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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총 444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감정노동이 소진을 예측하는지 확인하였고, 회복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감정노동의 하위요인 중 내면 행위는 소진을 감소시켰고, 반대로 표면행위, 감정표현의 빈도,
다양성, 주의 정도는 소진을 증가시켰다. 조절변인인 회복 탄력성과 상사의 사회적 지지는 부분적으로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에서 완충효과가 나타났으나, 동료의 지지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감정
노동으로 야기되는 소진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조절변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단어: 콜센터, 감정노동, 소진,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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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to analyze that call center consultants’ emotional labor impacts on the burnout.
Methods: A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people who work at call center in Gwangju and
Deagu. The data from 444 were analyzed.
Results: The result from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is as follows. First, deep acting decreased
burnout, but surface acting of emotional labor increased burnout. Also, frequency of emotion display,
variety of emotion required to be expressed and attentiveness to required display rules increased
burnout. Second, Resilience had moderating effect between deep acting and burnout. Third, the
moderate effect of interaction of social support from leader with surface action was found at burnout.
Also,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from leader were shown in frequency of emotion display with
burnout and attentiveness to required display rules with burnout. Fourth,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 did not have buffering effect o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Conclusions: It is expected that the moderator variables identified in this study can be used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burnout caused by emotional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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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국의 사회학자인 Hochschild(1983)가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후로, 감정노동은 이
제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용어가 되었다. 감정노동의 등장
은 1, 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

