401

42.98

60대 이상

116

12.43

합계

933

100

[표 37] 종사경력별 분포
종사경력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244

25.79

1~2년

175

18.50

2~3년

159

16.81

3~4년

181

19.13

5년 이상

187

19.77

합계

94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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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월평균 임금 분포
월평균 임금

빈도(명)

비율(%)

50만원 이하

81

8.65

50~99만원

483

51.60

100~149만원

315

33.65

150~199만원

49

5.24

200만원 이상

8

0.85

합계

936

100

[표 39] 담당 이용자의 장애유형별 분포(중복응답)
이용자 장애유형(중복응답)

빈도(명)

비율(%)

지체장애

352

36.67

뇌병변(뇌성마비, 뇌졸중)

183

19.06

시각장애

142

14.79

언어장애

124

12.92

청각장애

17

1.77

안면장애

9

0.94

신장

7

0.73

심장

12

1.25

간

8

0.83

폐(호흡기)

20

2.08

장루/요루

10

1.04

간질

25

2.60

지적장애

196

20.42

자폐증

185

19.27

정신장애

34

3.54

기타

20

2.08

외부 신체기능

내부기관

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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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외적으로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을 때 조사대상의 약 63%
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현재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는 시간당 급여수준(52%), 일을 통한 장기적 발전
가능성(15%), 고용의 불안정성(8%), 하고 있는 일의 내용(7%), 이용
자와의 관계(7%) 등을 꼽았다.
[표 40] 전반적 직무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빈도(명)

비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8

0.85

만족하지 않는다

35

3.71

보통이다

304

32.24

만족한다

493

52.28

매우 만족한다

103

10.92

합계

943

100

주) ‘선생님께서는 이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에 대한 응답 분포
[표 41]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빈도(명)

비율(%)

시간당 급여수준

180

52.02

일을 통한 발전가능성

53

15.32

고용의 불안정

30

8.67

하고 있는 일의 내용

25

7.23

이용자와의 관계

25

7.23

과도한 근무시간

13

3.76

작업환경

13

3.76

유사직군과 비교한 근로조건

5

1.45

기관과의 관계

2

0.58

합계

34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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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관계 분석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감정적 부조화와 역할모호성은 서
비스행동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감정표현의 빈도는 서비
스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용자와의 관계, 월평균
임금수준, 종사경력 역시 서비스행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감정표현의 빈도, 감정적 부조화 그리고 역할모호성은 서
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묶였다.
고객지향성은 역할모호성 및 감정적 부조화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종사경력은 감정표현의 빈도 및 감정적 부조화와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용자와의 관계는 감정노동의 두 요인들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표 42] 상관관계 분석

감정표현
빈도
감정적
부조화
역할
모호성
고객
지향성
이용자
관계
월평균
임금수준
종사
경력
연령

서비스

감정표현

감정적

역할

고객

이용자

월평균

행동

빈도

부조화

모호성

지향성

관계

임금수준

종사경력

0.075**
-0.222***

0.500***

-0.099***

0.354***

0.429***

0.537***

0.020*

-0.242***

-0.154***

0.231***

-0.412***

-0.580***

-0.378***

0.290***

0.058*

0.049

0.059*

0.010

-0.009

-0.077**

0.059*

0.100***

0.086***

0.026

0.048

-0.121***

0.317***

-0.002

-0.033

-0.026

-0.048

0.031

-0.047

0.046

주1) 상관계수의 유의수준 표기: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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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제4절. 감정노동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
1. 분석모형의 설계
감정노동이 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의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모형은 서비스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며,
감정노동의 두 요인(감정표현의 빈도, 감정적 부조화)이 독립변수를
구성한다. 통제변수로는 이용자와의 관계, 월평균 임금, 종사경력, 연
령, 이용자의 장애유형이 포함되었으며,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
하는 더미변수( )가 포함되었다.


                  
                  








  

  

  서비스 행동   
  감정표현의 빈도     
  감정적 부조화   
  이용자와의 관계

/   종사경력
  성별더미 여성    /   연령
  월평균 임금수준

  개 장애유형 더미변수  중복응답 
   기관별 특성 더미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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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수준 잔차   개인    기관 조직 

2. 분석결과
아래 회귀모형의 분석결과는 감정노동과 서비스행동의 관계에 대
한 가설 1-1과 가설 1-2를 지지하고 있다. 감정표현의 빈도 증가는
서비스행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감정적 부조화 수준의 증가는
서비스행동의 감소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
정적 부조화가 감정노동의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
며(Hochschild, 1983; Morris and Feldman, 1996a, 1997), 감정노동의
일환으로서 긍정적 감정을 이용자에게 표현하는 행동 자체는 서비
스 근로자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연구결
과를 재확인하는 결과이다(Cöté, 2005; Adelmann and Zajonc, 1989).
[그림 9] 감정노동과 서비스행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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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감정노동과 서비스행동의 관계(OLS, FE model)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DV: 서비스행동
FED

OLS
0.162***
(0.023)
-0.257***
(0.026)

