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사회복지학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34, 2010. 9. 1. pp. 259-279.

사회복지사의 정서지능과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언정 ․이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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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정서지능, 고객지향성,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
서지능이 긍정적인 조직행동을 유발하는 유의미한 변수임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의 정서지능은 자기정서파악, 타인정서파악,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4가지 차원
으로 구분되었으며, 정서조절과 정서활용은 조직몰입에, 그리고 타인정서파악과 정서활용
은 고객지향성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조직몰입은 정서조절과 고객지향성간에 유의한 매
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사회복지영역에서 충분히 다루어져 오지 않았던 정서
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몰입 및 고객지향성과의 유의한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조
직 및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의 의의를 규명하였고, 더불어 고객지향성의 의미를 재조명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고객지향성, 정서지능, 조직몰입

Ⅰ.

서론

사회복지사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진, 감정고갈 등은 오래된 연구주제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들은 클라이언트, 조직 및 직무특성과 같은 외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성격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최근 민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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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히 서비스 영역의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인의 스트레스 및 감정적 반응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
로서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Ashkanasy, Ashton-James and Jordan,
2004; Slaski and Gartwright, 2003). 정서지능은 자기통제, 열정, 인내력,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칭하는 개념(Goleman, 1995)으로, 높은 정서지능을 지닌 개인은 직무로
부터 유발되는 다양한 감정들을 적절히 지각하고 이해함으로써 정서지능이 낮은 개인
보다 상대적으로 감정에 의한 부정적인 반응들을 좀 더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박동수․홍춘철․정성한, 2007; Tsaousis and Nikolaou, 2005).
그리고 정서지능이 개인의 스트레스 조절 능력과 관련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직무만
족, 조직몰입 등과 같은 긍정적인 조직행동을 유발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고객과 접점에 있는 서비스 종사자에게 정서지능은 고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정서지능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태도와 행동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고객지향성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정서지능이 높은 사회복지사
는 클라이언트를 일상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욕
구 충족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Borman and Motowidlo(1993)는 직무수행이 조직의 기술적 핵심과 직접 관련되는
과업 수행 이외에도 기술적 핵심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수행(contextual performance)
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소개하였다. 맥락적 수행에는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임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서로 돕는 것, 그리고 조직
의 규칙과 절차를 지키고 조직의 목표를 따르는 것 등이 포함된다. 조성우(2006)는 이
들의 연구를 토대로 한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에서 ‘클라이언트지향 수행’
은 과업수행이 아니라 맥락적 수행이라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고객지향
성이 과업수행 자체와 분리되며, 개인의 지식, 기술, 능력과 무관한 개인의 의지 및 성
향과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지능과 고객지향성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즉,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다는 것만으로는 고객지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없고, 고객지향성은 개인성향의 하나인
정서지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을 가능케 한다.
정서지능과 고객지향성 이외에 본 연구는 조직몰입을 연구변수로 추가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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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앞서 정서지능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과 함께 조직몰
입이 고객지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어 왔기 때
문이다. 조직몰입은 개인의 조직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변수로서 조직유효성 또는
성과와 직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은미, 1999). 따라서 조직몰입을 포함한 정서지
능과 고객지향성간의 연구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의 실
천적 함의를 더할 것이라고 본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영역에서 정서지능과 고객지향성의 의미와 중
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서지능과 고객지향성간의 관계를 알아봄과 동시에 정서
지능과 고객지향성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덧붙여
정서지능과 고객지향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어떠한 서비스 영역보다 종사자들의 소진
이나 정서적 고갈의 가능성이 높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의 관심이나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함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정서지능은 인지지능과 분리 가
능한 사회적 지능의 한 유형으로, 개인의 성격과는 명확하게 다르고 연령이나 경험에
따라 증가되는 특성을 가진 개인이 갖는 하나의 독립적인 능력으로 보고되고 있다.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을 자기 통제, 열정, 인내력,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칭하
는 개념으로 보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욕을 잃지 않
게 하며, 순간적인 만족을 지연시키고 기분을 조절하여 사고능력이 방해를 받지 않고
감정이입과 희망을 키워주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정서지능은 인지지능과 비교되어 학계와 현장에서 관심을 끌어왔다. 정서지능이 높
은 사람들은 불쾌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회피하고 고객
과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최금창․최우성,
Salovey and Mayer(199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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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들이 높은 단계의 정서지능을 경험하게 되면 조직에 대한 불안정성을 덜 느
끼게 되며, 좀 더 효과적으로 조직리더십과 조직과업을 수행할 수 있고(Palmer et al.,
2000; Prati et al., 2003; Higgs and Rowland, 2002),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더 효율
적으로 대처하며(Nikolaou and Tsaousis, 2002; Slaski and Cartwright, 2002), 낮은 정
서지능을 가진 사람보다 더 나은 전략을 수립하기도 한다(Bar-On et al., 2000).
의료나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영역과 같이 도덕적 기대수준이 높고 상황에 대한 탄
력적인 대처능력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
은 경우(Stevens and Higgins, 2002)에 정서지능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Gerits et al.(2005)은 위험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돌보는 여성간호사의 소진
증상에 관한 연구에서 낮은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높은 정서
지능과 사회적 기술을 가진 경우보다 소진증상에 노출되기 쉽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
지만 현장에서 개인의 정서지능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영역에
서는 아직까지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관련 연구의 필
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고객지향성(customer orientation)