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깊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은 1995년 46.7%에서 2008년 54.2%로 증가
하였으며(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9),
2013년 전체 취업자의 77.2%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음
이 보고되었다(Statistics Korea, 2014). 이처럼 서비스업이
생산 및 고용 등 경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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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서비스업의 특징 중 하나는 종업원이 고객과 상호
작용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은 종업원
에게 고객을 대할 때 지켜야 할 감정표현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고객과 접촉할 때 드러나는 종업원의 태도 및 행동은
고객의 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
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Bitner, 1990). 따라서 종업원은
본인의 실제 감정은 드러내지 않은 채 조직에서 요구하는 환
한 미소, 밝은 표정과 목소리, 예의 있는 말투로 고객을 응대
하게 된다. 감정노동의 개념을 처음 제안한 Hochschild
(1983)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 표
현에 차이가 있을 때, 조직의 요구에 맞춰 적절한 감정을 표
현하는 행위를 감정노동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연구들에서
감정노동은 표현 규칙에 맞춰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Ashforth et al., 1993),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조직
에서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노력, 계획 및 통
제(Morris et al., 1996), 조직의 목표를 위해 감정과 표현을
조절하는 과정(Grandey, 2000)으로 각각 정의되었다. 연구
자 마다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종합
하면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표현 규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종업원이 자신의 정서를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정노동은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보건ㆍ의료, 보안 관련,
방송 관련, 교육 관련 전문직 등 광범위한 직업군에서 수행
되고 있다(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13). 그 중 콜센터 상담원은 전화를
매개로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며, 자신의 감
정을 조절하고 통제해야 하므로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구
분할 수 있다. 2013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감정
노동의 직업별 실태를 살펴보면 콜센터 상담원은 감정노동
을 많이 수행하는 직업 상위 10위로 조사되었다. 콜센터 상
담원은 통화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신속성을 요구 받기 때문
에 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Cho SE,
2011). 또한, 고객의 비합리적 태도에 따지거나 맞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심리
적 스트레스와 소진이 누적되며, 이는 직장 안에서뿐만 아니
라 일상적인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감정노동
으로 인한 콜센터 상담원의 자살 및 우울, 스트레스와 소진
등이 자주 언론에 보도 되면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는 불만접수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판매 및
마케팅 등 기업 핵심 업무까지 수행하며 점차 그 역할과 규
모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Yoon SY, 2010), 콜센
터 상담원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감정노동은 스트레스, 소외, 감정 부조화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Hochschild, 1983), 다수의 연구
들에서는 감정노동이 소진을 예측하는 중요한 선행변수임이
보고되고 있다(Scheid, 1999, Brotheridge et al., 2002).
소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중 발생하는 지속적인 정서적 피
로감의 결과이다(Freudenberger, 1974; Cordes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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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소진 연구를 살펴보면, 소진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 고갈 및 신체 건강의 악화이
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성 저하와 고객에 대한 부정
적인 태도로 보고되었다(Choi HY, 2010). 이처럼 소진이 개
인 및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소진의 수
준을 낮출 수 있는 개입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감정노동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지만, 감정노동을 어
떻게 수행했는지에 따라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다
르게 나타난다. 우선 감정노동의 수행은 크게 종업원 관점과
직무 중심관점으로 나누어 정의된다. 종업원 관점에서 개념
화한 감정노동은 표면행위(surface acting)와 내면행위(deep
acting)로 구분할 수 있다. 표면행위란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을 종업원이 실제로 느끼지는 않지만, 표정, 몸짓, 목소
리 톤 등을 사용해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을 꾸미는 것을 의
미하며, 내면행위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
기 위해 개인의 감정을 변화시키려는 내적인 노력을 의미한
다(Hochschild, 1983). 예를 들어 표면행위는 종업원이 부
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음에도 미소를 짓는 것 같이 외현적
으로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뜻한다면, 내면행
위는 종업원이 조직에서 요구하는 긍정적인 감정과 자신의
내적 감정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해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키려는 노력의 과정을 의미한다(Roh HM, 2005). 감정노
동의 개념을 제시했던 Hochschild(1983)는 표면행위와 내
면행위 모두 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표면
행위의 수행이 감정부조화를 일으켜 소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Grandey, 2000; Shin
KH et al., 2006). 한편, 내면행위가 역할 내면화 같이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더 많이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Liu et al., 2008),
이와는 반대로 내면행위의 수행과 소진이 부적인 상관을 지
닌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Brotheridge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Brotheridge 등(2002)의 주장에 따라 내면행위
는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면행위는 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하며,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두 변
인의 관계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직무중심 관
점의 감정노동은 종업원과 고객의 상호작용 횟수를 나타내
는 빈도,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표현의 다양성, 상호작용의
지속성 및 강도를 의미하는 감정표현에 대한 주의집중 정도
를 포함한다(Morris et al., 1996). 감정노동의 빈도, 다양성,
주의집중 정도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의 수행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심리적 소진이나 이직의도의 증가 등 부정적
인 결과로 이어진다(Kwon HJ 2008; Kim IS, 2009; Baek
DW et al., 2012). 이처럼 감정노동의 개념이 처음 대두된
시기부터 현재까지 종업원 관점에서 감정노동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보다 최근에는 직무중심 관점에서
감정노동의 속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감정노동을 종업원 관점과 직무중심 관
점 중 한 가지 관점만을 선택하여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히기 위해 종업원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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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무중심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감정
노동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동일한 업무 환경 하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더라도
소진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소진을 대처하는 방식이 적
절하지 못하면 좌절, 우울 등 보다 심한 정서적 고통감에 도
달할 수 있으므로 소진을 완충해주는 요인을 탐색해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를 완충해줄 수
있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
고, 각각의 완충요인이 감정노동과 상호작용하여 소진을 감
소시키는데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적 요인으로 선정한 회복 탄력성(resilience)은 역경
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환경에 적응
하도록 도움을 주는 개인의 긍정적 심리 자원이다(Luthar et
al., 2000). 개인이 가진 긍정적 심리자원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개인과 집단의 성과향상에 도움을 준
다(Seligman, 1998). 회복탄력성은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으며, 향상된 탄력성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
는 환경에서 보다 적응적으로 임할 수 있다(Lim CH, 201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높을
수록 소진이 낮아지고, 회복 탄력성이 낮을수록 소진의 정도
가 심해짐이 보고되었다(Lee JH, 2013). 감정노동과 회복
탄력성의 관계를 검증한 Kim HJ(2012)의 연구에서는 두 변
인이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며,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방
안으로 회복탄력성을 활용한다면 스트레스 감소와 더불어
직무만족, 성과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처럼 회복탄력성은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진을 완
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적 요인으로 선정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을 둘러싼 대
인관계로부터 제공되는 정신적, 물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의
미한다. House(1981)는 자신이 애정을 받고 존경의 대상이
라고 믿는 정서적 지지, 현금, 노동력 같이 직접적으로 필요
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도구적 지지, 지식이나 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인 정보적 지지, 개인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받을 수 있
다는 믿음인 평가적 지지 등 4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구성
된다고 하였다. Park JW(1985)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
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포함한 4요인으로 구성됨을 밝혔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
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며(Cohen et al., 1985), 업무를 수
행하면서 발생하는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Van der
Doef et al., 1999). 또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문제 해결
을 돕고, 역경을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절하
는 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Sim SA, 2007). 감정노동자의
소진과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사회
적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낮고, 사회적 지지가 낮
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아짐을 보고하였다(Kim WH et
al., 2007; Iplik, 2014).
한편, 사회적 지지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소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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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상사의 지지 및 동료의 지지가 소진의 하위요
인인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Lee
DM, 2008).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동료의 지지
가 높을수록 소진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고갈이 정적으로 감
소하였고, 슈퍼바이저의 지지가 높을수록 개인의 성취감이
향상되었다(Choi HY et al., 2003). 통신회사 종업원의 경
우 상사와 동료의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의 하위 요인인 비인
간화가 정적으로 감소하였다(Guo MM et al., 2013). 본 연
구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을 완화시키는데 사회적 지지
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선행
연구에서는 직무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주체의 영향력에 차
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의 주체를 상사와 동료
로 구분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이상을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감정노동의 수행방법을 다
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따라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달
라지는지 고려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감정노동이 심리적 소
진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변인을 찾기 위해 개인
적 요인으로는 회복 탄력성과 조직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를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및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개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SSWUIRB2015-015). 연구 참여자는 광주
및 대구에 고객센터를 둔 A사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2015년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 콜센터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상담원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야 하고, 모든 문의 전화는 자동분배시스
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Choo SG, 2013). A사는 콜센터
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며, 최근 3년 동안 한국 콜
센터 품질지수(KS-CQI)가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콜센터
서비스 분야의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 결정을 위해 G 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로 조건을 설
정한 결과 최소 필요 표본 수는 약 450명이었다. 불성실한
응답이나 중도에 설문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전 연구의
목적,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소요
되는 시간은 대략 10분이었다. 회수된 460명의 자료 중 무
작위로 응답하거나 무응답이 전체 문항에 10%를 초과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444명의 자
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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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1) 감정노동 척도
종업원 중심의 감정노동을 측정하기 위해 Grandey
(2003)가 개발한 표면행위와 내면행위 척도를 Diefendorff
et al.(2005)이 선별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한 문항들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oi WS(2009)이 번안한 문항을 사
용하였으며, 표면행위 7 문항, 내면행위 4문항으로 총 11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1점: 전혀 아니다∼5점: 매우 그렇다). 직무중심 감
정노동의 측정은 Morris et al.(1997)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수정 보완한 Seffrin(2002)의 설문문항을 Kim JY(2012)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감정표현의 빈도 3문항, 감정표
현의 다양성 3문항, 감정표현의 주의정도 3문항으로 총 9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제시
되었다(1점: 전혀 아니다∼5점: 매우 그렇다). 하위요인들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표면행위 .89, 내면행
위 .89, 감정표현의 빈도 .48, 감정표현의 다양성 .69, 감정
표현의 주의정도 .69로 확인되었다.
2) 소진 척도
심리적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Maslach et al.(1981)이 개
발하고 Hwang SW(2012)이 번안한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소진 척도는
정서적 고갈 9 문항, 비인간화 5 문항, 개인 성취감의 저하
8문항으로 구성된 총 22 문항이며, 하위요인 중 개인 성취
감 8문항은 역 채점 하여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제
시되었으며, 측정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심함
을 의미한다.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다.
3) 회복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측정을 위해 Smith et al.
(2008)이 개발하고 Park JH(2011)가 번안한 간이 회복탄력
성 척도(The Brief Resilience Scale; BRS)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문항 3문항, 부정적 문항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문항 3문항은 역 채점 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제시되었으며, 측정된 총 점수가 높을수
록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일관
성 계수(Cronbach’s α)는 .85이었다.
4)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Park JW(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총 25 문항이며, 정
서적 지지 7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
물리적 지지 6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제시되었으며, 측정된 총 점수가 높을수록 개
인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한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상사의 사회적 지지(이하 상사 지지)와 동료의 사회
적 지지(이하 동료 지지)를 각각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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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내적 일관성 계수는(Cronbach’s α)는 상사 지지 .97,
동료 지지 .97로 확인되었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
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
째,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노동 수행전략과 소진과의 관계에
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복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각각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 인구통계학적 변인
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인구통계학적 특성(성
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여부, 고용형태, 직급, 경력 기간)들
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한 평균 중
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경우 Aiken et al.(1991)이 제안한 조절효과분석법을 사용
하여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보고하였다. 성비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118명
(26.6%), 여성이 326명(73.4%)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
다. 연령에 따른 구성은 20대가 145명(32.7%)이며, 30대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444)
Characteristic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Marital status
Employment type