FE
0.149***
(0.023)
-0.233***
(0.027)

OLS
0.172***
(0.024)
-0.172***
(0.031)
0.133***
(0.025)
0.0457**
(0.022)
0.014
(0.011)
0.119**
(0.047)
-0.00018
(0.002)

FE
0.161***
(0.024)
-0.162***
(0.031)
0.120***
(0.025)
0.0455**
(0.022)
0.0152
(0.011)
0.0561
(0.048)
-7.41E-05
(0.002)

통제

통제

감정표현 빈도

EDI
감정적 부조화

USER
이용자와의 관계

wage
월평균 임금

tenure
재직경력

gender
성별, 여=1

age
연령

16개 장애유형
기관더미

통제
***

Constant

4.363
(0.075)

R2

0.095

4.347
(0.074)

3.325
(0.205)

0.095

0.147

960

960

# of group
주1) (

통제
***

F(7.950)=8.18
(0.0000)

F-test
all ui=0
Obs.

***

3.431***
(0.203)
0.143
F(7.892)=5.78
(0.0000)

923

923

8

8

)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표기함. 단, F-test(all ui=0)의 결과는 (

)안에 통계치의 p-value를

기입함.
주2) 유의수준 표기: * p<0.1; ** p<0.05; *** p<0.01

통제변수 중에서는 이용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월평균 임금수준
이 높을수록 서비스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서비스
행동 수준과 관련한 개별 제공기관의 고정효과는 F-test를 통해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감정노동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 두드
러지는 차이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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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 분석
1. 역할모호성과 서비스행동의 관계
1) 분석모형의 설계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역할모호성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모형은 역할모호성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를 각각 선형(linear form)과 2차함수(quadratic form)의 비선형
으로 가정하는 두 개의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비선형모형의 유의성
은 역할모호성과 관련하여 개인의 적응행동(coping behavior)이 존
재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통제변
수로는 이용자와의 관계, 월평균 임금수준, 종사경력, 성별, 연령, 이
용자 장애유형, 기관별 특성 더미변수 등이 포함되었다.
[모형 1]

          
                      








  

  

[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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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행동   
  역할모호성   
  이용자와의 관계
  월평균 임금수준
  종사경력
  성별더미 여성   
  연령
  개 장애유형 더미변수  중복응답 
   기관별 특성 더미변수
   개인 수준 잔차   개인    기관 조직 

2) 분석결과
회귀분석의 결과는 역할모호성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가 U형의 2
차함수 관계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고 있다. 모형 1에
서 역할모호성과 서비스행동의 선형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모
형 2에서 역할모호성과 서비스행동의 유의한 2차함수의 관계가 성
립하였다. R2값 역시 2차함수 형태의 비선형으로 추정하는 것이 선
형 추정에 비해 모형설명력이 증대됨을 보여주었다.
역할모호성과 서비스행동의 관계가 U형의 비선형관계를 통해 설
명된다는 사실은 인지된 역할모호성의 수준이 높은 서비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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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모호성의 근원을 해소하거나 모호성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
를 해소하는 등의 적응행동(coping behavior)을 통해 역할모호성에
대응하였음을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가 된다(Kahn et al., 1964;
Nygaard and Dahlstrom, 2002;). 만일 개인의 적응행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인지된 역할모호성의 수준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는 전통적 이론과 같이 부정적 선형관계로 나타날 것이다(Kahn
et al., 1964).
[표 44] 역할모호성과 서비스행동의 관계(FE model)
모형

모형 1

모형 2

DV: 서비스행동
ROAMB2

linear

연령

-0.0201
(0.023)
0.123***
(0.023)
0.0444**
(0.023)
0.0190*
(0.012)
0.0965**
(0.049)
-0.000303
(0.002)

quadratic
0.111***
(0.020)
-0.672***
(0.120)
0.120***
(0.023)
0.0399*
(0.022)
0.0169
(0.011)
0.0950**
(0.048)
-0.000642
(0.002)

16개 장애유형

통제

통제

기관더미

통제

통제

역할모호성2

ROAMB
역할모호성

USER
이용자와의 관계

wage
월평균 임금

tenure
재직경력

gender
성별, 여=1

age

주1) (

-

Constant

***

3.570
(0.179)

4.507***
(0.245)

R2

0.0851

0.1150

F-test
all ui=0

F(7.893)=6.65
(0.0000)

F(7.892)=6.63
(0.0000)

Obs.

923

923

# of groups

8

8

)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표기함. 단, F-test(all ui=0)의 결과는 (
기입함.

