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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ᕽು
직무만족은 인사관리와 조직행위론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과 기업실무자들에 의
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개념이다. 직무만족이 높으면 이직률과 결근율이 감소하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과 성과가 그에 비례하여 향상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
무만족은 학술적․실무적 측면에서 모두 연구 가치가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박영배, 1999).
최근 서비스 산업은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다(Bowen, Schneider &
Kim, 2000). 서비스업이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결근, 파업, 이직의 최소화
(Donava, Brown & Mowen., 2004)와 조직이 종사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의 종사자들의 활
동이 필요하다(Podsakoff & Mackenzie, 1994). Schlesinger와 Zornitsky(1992)는 서비스업 종사
자들의 직무만족과 서비스 능력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서비스 능력이 높은 종업
원의 80%가 그들의 직무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Greene, Walls와 Schrest(1994)는 종사자들이
직무에 만족하게 되면 고객에게 성실하게 봉사하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중요
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직무 만족은 일부 호텔과 외식업 종사자들에 국한되어
연구되었다(김선용, 박지홍, 2006; 박태수, 2005; 이정은, 손재근, 2008; Chitiris, 1988; Davis &
Wasmuth, 1983; Pizam & Chandraskar, 1983).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은 재화생산부문
(Goods-producing sector;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을 지칭하는 잔여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산업대분류 기준으로는 14개, 산업중분류 기준으로
는 30개라는, 매우 이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김유선, 2006). 따라서 한 분야
를 서비스산업 전반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인적서비스의 의존도가 높고
연중무휴로 근무해야 하며, 각 부분의 종사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도 고용이 불안
정한 백화점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백화점에
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서비스업의 직무만족 관련 변인으로 정서지능을 주목하였다(정현우,
2007; 황필주, 2007; Cooper & Sawaf, 1997; Wong & Law, 2002). Salovey와 Mayer(1990)에 의
해 창안된 개념인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인식하고 표현하
는 능력, 정서를 생성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고를 촉진시키는 능력, 정서와 정서지식을 이해하
는 능력, 정서발달과 지력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Wong
과 Law(2002)에 따르면, 정서지능이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직무에서
감정을 사용하는 요구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가하였고, 이직 성
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된다. 정현우(2007)와 황필주(2007)도 정서지능과 직무만족 간에 정
적인 상관이 있으며, 직무 특성상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직무일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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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육성․관리하는 부분에 정서지능의 교육과 개발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일부 연구
(Muhanmad, 2006; Stewart, 2008)에서는 정서지능과 직무만족 간에 상관이 없다고 보고 되었는
데, 이들 연구에서는 참여대상의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여성에 비해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사회화된 남성들의 경우, 정서적 측면이 중요한 서비스 업종 중 하나인 백화
점에 종사하면서 심리적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갈등이 서비스업 종사 남성
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남성은 강인하고 경쟁적이어야 하며 취약성, 정서, 허약함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자신, 타인, 환경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일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기대 된다(Good et al.,
1996). 남성성의 이해는 성격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역할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Thompson, Pleck
& Ferrera, 1992). 남성성은 자율적이며 자기 확신이 있고 주장이 강하고 도구적인 것을 의미한
다. 이에 대응되는 개념이 여성성(femininity)인데, 양극이론(bipolar theory)에서는 남성성과 여
성성은 양극단(bipolar)에 위치하고 있어 두 성격이 동시에 높게 나타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
나 양성성 이론(androgyny theory)을 주장한 Bem(1974)은 생물학적 성에 바람직하다고 기대되
는 성역할만을 획득한 사람에 비해, 생물학적 성 뿐 아니라 그 반대 성에게 바람직하다고 기대되
는 성역할 모두를 획득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제안하였다. 논리적으로 남성적 특
성과 여성적 특성 모두를 통합한 사람은 폭넓은 대처 전략을 가지게 되므로 생물학적 성에 일치
하는 특성만을 획득한 사람보다 더 잘 적응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Kilmartin, 2000).
성역할과 심리적 건강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은 이 같은 가정과 모순 된 결과를 보였다. 양성
성 모델에 기초한 연구들은 남성성이 높은 집단과 여성성과 남성성이 모두 높은 집단 간에 심리
적 건강에서 일관성 있는 유의한 차이를 찾지 못하였다(최희철, 김병석, 김지현, 2005; Burnett,
Anderson & Heppner, 1995; Whitley, 1984). 또한, 남성성은 부정적인 심리적 건강 변인과는 일