Position

Career (year)

Categories
Male
Female
Twenty
Thirty
Forty
Fifty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Single
Married
Permanent employee
Temporary employee
etc.
Staff
Section manager
Manager
Under 1 year
1∼5 years
6∼10 years
Over 11 years

N (%)
118
326
145
205
90
4
149
168
127
265
179
407
28
9
404
13
27
73
228
122
21

(26.6)
(73.4)
(32.7)
(46.2)
(20.3)
(0.9)
(33.6)
(37.8)
(28.6)
(59.7)
(40.3)
(91.7)
(6.3)
(2.0)
(91.0)
(2.9)
(6.1)
(16.4)
(51.4)
(27.5)
(4.7)

344

Hayoung Park, Jungkyu Kim

http://www.stressresearch.or.kr/

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내면행위와 소진(r=−.22, p＜
.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감정표현 빈도와 소
진(r=.10, p＜.05), 감정표현 다양성과 소진(r=.10, p＜.05),
감정표현 주의정도와 소진(r=.11, p＜.001)의 관계 모두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회복 탄력성과 소진(r=−.54, p＜
.001)의 관계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0.1은 작은
상관, r=0.3은 중간 상관, r=0.5은 큰 상관으로 판단할 수 있
으므로(Cohen, 1992), 회복 탄력성과 소진은 매우 큰 상관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사 지지와 소진과의 관
계(r=−.34, p＜.001), 동료 지지와 소진의 관계 역시 유의
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12, p＜.05).