주2) 유의수준 표기: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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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통계치의 p-value를

모형 1과 모형 2에서 서비스 행동의 추정치(estimated value)와 역
할모호성의 관계를 도시한 [그림 10]에서 관계의 방향이 변화하는
변곡점은 역할모호성값 3.03 부근에서 나타났다. 이는 설문에 대한
응답값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역할모호성의 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
을 때 ‘그렇다’라고 응답한 활동보조인과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활동보조인 사이에서 역할모호성 인식의 구조적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림 10] 인지된 역할모호성과 서비스행동의 관계
3.03

HIGH

LOW

적응행동의 영역

<역할모호성 인식여부에 대한 설문의 응답값>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자신의 역할의 역할이 모호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개인들은(응답구
간: 1~3.03), 역할모호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서비스 행동의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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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부정적 선형관계를 나타냈다. 반대로, 자신의 역할이 모호
하다고 평가하는 개인들의 경우(응답구간: 3.03~5), 인지된 역할모호
성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서비스 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관계
를 나타냈다. 이 두 집단은 유사한 업무환경 속에서 역할모호성에
대한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역할모호성과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두 집단이 역할모호성에 대
해 다른 행태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역할모호성과 성과(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선형증가 구간은 일반
적응증후군이론(Nygaard and Dahlstrom, 2002)과 Kahn et al.(1964)
의 문헌에서도 개인의 적응행동(coping behavior)의 결과로 설명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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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모호성 인식의 결정요인
1) 분석모형의 설계
아래에서는 활동보조인들이 역할모호성을 상이하게 인식하고, 그
에 대해 다른 행태적 반응을 보이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고객지향성
과 역할모호성의 관계를 밝힌다. 2차곡선의 변곡점 위치(역할모호성
=3.03)을 기준으로 역할모호성을 그보다 낮게 인식하는 개인들을
‘LOW집단’(응답구간: 1~3.03)으로22) 구분하여, 활동보조인이 갖고
있는 고객지향성과 ‘LOW’집단에 속할 확률의 관계를 추정해보았다.
‘LOW’ 집단에 속할 확률은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으로 추정하
였다. 종속변수는 특정 개인이 LOW집단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
면 ‘0’으로 코딩한 범주형 변수이며, 독립변수로는 고객지향성 변수
(PERS)을 포함하였다. 그 밖에 월평균 임금, 종사경력, 성별, 연령
등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집단



⇒  i f  ≺  
 i f  ≥  



  고객지향성
  월평균 임금수준

22) 별도로 역할모호성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들을 ‘HIGH’(응답구간: 3.03~5)로 구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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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경력
  성별더미 여성   
  연령
   개인 수준 잔차   개인    기관 조직 

2) 분석결과
프로빗 모형의 분석결과는 활동보조인들의 고객지향성이 역할모호
성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어, 가설 3의 내용
을 지지하고 있다. 고객지향성이 높을수록, 즉 개인화에 대한 지향
을 가진 서비스 근로자일수록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객지향성이 높은 활동보조인들은 이용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하며, 이용자의 요구에 최대한 순응(compliance)하는 것이 바람직한
서비스 상황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
기대를 언제나 수용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어서(bending with wind),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Kahn
et al., 1964). 고객지향성이 높은(개인화 지향을 가진) 활동보조인일
수록 동일한 역할정보의 조건에서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지 않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역할모호성 응답: 1-3.03/ 전혀 그렇지 않
다~보통이다).
반면 고객지향성이 낮은 활동보조인들은 이용자와 개인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서비스 전달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며, 미리 약
정된 표준화된 서비스의 내용에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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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는 갑작스런 돌발상황이나 구조화되지 않
은 일의 요구가 스트레스의 요인이므로, 자신의 명확한 역할정보를
필요로 한다(Kahn et al., 1964). 고객지향성이 높은(표준화 지향을
가진) 활동보조인일수록 동일한 역할정보의 조건에서도 자신의 역할
이 모호하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역할모호성 응답: 3.03-5/ 보통
이다~매우 그렇다).
한계효과를 기준으로 보면, 고객지향성이 1점 증가할 때 LOW 집
단에 속할 확률은 약 9.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지향성이
가장 높은 활동보조인은 고객지향성이 가장 낮은 활동보조인에 비
해 LOW집단에 속할 확률이 약 44.3%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5] 역할모호성 반응기제로서 개인화 지향(Probit model)
Probit model

DV: LOW
coefficient

≺ 
 ii ff 
 ≥ 

(standard error)

PERS

0.257***

0.096***

개인화 지향

(0.077)

(0.029)

wage

0.00856

0.003

월평균 임금

(0.060)

(0.023)
*

marginal effect

tenure

-0.0557

-0.021*

재직경력

(0.031)

(0.012)

gender

-0.0593

-0.022

성별, 여=1

(0.127)

(0.047)

age

0.00249

0.001

연령

(0.005)

(0.002)

Constant

-0.606
(0.418)