관된 관계를 충분히 보이지 못하였다(Pleck, 1995). 이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Bem Sex Role
Inventory(Bem, 1974)의 남성성 척도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즉, 남성성 척도가 자기 효능감 또는
주장성 등을 포함하는 도구성(instrumentality)과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는 남
성성의 긍정적 측면만을 측정하고, 부정적 측면을 반영(예, 성역할갈등 척도; O'Neil et al., 1986)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pence, 1993; Sharpe, Heppner & Dixon, 1995; Tokar et al.,
2000). 즉, 남성성과 심리적 건강의 관계를 폭 넓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남성성의 두 측면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역할갈등(male gender role conflict)은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내면화하는 부정적 영향이
잘 반영된 개념으로, O'Neil(1981)은 ‘성역할갈등 이론’에서 전통적 남성성의 긍정적 측면의 지
나친 강조 때문에 여성이 여성성을 내면화 하도록 강요받는 것 이상으로 남성이 전통적 남성성
만을 내면화 하도록 강요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런 강요의 결과, 여성성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 개인의 전인적 성장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은 자신에게 존재하는 여성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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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고 억압하게 된다고 믿었다. 이런 내면화된 남성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여성성에 대
한 두려움은 남성성의 부정적 측면, 즉 성역할갈등의 원천이 된다(O'Neil et al., 1986). 남성들은
동성애 공포, 성공․권력․경쟁, 정서억제 같은 성역할 사회화로 인해(Helgeson, 2002; O'Neil
et al., 1986) 대인관계에서 심리적 행복을 추구하는데 여러 가지 장벽을 경험하며, 이는 남성 자
신뿐만 아니라 직장동료, 가족과 같은 타인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Good & Mintz, 1990; Good et. al., 1996). 즉, 성역할갈등은 대인
관계, 가정생활, 직장을 포함한 남성들의 삶에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다(O'Neil, 1990).
O'Neil 등(1986)의 주장과 같이 성역할갈등의 주 원천을 ‘여성성의 공포’라고 할 때, 특히 서비스
업의 특성상 여성적인 특성을 요구하는 직무환경에서 종사하는 남성의 직무만족을 살피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즉, 남성성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면 적응을 하고 있더라도 직무만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경제적 성취는 대개 직위와 관련된다고 볼 때, 직위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살핀 정이환(2001)의 연구와 호텔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
영상, 전영직(2001)의 연구는 직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일관되게 보고하였다. 백화점
남성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직위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직
무와 관련해서 남성들의 경우 전통적으로 경쟁적 상황 속에서 성취와 정복을 얻어내는 일을 중
점적으로 해왔다(Heppner & Heppner, 2000). 대다수의 남성들은 직위상승을 통해 자존감을 얻
게 되는데(Levinson et al., 1978), 이를 볼 때 앞서 언급한 성역할갈등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직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전형적인 남성 성역할을 지나치게 내면화한
남성이라도 직위가 높을 경우, 직위가 보호요인으로써 직무만족에 완충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
다. 구체적으로, 남성성역할갈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직위가 일종의 중재변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정서지능과 여성성, 남성성, 성역할갈등, 직위가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인 여성성과 남성성 뿐 아니라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성역할갈등을 포함하여 직무만족을 살펴보고, 또한 직위가 남성 성
역할갈등과 상호작용 하여 직무만족에 중재역할을 할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백화점 종사 남성의 정서지능, 여성성, 남성성, 성역할갈등, 직위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2. 백화점 종사 남성의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성역할갈등과 직위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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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ᩑǍႊჶ
ᩑǍݡᔢ
한국의 한 대도시에 위치한 백화점 6곳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
포, 회수하였다. 총 250부가 배포되었고, 그 중 230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설문, 그리고 직위를 상세히 기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타’ 등으로 체크한 후 구체
적인 직위와 보직을 기재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166부의 설문을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
의 상당수가 제외되었는데, 백화점의 특수성 즉, 백화점 행사나 주말동안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외부 협력업체 소속 남성종사자들의 설문을 제외하였고, 백화점 업무 특성상 흡연실이나 휴게실,
식당 등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종사자들에게 설문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불성실한 설문이
상당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1.64세, 표준편차는 8.17이며,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 사이었다. 결
혼 유무를 살펴보면, 미혼 62.0%, 기혼 38.0%로 미혼 남성이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하 40.4%, 전
문대졸 25.3%, 대졸이상 33.1%이었다.