205명(46.2%), 40대는 90명(20.3%), 50대는 4명(0.9%)으로
30대, 20대, 40대, 50대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력
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149명(33.6%)이었고, 전문
대 졸업자는 163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
자는 127명(28.6%)이었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179명(40.3%)이며, 미혼자는 265명(59.7%)으로 미혼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407명으로 전체의
대다수인 91.7%를 차지하였고, 비정규직의 경우 28명
(6.3%), 기타 특수 직렬은 9명(2.0%)를 차지했다. 직급에 따
른 구분은 사원이 404명으로 전체의 대다수인 91%를 차지
했다. 그 외에 대리급은 13명(2.9%), 과장급은 27명(6.1%)
으로 나타났다. 콜센터 상담원 경력 기간에 따른 구분으로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사람이 73명(16.4%)을 차지했다. 경력
기간이 1년이 넘고 5년 이하인 사람은 228명(51.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력 기간이 5년이 넘고 10년 이
하인 사람은 122명(27.5%), 10년이 넘은 사람은 21명
(4.7%)이었다.

3.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감정노동의 각 하위 요인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표면행위는 소진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β=.355, p＜.001), 이는 콜센터 상담원이 표
면행위를 많이 할수록 높은 소진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내면행위는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β=−.210, p＜
.001). 상담원이 내면행위를 많이 할수록 소진의 수준이 낮
아진다고 할 수 있다. 감정표현 빈도(β=.118, p＜.05), 감정
표현 다양성(β=.109, p＜.05), 감정표현의 주의정도 역시
소진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β=.156, p＜.01). 이는 감정표
현의 빈도, 다양성, 주의정도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원의 소
진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2. 변수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감정노동, 회복 탄력성, 사회적 지
지, 소진의 평균, 표준편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결과변인인 소진은 감정노동, 회복 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정노동의 하위요인과 소진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면행위와 소진(r=.37, p＜.001)은 유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variables (N=444)

1. Surface acting
2. Deep acting
3. Frequency
4. Variety
5. Attentiveness
6. Burnout
7. Resilience
8. Leader support
9. Co-worker support
M
SD
a)

p＜.05,

b)

1

2

3

4

5

1
.07
.43c)
.43c)
.55c)
.37c)
a)
−.11
−.09
.08
3.59
0.71

1
.24c)
.21c)
.19c)
c)
−.22
.10a)
.20c)
.22c)
3.11
0.81

1
.37b)
.50b)
.10a)
−.01
.10a)
.09a)
4.01
0.72

1
.39c)
.10a)
−.01
.09
.09a)
3.54
0.69

1
.11a)
.05
.03
.01
3.91
0.65

6

7

8

9

1
.21c)
.11a)
3.25
0.67

1
.53c)
3.49
0.69

1
3.76
0.61

1
c)

−.54
c)
−.34
a)
−.12

3.05
0.55

c)

p＜.01, p＜.001.

Table 3. The relation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N=444)

B
Burnout

a)

p＜.05,

b)

p＜.01, c)p＜.001.

Demographic
Surface acting
Deep acting
Frequency
Variety
Attentiveness

.279
−.143

.092
.089
.135

SE
.034
.031
.036
.038
.040

β

.355
−.210

.118
.109
.156

T

F

8.273c)
c)

−4.598

a)

2.531
2.376a)
3.358b)

5.829c)
12.365c)
7.473c)
6.467c)
5.870c)
6.45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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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의 조절효과

5.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 탄력성의 조절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Table 4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1 단계에서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변인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고, 2 단계에서는 예측변인을 투입하였
으며, 3 단계에서 예측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증분 설
명량이 유의한지 탐색하였다. 감정노동의 하위유형인 표면행
위, 내면행위, 감정표현 빈도, 감정표현 다양성, 감정표현 주
의정도와 회복 탄력성의 상호작용 항이 투입되었을 경우, 회
복탄력성이 내면행위와 소진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β=−.077, p＜.05). 조절효과가 추가됨으로써 증가
한 설명력은 0.7%이다. 증가 폭이 크지 않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심리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상호작용의
효과크기가 작게 나타난다(Cohen et al., 2003: Seo YS,
2010에서 재인용).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조절효과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조절변
인의 수준에 따라 조절변인이 값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집단을 나눈 다음, 각각 내면효과와 소진과의 단순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별로 추정된 회귀식의 추정치를 구하
여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Fig. 1을 살펴보면, 회복 탄력성 수
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내면행위와 소진간의 관계가 강한
부적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담원이 내면행위를 많이 할
수록 소진을 덜 경험하며, 내면행위가 소진에 미치는 부적 영
향을 회복 탄력성이 더욱 증가시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상담
원이 내면행위를 더 많이 할수록 더 낮은 수준의 소진을 경험
함을 의미한다. 그 외에 표면행위 (β=.020, ns), 감정표현 빈
도 (β=−.067, ns), 감정표현 다양성 (β=−.063 ns), 감정표
현 주의정도(β=−.033 ns)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
성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1)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에서 상사 지지의 조절효과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상사 지지가 조절할 것
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
하였다. 표면행위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상사 지지의 조절효
과는 유의미하였다(β=−.084, p＜.05). 조절효과가 추가됨
으로써 증가한 설명력은 0.7%이다. 이는 상사 지지가 표면
행위와 소진과의 관계를 완충함으로, 상사지지 수준이 높은
상담원은 표면행위를 수행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소진을 느
끼게 됨을 뜻한다. Fig. 2를 보면, 상사 지지가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표면행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정표현 빈도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상사 지지
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했다(β=−.131, p＜.01). 상호작용 항
의 독립적인 설명량은 1.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