Log-likelihood
LR test
Obs.
주) (

-559.9537
χ2(6)=90.52
p=0.0000
923

)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표기함. 유의수준 표기: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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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
1) 분석모형의 설계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아래와 같이 구성
되었다. 종속변수는 서비스 행동(SERV)이며, 독립변수로는 감정표
현의 빈도(FED)와 감정적 부조화(EDI)가 포함되었다. 역할모호성
(ROAMB)은 감정적 부조화(EDI)와 서비스행동(SERV)의 관계를 조
절하는 조절변수로 포함되었다.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모형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23)을 하나
의 회귀식에 넣을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
로(Baron and Kenny, 1986), 감정표현의 빈도(FED)와 감정적 부조
화(EDI), 역할모호성(ROAMB)은 평균중심화(mean-centering)24)를 취
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역할모호성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가 U형의 비선형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모형 3]에서는 각각 ‘역할모호성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
(LOW)’과 ‘역할모호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HIGH)’에서 역할모호
성의 조절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였다. 이 회귀식에서
LOW집단의 더미변수와 감정적 부조화(EDI), 역할모호성(ROAMB)
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25)는 HIGH집단에 대비한 조절효과의 차
이를 의미한다. 또한 감정적 부조화(EDI)와 역할모호성(ROAMB)의
상호작용항26)은 일반적 조절효과의 의미가 아니라 HIGH집단에서의
조절효과의 크기로 해석된다.
23) 감정표현의 빈도(FED), 감정적 부조화(EDI), 역할모호성(ROAMB), 감정적 부조화
와 역할모호성의 상호작용항(EDI*ROAMB)
24) 각 변수값에서 평균값을 제하는 방법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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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형에서 통제변수로는 이용자와의 관계, 종사경력, 성별, 연령,
이용자의 장애유형, 각 기관의 고유효과에 대한 더미가 포함되었다.
[모형 1, 모형2]

                   
      
                      








  

  

[모형 3]

                   
      
          
      
                      








  

  

  서비스 행동   
   감정표현의 빈도     
  감정적 부조화     
   역할모호성     
    역할모호성 낮은 개인의 더미  i f    
  이용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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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임금수준
  종사경력
  성별더미 여성   
  연령
  개 장애유형 더미변수  중복응답 
   기관별 특성 더미변수
   개인 수준 잔차   개인    기관 조직 

2)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감정표현의 빈도(FED)는 서비스 행동의 수
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감정적 부조화(EDI)는 서비스 행동의 수준
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역할모호성(ROAMB)
변수는 서비스 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인지된 역할모호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정적 부조화가 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함을 의
미한다. 이것은 역할모호성의 증가가 감정부조화와 서비스행동의 부
정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역할내재화 이론의 예측과 상
충하는 결과이다.
[모형 3]의 분석결과는 ‘역할모호성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LOW)’
과 ‘역할모호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HIGH)’에서 역할모호성의 조
절효과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HIGH집단의 조절
효과는 βHIGH=0.185로 감정적 부조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LOW집단의 조절효과는 βLOW=-0.00927)로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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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화의 부정적 효과를 미약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 분석
모형
FEDmc

모형 1
0.164***
(0.024)
-0.156***
(0.031)
-0.0214
(0.023)

모형 2
0.171***
(0.024)
-0.171***
(0.031)
-0.0141
(0.023)
0.100***
(0.025)

연령

0.116***
(0.025)
0.0457**
(0.022)
0.0147
(0.011)
0.0588
(0.048)
-0.000181
(0.002)

0.122***
(0.025)
0.0395*
(0.022)
0.014
(0.011)
0.048
(0.047)
-0.000128
(0.002)

모형3
0.171***
(0.024)
-0.239***
(0.044)
-0.0468
(0.039)
0.185***
(0.046)
-0.194**
(0.087)
-0.03
(0.055)
0.122***
(0.025)
0.0387*
(0.022)
0.015
(0.011)
0.0476
(0.047)
-0.000138
(0.002)

16개 장애유형
기관더미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Constant

3.587***
(0.154)
0.144
F(7.891)=5.83
(0.0000)
923

3.556***
(0.153)
0.159
F(7.890)=5.84
(0.0000)
923

3.573***
(0.159)
0.164
F(7.888)=5.71
(0.0000)
923

감정표현 빈도

EDImc
감정적 부조화

ROAMBmc
역할모호성

EDImc*ROAMBmc
EDImc*ROAMBmc
*ROAMB_LOW
ROAMB_LOW
( i f    )

USER
이용자와의 관계

wage
월평균 임금

tenure
재직경력

gender
성별, 여=1

age

R2
F-test
all ui=0
Obs.
주1) (

)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표기함. 단, F-test(all ui=0)의 결과는 (