에 의해 비영리조직에도 마케팅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
장이 제기된 후, 제한적이지만 몇몇 마케팅개념들이 비영리조직에 적용되기 시작하였
다. 그 중에는 시장지향성, 고객지향성, 서비스지향성과 같이 실천적 활동지침을 내포
하고 있는 개념들도 포함되었다(최상미․최재성, 2006).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 서
비스지향성 은 기본적으로 고객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고객지향성은 대체로 시장지향성과 서비스지향성에 내포되어 있는 하위개념으
로 보고되고 있다.
Kotler and Levy(1969)

1)

2)

시장지향성은 ‘현재 및 미래의 고객욕구와 관련된 시장에 대한 지식을 조직 전반적 차원에서 창출하
고, 창출된 정보를 모든 부서 간에 확산시키며, 그러한 시장정보에 대해 조직 전체가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Kohli and Jaworski, 1990).
2) 서비스지향성은 조직의 규칙, 정책, 업무처리절차, 시스템관리를 강조하며 조직내 서비스지향적 분위
기와 훈련에 의해 기인된다고 보는 조직중심적 서비스지향성과 고객들과 유연하고 개방적인 형태의
상호작용을 하는 직원 개인의 서비스지향적 성향에 기초를 두는 고객중심적 서비스지향성의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이종남, 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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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객지향성을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이익 증
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정
의하였으며, 기존 연구를 통합하여 고객지향성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척도를 최초로 개발하였다.
고객지향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객지향적 행동은 고객만족을 가져오고
(Bettencourt and Brown, 1997), 고객이 지각하는 서비스 질(Brady and Cronin, 2001)
을 높인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기관에 있어서 고객지향성을 위한
종업원의 행동은 고객들의 만족과 서비스 품질을 지각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ergeant and Frenkel, 2000).
고객지향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서비스조직의 고객 접점에 있는 종업원을 대상으
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객지향성의 개념이 서비스조직에서 특히 필요시 되는 개념
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기관 역시 서비스조직으로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관
계가 일반 서비스조직이 갖는 속성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Donavan, Brown and
Saxe and Weitz(1982)

Mowen, 2004).

사회복지영역에서 고객지향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홍석자(2007)는 노인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고객중심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였는데, 여기에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관점으로 시설 입소자와 그 가족들의 만족과 불
만족, 요구나 기대사항을 살펴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제공하는 서비
스에 대해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고객의 요구
와 불만족사항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 등이 포함하고 있다. 노충래 외
(2009)는 아동복지시설의 고객지향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시설의 인적, 물적 및 조직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한 후, 고객지
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영역에서 고객지향성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양적, 질적으로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3.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몰입은 이직, 결근과 같은 행동변수 및 직무만족, 직무몰입과 같은 태도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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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장은미, 1999). 종업원의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한 종업원의 강한 신념이며 조직의 일원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강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Sergeant and Frenkel, 2000).
Mowday(1979)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는 태도’로 조직몰입을 정의하였다. 조직몰입이 높은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일체감을 느끼고 조직구성원으로 계속 남아 있으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낸다.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것은
종사자들을 동기부여 시키고 조직의 가치를 이해하고 고객지향성 목표 성취에 공헌함
으로써 조직과의 내적 일치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한다(Hennig-Thurau and Thurau,
2003). 이렇게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의 긍정적인 조직행동과 관련되며 궁극적으로 조
직성과와 이어지기 때문에 조직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변수라 할 수 있다.
4. 정서지능, 조직몰입, 고객지향성간의 관계