Fig. 1. The relation between deep acting and burnout_moderation effect of
resilience.

Table 4. The relation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moderation effect of resilience (N=444)

B
1
2

Demographic
Surface acting (A)
Resilience(B)
(A)×(B)
Demographic
Deep acting (A)
Resilience (B)
(A)×(B)
Demographic
Frequency (A)
Resilience (B)
(A)×(B)
Demographic
Variety (A)
Resilience (B)
(A)×(B)
Demographic
Attentiveness (A)
Resilience(B)
(A)×(B)

3
1
2
3
1
2
3
1
2
3
1
2
3
a)

p＜.05,

b)

c)

p＜.01, p＜.001.

SE

β

T

.245
−.383
.021

.029
.032
.041

.312
−.466
.020

8.356c)
c)
−11.934
.514

−.116
−.425
−.069

.027
.032
.035

−.170
−.519
−.077

−4.336
c)
−13.201
a)
−1.976

.090
−.409
−.078

.032
.034
.047

.115
−.497
−.067

2.838b)
c)
−11.953
−1.669

.080

.033
.034
.043

−.496
−.063

.035
.034
.047

−.503
−.033

−.407
−.065

.146
−.413
−.038

.098

.169

c)

2.464a)

2

2

F

R

⊿R

5.829c)
26.992c)

.121
.434

.313

24.893c)
5.829c)
20.234c)

.435
.121
.363

.000

19.005c)
5.829c)
19.186c)

.370
.121
.353

.007

17.999c)
5.829c)
18.935c)

.357
.121
.350

.004

17.707c)
5.829c)
20.423c)

.353
.121
.367

.003

18.889c)

.368

.001

.242

.232

.229

c)

−11.885
−1.509

4.224c)

.247

c)

−12.216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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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lation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moderation effect of leader support (N=444)
Stage

Variables

1
2

Demographic
Surface acting (A)
Leader support (B)
(A)×(B)
Demographic
Deep acting (A)
Leader support (B)
(A)×(B)
Demographic
Frequency (A)
Leader support (B)
(A)×(B)
Demographic
Variety (A)
Leader support (B)
(A)×(B)
Demographic
Attentiveness (A)
Leader support (B)
(A)×(B)

3
1
2
3
1
2
3
1
2
3
1
2
3
a)

p＜.05,

b)

B

SE

B

T

2

F

.259
−.217
−.087

.032
.034
.044

.332
−.271
−.084

8.017c)
c)
−6.303
a)
−2.001

−.120
−.203
−.005

.031
.037
.037

−.176
−.254
−.006

−3.902
c)
−5.484
−.144

.099

.036
.037
.045

.128

2.849b)

−.239
−.135

−.299
−.131

−6.550
b)
−3.001

.112
−.245
−.057

.036
.037
.040

.138
−.307
−.063

3.134b)
c)
−6.696
−1.438

.137
−.239
−.123

.038
.036
.044

.160
−.299
−.122

3.576c)
c)
−6.583
a)
−2.823

c)

2

R

⊿R

5.541
15.023c)

.116
.300

.184

14.275c)
5.541c)
9.956c)

.307
.116
.221

.007

9.171c)
5.541c)
9.222c)

.222
.116
.209

.000

9.368c)
5.541c)
9.398c)

.225
.116
.212

.017

8.857c)
5.541c)
9.705c)

.216
.116
.217

.004

9.720c)

.232

.015

c)

.105

0.92

c)

.096

.101

c)

p＜.01, p＜.001.

Fig. 2. The relation between surface acting and burnout_moderation effect
of leader support.

Fig. 3. The relation between frequency and burnout_moderation effect of
leader support.