)안에 통계치의 p-value를

기입함.
주2) 유의수준 표기: * p<0.1; ** p<0.05; *** p<0.01

아래 [그림 11]은 [모형 3]의 결과를 바탕으로 LOW집단과 HIGH
27) βLOW=βHIGH-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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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 감정적 부조화와 서비스 행동의 추정치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HIGH집단은 LOW집단에 비해 완만한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감정적 부조화가 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HIGH집단에서 상쇄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다고 평가하는 근로자들(HIGH)은 고객지향
성이 낮은(표준화 지향을 가진) 개인들로서, 동일한 감정노동의 상
황에서 역할모호성이 높다고 인지할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상황에
서 감정노동의 모호성을 줄이고자 하는 적응행동(이용자가 자신의
업무방침에 따르도록 설득하는 행위, 이용자의 감정적 요구를 거절
하는 행위)을 통해 감정적 부조화가 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당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두 집단의 기울기 차이는 적응행동(coping behavior)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이용자의 감정적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인 순응을 보
이는 LOW집단과, 미리 약속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
절·설득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HIGH집단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1] 인지된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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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세 가지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감정적 부조화 수준에 따라서 두 집단의 서비스 행동에
서의 비교우위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감정적 부조화 수준이 낮을 경
우(약 2.6 이하), LOW집단이 HIGH집단에 비해 높은 서비스 행동
수준을 보여 준다. 그러나 감정적 부조화 수준이 증가하면(약 2.6 이
상), HIGH집단이 LOW집단에 비해 높은 서비스 행동 수준을 나타
낸다.
두 번째는 두 집단에서 관찰되는 서비스 행동 수준의 격차가 다르
다는 점이다. 감정적 부조화 수준이 가장 낮을 때와 가장 높을 때의
서비스 행동 수준을 비교해보면, HIGH집단의 격차가 LOW집단에
비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IGH집단의 격차가 약 0.3인 것에
반해, LOW집단에서는 감정적 부조화의 수준에 따라 서비스 행동의
격차가 약 0.7까지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 중 어느 쪽이 바랍직한가에 대한 규범적 판단
은 관리자가 어떤 가치(목표)를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면 LOW집단의 유형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LOW집단은 감정적 부조화의 수준에 낮을 때 높은
수준의 서비스 행동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LOW집단의 문제점
은 감정적 부조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행동 수준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것이다. 즉, LOW집단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활동보조인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의 격
차가 확연하여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약점이 된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면, HIGH집단
이 보다 바람직한 유형이 될 것이다. HIGH집단은 LOW집단만큼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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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활동보조인의 감정 상태와 관계없
이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서 비교우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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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근로자의 감정노동이 서비스행동에 어떤 영
향을 미치며, 그들의 감정노동에서 특수한 맥락으로 작용하는 역할
모호성이 감정노동과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의 감정노동은 그들의 서비스 행동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함께 작용하였다(Ashforth
and Humphrey, 1993; Guy et al., 2008). 감정노동의 일차적 결과로
이용자에게 표현하는 감정과 실제 경험한 감정의 괴리인 ‘감정적 부
조화’는 서비스 행동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감정표현
의 빈도’는 서비스 행동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는 서비스 근로자들이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것 자체
는 서비스 품질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
하는 감정적 부조화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개인·조직 차원의 조
치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지된 역할모호성(perceived role ambiguity)과 서비스 행동
의 관계는 극소점이 존재하는 U자형의 비선형 관계로 나타났다. 이
관계는 크게 두 가지의 국면으로 구성된다. 역할모호성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행동의 수준은 감소하는 첫 번째 국면과 역할모호성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행동의 수준이 증가하는 두 번째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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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두 번째 국면의 존재는 서비스 근로자들이 역할모호성에 적
응행동(coping behavior)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
의 간접적 증거가 된다.
셋째, 역할모호성의 인식(perception)은 서비스 근로자의 고객지향
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근로자의 고객지향
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지 않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
았다. 근로자들은 그들이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화(personalization)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동
일하게 주어진 과업상황에서 역할모호성을 달리 평가하였다.
넷째, 역할모호성은 감정적 부조화와 서비스 행동의 관계를 유의
하게 조절하였다.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는 역할모호성 인식을 기준
으로 근로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다고 평가하는 집단에서는 조절효과의 방향
과 강도가 βHIGH=0.185로, 감정적 부조화의 부정적 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지 않다고 평
가하는 집단에서는 조절효과 방향과 강도가 βLOW=-0.00928)로, 감정
적 부조화의 부정적 효과가 미약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다고 평가하는 집단은 앞서 밝혔듯이 고객지
향성이 낮은 근로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주어진 감정노동의 상
황이 모호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신의 업무루틴에 따라 이용자를
‘설득(persuasion)’하거나 모호한 요구를 ‘거절(rejection)’함으로써 모
호성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적응행동 양식은 감정적 부조화에 따른
소진이나 정신적 자원의 고갈의 정도를 완화시킴으로서 이들의 서
비스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28) βLOW=βHIGH-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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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집단은 고객지향
성이 높은 근로자들이다. 이들의 서비스 지향은 이용자의 요구를 따
르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정노동의 상황에서 모호성을 느끼지 않는
다. 다만, 이들은 이용자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감정적 요구를 거절
하지 못하고 수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소진과 정신적 자원의 고갈이
가속화된다.
다섯째, 역할모호성 인식에 따라 구분된 두 집단은 ‘높은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품질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차별성을 보여
준다.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집단에서는 감정적
부조화 수준이 낮을 때 높은 서비스 행동 수준을 달성하였지만, 감
정적 부조화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행동 수준이 급격히 저
하되었다. 이 집단은 높은 고객지향성(개인화 지향)으로 인해 높은
서비스 품질을 달성하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품질이 근로자의 감
정상태(통제)에 의해 급격히 변화한다는 점에서 예측가능성의 문제
를 드러낸다.
한편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다고 평가하는 집단에서는 감정적 부조
화 수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행동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 집단은 이들의 낮은 고객지향성(표준화 지향)으로
인해 높은 서비스 품질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서비스 품질이
근로자 개인의 감정 상태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측가
능성의 장점을 갖는다.
(다음 장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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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본 연구의 가설 채택 여부
구분

내용

채택여부

가설 1-1

감정노동에 따른 감정적 부조화는 서비스행동 수준을 낮출 것이다.