⊂ᱶࠥǍ

1) 정서지능 척도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Wong과 Law(2002)가 개발한 WLEIS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4개의 차원, 즉, 자기정서 인식, 타인정서 인식, 자기정서 조절, 정서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WLEIS의 전체 문항 수는 각 차원당 4개 문항씩, 총 16개이며 리커트형 7점 척도에 자기보고 방식
으로 평정한다. 김천석, 유태용(2005)은 WLEIS의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Schutte 등(1998)이
개발한 33개 문항으로 구성된 EIS(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사용하여 정서지능을 측정하였
다. 이들은 EIS에 의한 점수와 WLEIS에 의한 점수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61(p<.01)의 값을 나
타내어 WLEIS가 수렴 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현우(2007)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그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90, 이 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91로 나타났다.

2) 한국 성역할 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
여성성과 남성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진경(1990)의 한국 성역할 검사(KSRI)를 사용하였다.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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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1990)은 Bem이 양성성 이론에 입각하여 고안한 성역할 검사 제작방식에 따라 남성성, 여성성,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을 각각 20개씩 총 60문항,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여성성, 남성성, 여성성
문항은 각 성별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은
여성성, 남성성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 10문항과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진경(1990)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여성성, 남성성, 사회적
바람직성 각각 .84, .91, .75이었고, 반분신뢰도는 여성성 .79, 남성성 .91, 사회적 바람직성 .78이었
다. 이 연구에서는 하위척도들 중 이 연구와 관련된 여성성, 남성성 척도만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치도는 각각 .78, .88이었다.

3) 한국 성역할갈등 척도(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 K-GRCS)
O'Neil 등(1986)이 개발한 성역할갈등 척도(Gender Role conflict Scale; GRCS)는 리커트식 6점
척도의 3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분석 결과 성공권력 경쟁, 감정 억제, 남성 간 애정
행동 억제, 일과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
역할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타당화된 K-GRCS(김지현, 황매향, 유정이, 2003)
를 사용하였다. K-GRCS의 문항 내적 일치도는 .85였으며, 유사한 구인을 측정하는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윤진, 최정훈, 김영미, 1989)와 수렴타당도를 보이고, KSRI(김영희, 1988)의 남성성,
여성성 척도와는 양호한 변별타당도를 보였다. 이 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87 로 나타났다.

4) 직무만족 척도
직무만족이란 직무에 대한 태도의 하나로 한 개인의 직무나 직무 경험 평가 시에 발생하는 유
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라 정의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만족 척도는 Hackman과
Oldham(1975)이 개발한 직무만족 측정도구로 한국어로 번안되어 다수의 연구자들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유태용, 현의정(2003)의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가 .88, 노혜미, 유태용, 신
강현(2007)의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가 .81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안준수(1998)가 번안하
여 김수연 등(2002)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5문항을 리커트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김수연 등(2002)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76이었다. 이 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62로 나타났다.

ᩑǍᱩ₉ၰᯱഭᇥᕾ
각 변인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정서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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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 남성성, 성역할갈등, 직위가 직무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알아보고, 직위와 성역할갈
등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Ⅲ. ᩑǍđŝ
⊂ᱶ⊹ॅ᮹ʑᚁ☖ĥ⊹ၰᔢ⪙ᔢš
정서지능, 여성성, 남성성, 성역할갈등, 직위, 직무만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단, 직위는 ‘1번 아르바이트’에서 ‘7번 부장 이상’으로 낮은 수는 불안정하고 낮은
직위로, 높은 수는 안정적이고 높은 직위로 간주하였다. 직위의 각 단계별 빈도분석은, 1. 아르바이
트(N=16, 9.8%), 2. 기간제 근로자(N=32, 19.5%), 3. 평사원(N=75, 45.7), 4. 대리(N=24, 14.6%),
5. 과장(N=13, 7.9%), 6. 차장(N=4, 2.4%), 7. 부장 이상(N=0) 이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 되었다. 직무만족에 대해, 정서지능, 여성성, 남성성은 정적 상관을, 성역할갈등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직위는 직무만족과 유의한 상관을 갖지 못하였다