며, 상담원의 감정노동 빈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상사
지지 수준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이다. Fig. 3을 보면, 감정표
현의 빈도가 높아질 경우 상사 지지가 낮은 수준에서는 소진
의 수준이 높아지지만, 상사 지지가 높은 수준에서는 소진의
수준이 약해짐을 알 수 있다. 감정표현 주의정도와 소진과의
관계에서도 상사 지지는 유의미한 완충효과를 지니며β=
−.122, p＜.05), 조절효과로 인한 설명력의 증가는 1.5%이
다. 상사 지지 수준이 높을 경우 감정표현 주의 정도 수준이
높더라도 낮은 수준의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Fig. 4를 살펴
보면, 감정표현의 주의 정도가 높아질 경우 상사 지지가 낮
은 수준에서는 소진의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나 상사 지지가
높은 수준에서는 감정표현의 주의정도가 소진에 미치는 영
향이 약해짐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내면행위와 소진(β=−
0.06, ns), 감정표현의 다양성과 소진(β=−.063 ns)과의 관
계에서 상사 지지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2) 감정노동 수행전략과 소진의 관계에서 동료 지지의 조절
효과
Table 6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면행위와 소진과의
관계(β=.005, ns), 내면행위와 소진과의 관계(β=−.079,
ns), 감정표현 빈도와 소진과의 관계(β=−.043, ns), 감정표
현 다양성과 소진과의 관계(β=−0.69, ns), 감정표현 주의
정도와 소진(β=−.018, ns)과의 관계 모두 동료 지지의 조
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고, 회복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이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종업원 중
심 감정노동으로 분류되는 표면행위와 내면행위의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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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반되게 나타났는데, 표면행위는 소
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내면행위는 소진에 부적인 영
향을 미쳤다(Yi R et al., 2006; Jeong MG et al., 2008).
표면행위의 수행은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규칙에 맞게끔
자신의 본래 감정을 통제하고 드러나는 감정을 꾸며야 하므
로 심리적 긴장감과 감정의 부조화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상
태가 장기화 될 경우 개인은 자신의 본래 감정 상태에서 이
탈되었다는 소외감을 느끼며, 고객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업
무로부터 소외되는 등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Hochschild, 1983; Loseke et al., 1986). 이와 달리 내면
행위의 수행은 긍정적인 감정 경험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업무 성취감 향상으로 이어져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다(Kruml et al., 2000). 이는 내면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대처전략(cognitive coping strategy)’의 기능을 함을 시사한다(Heo CG, 2014). 직무중심 감

Fig. 4. The relation between attentiveness and burnout_moderation effect
of leade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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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동으로 분류한 감정표현의 빈도, 다양성, 주의정도의 경
우 모두 소진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 결과는
감정표현의 빈도, 다양성, 주의정도가 간호사, 호텔 종사자,
여행인솔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각각 소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Sutton et al., 1998;
Baik et al., 2011; Choi YG, 2011; Kim JY, 2012).
회복 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은 내
면행위와 소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였다. 회복 탄력
성이 높은 상담원이 내면행위를 수행할 경우 회복 탄력성이
낮은 상담원에 비해 소진을 경험하는 수준이 훨씬 더 낮아지
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내면행위 수행 시 긍정적 정서성
이 직무 소진을 줄여준다는 Park SA et al.(2014)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다만, 내면행위가 심한 소진을 야기하지 않
음으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적극적으로 작용하지 않았
을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감정노동의 하위요인들과 회복탄
력성의 상호작용항 투입에서는 영향력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사
회적 지지 대상을 상사와 동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상사
지지의 경우 부분적인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동료 지지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상사 지지가 동료 지지 보다 소진
을 감소시키는데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사 지지는 표면행위와 소진, 감정 표현 빈도
와 소진, 감정표현 주의정도와 소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사 지지가 동료 지지보다 소진에
대한 완충효과가 있는 원인은 콜센터 업무 특징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콜센터 업무는 동료와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상담원간의 일대일 소통 방식으로 이루어지
므로,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소진을 동료의 도움이나 지지가
완화시키기 힘든 구조이다. 반면, 상사의 경우 동료에 비해

Table 6. The relation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 out: moderation effect of co-worker support (N=444)
Stage

Variables

1
2

Demographic
Surface acting (A)
Co-worker support
(A)×(B)
Demographic
Deep acting (A)
Co-worker support
(A)×(B)
Demographic
Frequency (A)
Co-worker support
(A)×(B)
Demographic
Variety (A)
Co-worker support
(A)×(B)
Demographic
Attentiveness (A)
Co-worker support
(A)×(B)

3
1
2
3
1
2
3
1
2
3
1
2
3
a)

p＜.05,

b)

c)

p＜.01, p＜.001.