채택

가설 1-2

감정노동에 수반된 감정표현은 서비스행동 수준을 높일 것이다.

채택

가설 2
가설 3
가설 4-1
가설 4-2

인지한 역할모호성과 서비스 행동의 관계는 U자형의 비선형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은 고객지향성이 높을수록 역할모호성을 낮게
인식할 것이다.
인지된 역할모호성의 수준이 낮을 경우, 역할모호성은 감정노동과
서비스행동의 부정적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인지된 역할모호성의 수준이 높을 경우, 역할모호성은 감정노동과
서비스행동의 부정적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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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채택
채택
채택

제2절.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정책제언
1. 이론적 함의
첫째, 본 연구는 상향적 집행이론(bottom-up approach)의 관점에
서 사회서비스 전달현장을 분석하였다.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선
행연구들은 바우처(voucher), 준시장이론(quasi-market theory) 등
주로 하향적 접근방식(top-down approach)을 취했다. 하향식 접근
방법은 이론에 근거하여 현 전달체계가 품질관리라는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방향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집행현장은 정책결정과는 다른 인과논리를 가지고 움
직이는 곳이다(Pressman and Wildavsky, 1984). 바우처와 준시장이론
이 가정하는 것처럼 사회서비스 집행현장은 합리성과 경제적 유인
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다. 집행현장의 개인들은 합리성이 아닌 즉흥
적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며, 경제적 유인과 함께 이타적 동기
를 갖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다. 기존의 하향식 접근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집행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하향식 접근이 아닌 현장으로부터 문제를 찾는
상향적 접근방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의의를 갖
는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에서 수행되는 감정노동에 작용하는
특유의 맥락으로서 ‘역할모호성’을 고려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에서
수행되는 감정노동은 관리(management)가 부재한 ‘모호한 감정노
동’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감정노동이론과 연구는 일반적인 감정노동 상황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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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적합하다. 감정노동 관리에서 핵심은 조직 차원에서 만들어진
감정표현에 대한 규칙(규범)과 행동규제(감시)이다. 콜센터 종사원,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예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감정노동에서는 매
우 구체적인 감정노동 규칙이 존재하며, 이러한 규칙을 따르는가에
대한 상시적인 규제와 감시(monitoring)가 이루어진다. 감정노동의
선행연구는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에서는 감정노동의 일상적인 관리(management)
를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근로자와 이용자
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사회서비스에서 요구되는 감정노동의 내용
이 ‘규격화된 친절’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따뜻함과 정서적 지원이기
때문이며, 근로자의 개인적 성향, 서비스가 제공되는 맥락, 근로자와
이용자의 관계 등 많은 변수가 서비스 상황에 개입하여 표준화된
서비스 상황을 상정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사회서비스에서
는 일반적인 감정노동에서 발견되는 표현규칙이나 행동규제, 감시
등 관리(management)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조의
감정노동 이론과 연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된다.
본 연구는 Kahn et al.(1964)의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 개념
을 기존의 감정노동 개념에 접합하여 사회서비스 현장을 설명하고
자 했다. ‘모호한 감정노동’으로서 사회서비스에서의 감정노동 특성
으로 설명하고, 감정노동에 내재한 모호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셋째, 기존의 감정노동 연구가 개인을 피동적 존재(passive victims)
로 묘사한데 반해, 본 연구는 역할모호성의 개념을 고려함으로써 감
정노동 상황에 적응하는 능동적 개인(active agents)의 가정을 이론
에 도입하였다.
감정노동의 선행연구들은 과거 행동주의 심리학의 ‘자극-반응(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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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식과 유사한 설명을 하였다. 감정노동자들에게 감정적 부조화
의 상태가 주어지면, 감정노동자들은 그 상황에 예외없이 부정적 반
응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이론모형은 이론적으로 간
명하지만, 인간이 주어진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비
현실적 모형일 수 있다.
본 연구는 Kahn et al.(1964)의 역할이론을 감정노동 상황에 적용
함으로써 ‘모호한 감정노동’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근로자
의 적응행동(coping behavior)을 가정하였다.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은
모호한 감정노동의 상황에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
행동을 통해 모호성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며, 적응행동의 양태에
따라 감정적 부조화의 부정적 효과가 조절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역할모호성의 인식, 감정노동 상황에서의 대응과
관련하여 서비스 근로자들의 ‘고객지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밝힌다. 고객지향성은 서비스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에 임함에
있어 미리 전제된 성향·태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크게는 이용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
는 ‘개인화(personalization)’지향과 이용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자신의 직무를 구조화하고 그것에 집중함으로써 효율
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표준화(standardization)’지향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두 고객지향성의 차이는 주어진 역할모호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
가의 문제, 그리고 감정노동의 상황에서 역할모호성에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객지향성이 높은(개
인화 지향을 가진) 근로자들은 그들이 가진 관계지향적이며 사회적
관계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이용자의 요구를 기본적
으로는 수용(compliance)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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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호하지 않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컸다. 대신 그들이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를 계속해서 수용하는 방식은 감정노동으로부터의 소진
과 정신적 자원의 고갈을 촉진하였다.
고객지향성이 낮은(표준화 지향을 가진) 근로자들은 이용자와의
관계형성을 꺼려하고 업무를 표준화하고자 하므로, 이용자의 감정적
요구가 있을 때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컸다.
또한 이들이 감정노동의 모호성에 대처하는 방식은 이용자가 자신
의 업무루틴을 따르게끔 설득(persuasion)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거
절(rejection)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노동에 따른 소진과 정신적 자
원의 고갈을 완화되는 효과를 가진다.