<표 1> 정서지능, 여성성, 남성성, 성역할갈등, 직위, 직무만족의 평균과 표준편차
#

⇵㰪⣕

㪆ᒝ

㬙⾽㩵㋥

⻒⟙ぽᥢ
ⲩ⟮⟮
ᝥ⟮⟮
⟮Ⲫ㰝ዅᮮ
まⷁ
ま⇱₉⼮#

49
53
53
6:
:
8

71;6
7197
719;
5196
51<<
5198

# # 1;6
# # 1::
# # 1:8
# # 168
# 4146
# # # 177

<표2> 정서지능, 여성성, 남성성, 성역할갈등, 직위, 직무만족의 상관관계
#
⻒⟙ぽᥢ

ⲩ⟮⟮
--

# # # 175

ⲩ⟮⟮
ᝥ⟮⟮

###

⟮Ⲫ㰝ዅᮮ

#

まⷁ

##

ᝥ⟮⟮

⟮Ⲫ㰝ዅᮮ

まⷁ

ま⇱₉⼮

--

# # 177

0136

144

# # 164--

# # 187--

0137

147

# # 158--

# 143

# 157--

# 153-

146

0155--

#

#

# 137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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Ḣྕอ᳒ᨱ⦽ݡᱶᕽḡ ܆ᩍᖒᖒ ԉᖒᖒ ᖒᩎ⧁i॒ Ḣ᭥əญŁḢ᭥
᪡ᖒᩎ⧁i॒᮹ᔢ⪙᯲ᬊ
정서지능, 여성성, 남성성, 성역할갈등, 직위가 종속변인인 직무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서지능이 정적 상관을,
성역할갈등이 부적 상관을 보여 직무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정서지능과 성역할갈등이 직무
만족을 설명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여성성, 남성성, 직위는 직무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직위와 성역할갈등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서지능, 여성성, 남성성, 성역할갈등, 직위를 예언변인으로, 직무만족을 준거
변인으로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변인들과 직위와 성역할갈등의
상호작용 변인(직위×성역할갈등)을 예언변인으로 두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위와 성역할갈등의
상호작용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1]을 제시하였다. [그림 1]은 직무만족에 대한 성역할갈등과 직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대표적으로 백화점 내에서 직위가 높고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 ‘대리’와 직위가 불안정하고 낮은
직위라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직위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성역할갈등이 높더라도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정서지능, 여성성, 남성성, 성역할갈등, 직위 그리고 직위와 성역할갈등의 상호작용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모형
4

5

R2

t

ȝ

ȼ

⻒⟙ぽᥢ

# 143

# # 14<

# # 5155-

ⲩ⟮⟮

# 13:

# # 146

# 416;

ᝥ⟮⟮

# 136

# # 139

# # 194

⟮Ⲫ㰝ዅᮮ

015<

# 0156

# 0613:

まⷁ

# 135

# # 138

# # 18;

⻒⟙ぽᥢ

# 143

# # 14<

# # # 515;

ⲩ⟮⟮

# 13;

# # 146

# # 417<

ᝥ⟮⟮

# 137

# # 13:

# # # 1:3

⟮Ⲫ㰝ዅᮮ

01<5

# 01:7

# 06174

まⷁ

0188

04176

0516<-

まⷁ冗⟮Ⲫ㰝ዅᮮ

# 155

# 4195

# # 517<-

Adjusted R2

R

F

148

145

16<

8173

14;

148

175

819;

--

-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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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직무만족에 대한 성역할갈등과 직위의 상호작용