(B)

(B)

(B)

(B)

B

SE

B

t

.288
−.126
.006

.033
.040
.054

.367
−.135
.005

8.619c)
b)
−3.161
.110

−.135
−.054
−.081

.032
.043
.047

−.197
−.058
−.079

−4.218
−1.263
−1.737

.105
−.110
−.059

.037
.043
.062

.134
−.118
−.043

2.855b)
a)
−2.558
−.940

.101

.038
.043
.056

−.116
−.069

.040
.042
.060

−.120
−.018

−.108
−.083

.147
(B)

−.111
−.024

.124

.170

c)

2.693b)

2

2

F

R

⊿R

5.829c)
12.408c)

.121
.261

.140

11.427c)
5.829c)
6.993c)

.261
.121
.166

.000

6.718c)
5.829c)
6.068

.172
.121
.147

.006

5.668c)
5.829c)
5.983c)

.149
.121
.145

.002

5.705c)
5.829c)
6.568c)

.150
.121
.157

.004

6.062c)

.158

.000

.045

.026

.025

a)

−2.529
−1.473

3.655c)

.037

b)

−2.618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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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담원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을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 상사가 응대를 대신하는 경우
가 있으며, 상사의 평가는 상여금이나 승진 등의 보상으로
작용하여 소진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사의 사회적 지지가 감정노동으로 야기되는 소진
을 일정부분 완충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의 감정노동을 통합하여 보다 넓은
관점에서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특
히 내면행위는 감정을 실제처럼 느끼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Ashforth et al., 1993), 내면행위의 수행으로 소진의 수준이 감
소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
스 교육의 대다수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표현에 집중되어
있다. 상담원들의 소진 감소 및 심리적 건강 향상을 위해서
는 서비스 교육의 중심이 내면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변
화해야 하며, 이에 대한 새로운 교육 방법의 모색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직무중심의 감정노동에
속하는 감정표현의 빈도, 다양성, 주의정도는 모두 소진을
야기하였는데, 상담원 개인의 노력으로 감정표현의 빈도, 다
양성, 주의정도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조직 차
원의 해결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지나친 업무량 및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업무환경을 축소하는 등 조직 환경
을 재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면행위와 소진의 관
계에서 회복 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밝혀졌다. 기업에서는 콜
센터 상담원의 회복 탄력성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은 소
진을 야기하는 표면행위와 감정표현의 빈도, 다양성, 주의정
도에서는 완충효과를 보이지 못했으므로, 소진을 완충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에 대한 탐색은 지속돼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주체에 따라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상사 지
지는 부분적으로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를 완충시키는 것
으로 밝혀졌다.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지지를 향상시키고 관
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
정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에 초점이 맞
춰져 있으므로 개인이 타인의 지지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료적 개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의 표본에 대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A사 콜센터에서 근무하
는 상담원을 대상으로만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
문으로 실시되었다.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심리적 특성들이 개인적 성향에 따라 과장되거나 축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연구 참여자가 자발적인 동의 하
에 설문에 참여하였더라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경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본 연구는 단일시점에 측정된 횡단적 자료이다. 감정
노동 수행으로 인한 감정 상태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단일
시점의 측정이 감정 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http://www.stressresearch.or.kr/

반영하는데 미흡할 수 있다. 분명한 인과관계의 설정을 위해
종단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Aiken LS, West S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Ashforth BE, Humphrey RH (1993). Emotional labor in service roles: The influence of ident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8(1): 88-115. doi:10.2307/258824
Baek DW, Yeom YH (2012).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8(3): 271-280. http://uci.or.kr/
G704-001792.2012.18.3.005
Bitner MJ (1990). Evaluating service encounters: The effects of physical surroundings and
employee responses. Journal of Marketing, 54: 69-82. doi:10.2307/1251871
Brotheridge CM, Grandey AA (2002). Emotional Labor and Burnout: Comparing Two
Perspective of People Work.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1): 17-39. doi:10.
1006/jvbe.2001.1815
Cho SE (201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Customer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e Consultant's Emotional Exhaustion at the Call Center.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Cheonan.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
T12514577
Choi HY, Jeong NU (2003). Perfectionism Tendency, Social Support, and Burnout Among
Counselor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2): 279-300. http://uci.or.kr/G704000533.2003.8.2.003
Choi HY (2010). Relations between job stress,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in call
center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leadership.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Busan.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2251684
Choi WS (2009). Predictors of Turnover Intention of Call Center Employees and Identification
of Sequential Relationship between Job Burnout and Emotional labor.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1959235
Choi YG (2011). The influence of emotion labor on burnout: centered on the stress coping
strategy an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2698726
Choo SG (2013). A Study on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on Job Stress,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s- A study based on Call Center employees.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3236361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 doi:10.1037//00332909.112.1.155
Cohen J, Cohen P, West SG et al.(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Erlbaum.
Cohen S, Will, T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doi:10.1037//0033-2909.98.2.310
Cordes CL, Dougherty TW (1993). A review and integration of research on job burnout.
Academy of Managements Review, 18(4): 621-656. doi:10.2307/258593
Freudenberger HJ (1974).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 30(1), 159-165. doi:10.
1111/j.1540-4560.1974.tb00706.x
Grandey AA (2000). Emotion regulation in the workplace: A new way to conceptualize
emotional labor.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95-110. doi:10.
1037//1076-8998.5.1.95
Grandey AA (2003). When “The show must go on”. Surface acting and deep acting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exhaustion and peer-rated service delive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6(1): 86-96. doi:10.2307/30040678
Guo MM, Lee KS, Hwang HY (2013).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Burn-out among
Employees in Chinese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7(3): 1257-1283. http://uci.
or.kr/G704-001438.2014.27.3.007
Hochschild AR (1983).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n Press.
House J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iami, FL: Addison-Wesley Pub. Co.
Heo CG. (2014).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Customer-related Social Stressor on the
Relation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6): 3524-3533. doi:10.5762/KAIS.2014.15. 6.3524
Hwang SW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Behavior and Job Burnout
among Service Worker's- Moderating Effect of Leader's Emotional Leadership and Trust.
(Doctoral dissertation). Yeongnam University, Gyeongsan. Retrieved from http://www.
riss.kr/link?id=T12736972
Iplik FN, Topsakal Y, Iplik E (2014).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on Job Attitudes of Hotel
Employees: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s of Social Support and Job Autonomy.
International Review of Management and Marketing, 4(3): 175-186.
Jeong MG, Lim HC, Choi HS (2008). Study of consequences of employees’ emotional labor
in call centers. Journal of the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9(2): 319-345.
doi:10.15706/jksms.2008.9.2.013013
Kim HJ (2012). A study on Resilience and Emotional Labor of Agents in Call Center. (Master’s
thesis).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Retrieved from http://www.riss.kr/
link?id=T12745676
Kim IS (2009).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 out, Turn over Intention among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5(4): 515-526. http://uci.or.kr/
G704-001792.2009.15.4.005
Kim JY (2012). Effects of Tour Conductors Emotional Labor on Emotional Dissonance and
Burnout-Comparison of emotional labor focused on employee and emotional labor
focused on job.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3090935