2. 정책제언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라는 규범적 목표를 가지고 사회서
비스 근로자들의 감정노동을 연구하였다.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의 감
정노동 경험은 단지 개인적 차원의 스트레스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
파급효과는 이용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 나아가 사회서비스 전
달체계 전반의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과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
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현장의 감정노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서비스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감정노동의 일반적인 관리방식은 표현규칙(display rule)을 만들고,
감정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이다. 콜센터 종사원, 항공기 승무원들에
서 보듯이 감정노동 관리의 보편적 형태는 구체화된 감정노동 규칙
을 설정하고, CCTV나 비밀감시요원(mystery shopper)을 고용하는
등 근로자들의 자기검열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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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서비스에서 이러한 관리방식은 통용되기 힘들다. 그
결과 사회서비스에서 감정노동은 관리가 곤란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고, 적극적으로 해결되기보다 방치되어 온 문제에 가깝다. 감정노
동의 문제에 공감하는 측은 근로자를 위한 매뉴얼이나 표준을 작성
할 것을 권고하지만29), 이것은 서비스 전달현장을 특정화하기 어려
운 사회서비스에서 현실적으로 곤란한 일이다. 표준을 작성하더라도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한정적일 것이다. 서비스 현장을 감
시(monitoring)하는 것 역시 고정된 작업장(공간)이 없는 사회서비
스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인
권과 사생활, 서비스 근로자가 받게 될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했을
때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이다.
그러나 감정노동의 관리가 곤란하다는 것이 관리를 하지 않을 이
유는 없으며, 또한 그 책임을 근로자 개인에게만 맡겨두는 현재의
관행을 묵인할 이유는 아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실적
으로 가능한 사회서비스 감정노동의 관리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고
자 한다.

1) 관리수단으로서 고객지향성
첫째, 일선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근로자의 고객지향성을 감정노
동의 관리수단(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공기관의 관리자는
기관의 특정한 고객지향성 수준을 조직 내에 공유함으로써 현장을
감시하지 못하더라도, 서비스 품질의 수준과 편차를 예측하고 통제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제공기관 내에서 ‘높은 고객지향성(개인화 지향)’을 공
유한다면, 관리자는 높은 수준의 이용자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29) “활동보조 둘러싼 갈등해소 ‘매뉴얼’ 필요”, 에이블뉴스(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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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자의 감정에 따라 서비스 품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것
을 동시에 예측할 수 있다. 만일 관리자가 서비스 품질의 예측가능
성보다는 ‘이용자의 만족’을 최선의 가치로 둘 경우, 기관 내에서 높
은 고객지향성(개인화 지향)을 공유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비스 근로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면밀히 관찰하
고 관계에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기민하게 대처함으로써 기관의 서
비스 품질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반면 제공기관 내에서 낮은 고객지향성(표준화 지향)을 공유한다
면, 관리자는 높은 수준의 이용자 만족(서비스 품질)을 기대할 수는
없어도 항상 일정한 범위에서 품질이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가능성
을 확보할 수 있다. 만일 관리자가 이용자의 만족보다 ‘품질의 예측
가능성’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둘 경우, 낮은 고객지향성(표준화 지향)
을 기관 내에서 공유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만 서비스 품질을 위해 기관의 관리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근로
자들의 서비스표준이나 조직루틴이 이용자의 욕구(needs)와 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갱신하고 이를 전파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각 제공기관의 관리자는 ‘이용자의 만족’ 또는 ‘예측가능
한 서비스 품질’이라는 선택지를 두고 고객지향성을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각 제공기관이 서비스 근로자의 선발, 교육훈
련, 조직문화 등 각 근로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고객지향성을 관
리자의 고객지향성과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또한 제공기관 단
위로 일정한 고객지향성이 공유된다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품질과 불안정성’, 그리고 ‘적절한 품질과 예측가능성’이라는 선택지
를 두고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선택권 보장
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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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인식전환
감정노동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공급기관과 서비스 근로자
의 노력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전환 역시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대안은 이용자 교육이다. 관계가 중
심이 되는 사회서비스에서, ‘좋은 서비스’는 공급기관과 서비스 근로
자의 일방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호혜적 노력이 함께 이루
어질 때 가능하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는 이용자 역시 서비스
를 남용하지 않고 서비스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서비스 근
로자는 내면으로부터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이것이 진실한 감정
표현(심층행위, deep acting)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근
로자가 느끼는 감정적 부조화의 수준은 현격하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Grandey, 2003).
이용자, 그리고 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교육은 이용자(가족)가 서비
스 이용함에 있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일정한 의무가 있
음을 인식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된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예를 들어,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개념과 목적, 요구
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 근로자를 위한 상호 인격 존중과
배려, 이용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 등을 이용자 교육을 통해 숙
지하여야 한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3)(아래 [표 48] 참조).
이용자 교육은 일선 제공기관이 갖고 있는 행정역량으로는 곤란한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교육 참여에 대한 아무런 유인이 없는 상황
에서 제공기관이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적정한 참여가 보장
되지 않을 것이고, 교육의 효과도 낮을 것이다. 서비스 이용자의 교
육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권
력적 결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이용자에게 수급자격을 부여하거
나 갱신할 때 이용자와 그 가족의 교육을 의무요건으로 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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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인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48]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이용자교육의 개요(예)
구분
활동보조 개요