Ⅳ. ם᮹
이 연구에서는 백화점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정서지능, 여성성, 남성성, 성역할갈등, 직위가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들의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직위와 성역할갈등이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화점 남성 종사자의 정서지능이
직무만족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텔 및 일부 외식업체 종사자, 여행업체
종사원 등 서비스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박근수, 유태용, 2005; 안현영, 2007;
Johnson & Spector, 200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백화점 남성 종사자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들은 고객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하는 서비스 직
종에서 정서지능이 높은 종사자일수록 긍정적 직무태도(탁진국, 2005), 높은 직무수행(Cooper &
Sawaf, 1997), 낮은 이직의도(Abraham, 1999; Goleman, 1998; Wong & Law, 2002)를 일관적으
로 보고하였다. 이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
력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이점(利點)이 있을 수 있으며(Day, Therrien & Carroll,
2005),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보다 정서통제를 할 수 있는 기법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상황에
적합한 정서통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Cote, Miners & Moon, 2006)는 주장과 관련하여 해석
될 수 있다. 즉, 백화점 남성종사자가 자신의 정서를 쉽게 파악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지녔
을 때, 고객 대면서비스 과정에서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
으로 평가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의 대처행동을 나타내어 고객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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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심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논문(문용린 외, 2007; 탁진국,
2005; Wong & Law, 2002)에서는 높은 정서지능이 이후의 승진을 비교적 잘 예측함을 보고 하였
으며, 정서지능이 직업적 상황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적 전조로 주장 되었다(Carson& Carson,
1998; Cooper & Sawaf, 1997; Goleman, 1998; Weisinger, 1998). 정서지능은 어떤 기술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기술은 교육을 통해서 계발될 수 있어(Mayer & Salovey, 1997), 그 교육적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서구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직업 환경에서 정서적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급증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남성의
경우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도록 장려되어(Levant, 1998; Pollack, 1998), 정서적 기술
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 즉, ‘정서를 정확히 지각․인식하고 표현’하도록 요청받는 것에 심리
적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남학생들의 정서적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는 학과목을 개발,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업 남성 종사자들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정서억제와 표현사이의 심리적 갈등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에 비
해 남성들에게 예외적으로 빈번히 표출되는 분노, 자부심, 외로움(Brody & Hall, 2000)의 정서에
주목하여 이것이 개인 및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통찰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즉, 서비
스직 남성 종사자들이 정서 및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서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직무
와 관련하여 정서지능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면서 예기되는 부정적 영향(직무 스트레
스, 부정적 정서의 표출, 대인관계 문제 등)을 최소화하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무만족은 여성성, 남성성과 정적 상관을, 성역할갈등에 대해서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
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남성성의 경우 ‘책임감, 효율성, 합리적, 이성적’ 등 직무만족을
높이는 특성으로 구성되어 직무만족과 정적 관계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으며, 성역할과 직무만
족과의 관계를 살핀 일부 연구 결과(이길환, 김찬중, 2007)와도 일치한다. 여성성의 경우 ‘다정다
감하다, 상냥하다, 감정이 풍부하다’ 등 남성 직무영역에서 비교적 중시되지 않는 특성들로 기술
(김영희, 1988; 정진경, 1990)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성성과 직무만족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백화점 남성 종사자의 경우 고객과의 상호작용 과정이 주 업무인 업무환경에서 여성성으
로 대표되는 특성들을 좀 더 요구받음으로써 여성성이 직무만족과 정적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Tokar와 Jome(1998)는 여성적이고 대인관계에 관심이 많거나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남성들은 비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르는 진로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보았다. 즉, 여성성이 높은
남성의 경우 고객 대면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서비스업 선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고, 직무만
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여성성이 전통적인 여성
직종에서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남성 성역할의 부정적인 측면인 성역할갈등의 경우, 직무만족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높은 성
역할갈등을 지닌 백화점 남성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백화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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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종사자 혹은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남성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적 접근에
서 성역할이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내담자가 성역할의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긍정적 측면을 내면화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성역할과 성역할갈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성역
할갈등만이 직무만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즉, 정서지능과 성역할갈등이 설명한 나머지 변
량에서 여성성, 남성성이 유의미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역할과 직무만족 연구
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남성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이다. 성역할갈등과 직무관련 태도간의 관계를 살핀 Chusmir와 Koberg(1986)의
연구는 성역할갈등이 직무만족에 유의하게 부적으로 상관(r=-.16*)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성역할
갈등이 직무만족에 대한 다른 직무특성요인들의 효과를 조절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하였다. 그러
나 성역할갈등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살핀 구체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결과는
이후의 직무관련 연구에서 개인변인으로 성역할은 물론 성역할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