The Effect of Call Center Consultant’s Emotional Labor on Burnout: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Kim WH, Shin KH, Heo CG, Lee JH (2007).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job burnout
and moderating effect of autonomy, social suppor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4): 905-921. doi:10.17315/kjhp.2007.12.4.014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13). Analysis on Emotional
Labor by Job.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ruml SM, Geddes, D (2000). Exploring the dimensions of emotional labor: The Heart of
Hochschild’s Work. Management Communication Quarterly, 14(1): 8-49. doi:10.1177/
0893318900141002
Kwon HJ (2008).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labor and burnout: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dissonance.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5(4): 93-113.
http://uci.or.kr/G704-000726.2008.15.4.003
Lee DM (2008). Effect of Emotional Labor and Social Support on Burnout of Airline Cabin
Attendants. Journal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32(2): 213-312.
http://uci.or.kr/G704-000001.2008.32.2.008
Lee JH (2013).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pecial School Teachers’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Resilience.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Cheonan.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3105706
Lim CH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busive supervision of supervisor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Retri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2908851
Loseke DR, Cahill CE (1986). Actors in search of a character: Student social workers quest
for professional identity. Symbolic Interaction. 9(2): 245-258. doi:10.1525/si.1986.9.2.
245
Luthar SS, Cicchetti D, Becker B (2000). The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doi:10.1111/1467-8624.00164
Maslach C, Jackson SE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 99-113. doi:10.1002/job.4030020205
Morris JA, Feldman DC (1996). The dimensio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4): 986-1010. doi:10.2307/259161
Park JH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Optimism, Positive Illusions and
Psychosocial Adaptation in Broken family Adolescent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2518500
Park JW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349

Yonsei University, Seoul.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791002
Park SA, Lee JC (2014).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Strategy on Job Burnout and Job
Engagement: The Moder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7(4): 781-807. doi:10.24230/
ksiop.27.4.201411.781
Roh HM (2005). The effects of emotional stat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emotional labor
strategies and job-related attitudes in the context of emotional labor.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Seoul.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0358831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of the Korean Service Industry. Seoul: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cheid TL (1999).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erspective on social problem, 11: 169-194
Seligman MEP (1998). Learned optimism. New York, NY: Pocket Books.
Seo YS (2010). Testing Mediator and Moder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distinction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4): 1147-1168. http://uci.or.kr/G704-000523.2010.22.4.007
Sim SA (2007). Influence of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on the Burnout of Daycare
Teacher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0989639
Shin KH, Yi R, Gim WS (2006). The role of emotional labor strategies in the job
demand-resource model with burnout and engagement-call center employees case.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9(4): 573-596. http://uci.
or.kr/G704-000280.2006.19.4.001
Statistics Korea (2014). Social indicators in Korea. Seoul: Statistics Korea.
Sutton, RI, Rafaeli A (1998). Untang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layed emotions and
organizational sales: The case of convenience sto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3): 461-487. doi:10.5465/256456
Van der Doef M, Maes S (1999). The Job Demand-Control(-Support) Mode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view of 20 years of empirical research. Work & Stress, 13(2): 87-114.
doi:10.1080/026783799296084
Yoon SY (2010). A Study on the Emotional Labor,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of Airline
Call Center Workers. The Journal of Korea Navigation Institute, 14: 1-10. http://uci.
or.kr/G704-001706.2010.1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