활동보조인과의

대분류

소분류

활동보조의 이해

활동보조인과의 소통

관계형성
활동보조인과의 갈등조정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준수사항

Ÿ

활동보조의 개념

Ÿ

활동보조의 목적

Ÿ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범위

Ÿ

활동보조인과의 의사소통기술

Ÿ

상호인격권 존중

Ÿ

서비스 요청 방법

Ÿ

활동보조인의 근로환경 배려

Ÿ

활동보조인과의 갈등 및 해결방안

Ÿ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Ÿ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Ÿ

바우처카드 사용 주의사항

서비스이용

Ÿ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주요 정보

Ÿ

성희롱예방교육

Ÿ

응급상황 대처방안

자료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3). 활동지원급여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연구: 활동보조를
중심으로.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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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첫째, 방법론적 한계로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동일 개인으로부
터 측정함으로써 동일원천의 오류(common source bias)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종속변수인 성과는 조직의
관리자 또는 동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가 평가하는 것이 바
람직하나, 본 연구의 배경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특성상 그러한
방법들 역시 타당성을 보장하기 힘들 것이라 보았다.
무엇보다도 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의 생활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나 다른 동료가 실제 서비스가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 서비스 이용자 역시 당사자
가 어린이이거나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정확한 의사표
명이 힘든 경우, 서비스 행동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이용자의 명확한 의사표명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서비스 근로자를 평가함으로써 관계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경
우 솔직한 답변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의 적응행동(coping behavior)을 역할모호성,
감정적 부조화와 서비스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개
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에서 작동하는 적응행동의 실례를 실
증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감정노동
에 대응한 개인의 적응행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후속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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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otional Labor
and Service Behavior

: Analysis of Role Ambiguity as a Moderator
Choi, Seulki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behavior of social service workers
who are widely known as providing emotional labo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service
behavior. Particularly, this study focuses on moderating effect of
role ambigu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service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from personal assistants who works for
disabled located in Seoul, Daejun, and Kyungki. Out of 1,400
distributed questionnaire, 1145 were replied, and 960 were used in
statistical analysis excluding missing data and bad answers.
- 130 -

Before the statistical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s
undertaken to find the factor structure of questionnaire. To
examine the hypothesis, this study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using four conceptual models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of
organization and social welfare. Data were analyzed using
STATA 13.
The analysis tells four findings as follows.
First, emotional labor has two conflicting effects on service
behavior. Emotional dissonance, the discrepancy between felt
emotions and required emotions, has negative effect on service
behavior. In contrast,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has negative
effect on service behavior.
Second,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role ambiguity and service
behavior was non-linear U-shaped curve. It is consist of two
phases. In the first phase, the level of service behavior is
decreased with role ambiguity. In the second phase, the level of
service behavior is increased with role ambiguity. The second
phase showed the indirect evidence of coping behavior to deal
with role ambiguity.
Third, perception of role ambiguity is determined by service
orientation. Service workers who tend to provide ‘personalized
service’ are more likely to feel less ambiguity in their role. In
contrast, service workers who tend to provide ‘standardized
service’ are more likely to feel role ambiguity.
Forth, role ambiguity significant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of
emotional dissonance and service behavior. The aspect of
moderating effect is differentiated by the level of perceived role
- 131 -

ambiguity. The negative effect of emotional dissonance slightly
increased in the service workers who said their role is clearly
defined, but it is sharply decreased in other service workers who
perceived their role as ambiguous. This divergent effect can be
explained by whether the service is personalized or standardized
and also the ways of service worker’s coping behavior with their
clients.

Keywords: emotional labor, role ambiguity,
service behavior, service orientation,
cop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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