인 측면인 성역할갈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백화점 종사 남성의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성역할갈등과 직위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가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갈등과 직위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단순상관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직위는 직무만족에 의미 있는 설명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직위와 성역할갈등
의 상호작용은 직위가 직무만족을 예측하는 중요한 중재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들의
백화점 내 직위가 안정적이고 높은 경우 성역할갈등이 높더라도, 직위가 불안정하고 낮으면서
성역할갈등이 높은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
할갈등이 ‘성취와 성공에 대한 강박’과 가장 예민하게 관련된다고 볼 때, 성공을 대변하는 변인
중 하나가 ‘직위’일 것이다. 백화점 남성 종사자들 중 전통적 남성 성역할을 지나치게 내면화한
경우 낮은 직위에서 직무만족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성역할갈등의 핵심요소가 여성성
에 대한 공포(O'Neil, 1986)임을 고려할 때, 여성들이 주로 근무하는 영역에서 받는 남성의 심리
적 스트레스는 더욱 높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은 권력과 지위에서 소외되
어왔고 오랫동안 종교는 여성을 배제한 남성의 권리를 지지하여왔다. 따라서 여성처럼 된다는
것은 이런 권력과 지위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권력과 지위를 잃은 남성은 남성으로서
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남성의 여성성에 대한 이런 두려움은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경우
남성적 경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관대하나 남성의 경우 조금이라도 여성적 경계에 들어오는
것에 여전히 사회적으로 심한 비난이 주어진다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이 바지
와 같은 남성적 의복을 입는 것과 남성이 치마와 같은 여성적 의복을 입었을 때를 비교하면 쉽
게 이해될 수 있다(Bem, 1994). 그러므로 남성이 여성 중심적 환경에서 생활할 때 심리적으로
상당한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 결과는 전통적인 여성 직종 혹은 정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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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성의 기대와는 상반된 직종에서 근무하는 남성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을 지나치게 내면화한 상태에서 여성 직종에 근무하며, 낮고 불안정한 직위에 있는 남성
종사자에 주목하였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무만족과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시사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백화점 남성 종사자들의
정서지능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백화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종사
자들을 효과적으로 선발․육성․관리하기 위해 정서지능의 교육과 개발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국내의 성역할 연구들이 전통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사실상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성역할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 직종에 근무하
는 남성에 대한 성역할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성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
을 의미하는 성역할갈등의 원천이 여성성에 대한 공포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여성이 다수를 차
지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남성들의 내면화된 성역할갈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서비
스직종이나 전통적으로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업종에 취업을 고려하는 남성의 진로 상담 및 교
육에서 성역할의 긍정적인 부분은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모든 서비스 직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도시에 위치한 일부 백화점 종사 남성에 국한되어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반복 연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직종에서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비교․분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주로 개인 내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백화점 판매직원의 직무만
족을 살핀 황호영, 임은란(2001)의 연구에서는 백화점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성(수용성), 승진,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임금 등을 들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직무만족과 관련한 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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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Femininity, Masculinity,
Gender Role Conflict and Position on Male Employee's Job
Satisfaction*
Nlp/# Ml0K|hrq--․Kzdqj/# Rn# N|xqj---

This study looked into an effect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femininity, masculinity, gender
role conflict, and the position of male employees in the department store on their job satisfaction,
and identified whether their positions and gender role conflict have a correlative effect on their
job satisfaction. As to research subjects, the study aimed at 166 male employees in six department
stores in metro cities. The instruments used were as follows: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Korean Sex Role Inventory, 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 Job Satisfaction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 correlations, as well as b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revealed that first, emotional intelligence, femininity, and
masculinit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 whereas gender role conflict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 A posi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 Second, as a result of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motional
intelligence and gender role conflict display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 and
in the rest of the variance which was explained by these two variables, femininity, masculinity,
and a position were not explained by these variables. In the study on a gender role and job
afterward, this implies the need to cope with not only the positive aspect of a gender role but
also its negative aspect. Third, there appeared to be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and a position concerning job satisfaction. That is, when their positions are stable and
high in the department store, even if they experience high gender role conflict, this had a less
negative effect on their job satisfaction compared to those whose positions are unstable and low
yet they have high gender role conflict. The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Male, Employees, Emotional Intelligence, Femininity, Masculinity, Gender Role
Conflict, Position,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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