정서지능의 의의는 서비스 종사자의 감정적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업무성과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김상희(2006)는 정서지능이 높을 경우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겪게 되는 부
정적인 심리적 현상을 잘 극복하게 되고 이를 통해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Brown et al.(2002)은 이러한 매커니즘을 정서지능과 고객지향성간의 관계를
통해 연구하였는데, 그는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이 개인적인 특질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종업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윤경일(2003)도 대학병원 근무간호사의
성격특성, 권한부여 및 고객지향성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성격적으로 친절하고 타
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나 동정심을 보이는 간호사의 고객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axe and Weitz(1982)의 연구결과 역시 고객지향성이 개인의 친사회적이고
의도적인 변화가 가능한 측면과 관련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높은 단계의 정서지능을 가진 종사자들은 조직에 대해 안정
감을 느끼고, 효과적으로 리더십과 조직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Abraham(2003)은 개인
의 정서지능과 조직몰입간에 다양한 의존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특히 정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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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조직몰입을 설명하는 여러 변수 중에 단독으로 15% 정도를 설명해주는 강력한
설명변수임을 보고하였다. Wong and Law(2002)도 정서지능이 직무성과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성향과 같은 직원의 태도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다. Nikolaou and Tsaousis(2002)는 정서지능이 직업적 스트레스와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력을 정신건강연구소에 근무하는 2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지능과
업무 스트레스간에 부(-)의 관계가 있고, 정서지능과 조직몰입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Guleryuz et al.(2008)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정서지능이 조직몰입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정현우(2007)는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조직구성
원 48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간에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결과들은 조직몰입이 고
객지향성의 설명변수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O'hara, Boles and Johnson(1991)은 판매
원의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유의하다고 보고하면서, 판매원이 그들의 회사에 몰입
했을 때 고객과의 상호작용시 고객지향성을 내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언급하
였다. Dunlap, Dotson, and Chambers(1988)는 조직몰입이 조직사회화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며, 고객지향성은 특히 고객과 최접점에
있는 종업원에 더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밖에 전재균(2003), 이애
주․김순하(2006) 등도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종사자들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고객지향성이 강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정서지능이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이며, 조직몰입 역시 고객지향성의 설명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및 모형

본 연구는 문헌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정서지능이 조직몰입과 고객지향
성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
문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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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서지능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정서지능은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조직몰입이 정서지능과 고객지향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그림1] 연구 모형

2. 표본 및 자료 수집방법

실증분석을 위해 광주 및 전남지역의 150개 이용 및 생활시설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중에서 편의표집을 통해 추출된 5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였으며,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427개의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21.5%, 여자가 78.5%이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30%, 30대가 31.6%, 40대 27.4%, 그리고 50대 이상이 11%이다. 사회복지기관의 총 재
직기간은 5년 미만이 24.8%로 가장 많고, 1년 이상～3년 미만(22.2%), 1년 미만
(18.3%), 11년 이상(13.6%)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 복지시설 유형별로 보면, 종합사회
복지관이 20.6%, 그 외 기타이용시설이 23.2%, 생활시설 44%, 기타 12.2%였다. 응답자
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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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 특성 (전체: 427명)

<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집단
시설
유형

구분

남
여
유
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기타이용시설
생활시설
기타

빈도(명) 퍼센트(%)
92
335
250
177
128
135
117
44
3
88
99
188
52

21.5
78.5
58.5
41.5
30.0
31.6
27.4
10.3
0.7
20.6
23.2
44.0
12.2

총
재직
기간

직위

구분
빈도(명) 퍼센트(%)
1년 미만
78
18.3
1년 이상～3년 미만
95
22.2
3년 이상～5년 미만
106
24.8
5년 이상～7년 미만
49
11.5
7년 이상～9년 미만
35
8.2
9년 이상～11년 미만
21
4.9
11년 이상
43
13.6
시설장
39
9.1
상위관리자
37
8.7
중간관리자
68
15.9
사회복지사
173
40.5
기타
110
25.8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정서를 적절하게 사
용할 줄 알고,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Law, Wong, and Song(2004)이 사용한 ‘자기정서파악’, ‘타인정서파악’, ‘정서활용’, ‘정
서조절’의 4개 차원 16개 문항을 이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고객지향성은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욕구해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척도는 Donavan,
Brown, and Mowen(2004)이 서비스직원을 대상으로 개발한 4개 차원으로 구성된 척
도를 이용하였으며, 이 중 1개 차원은 사회복지현장에서 그 의미가 약하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이를 제외한 3가지 차원(고객우선성, 고품질 서비스제공, 고객관계성) 9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조직을 위해 최
선을 다하려는 태도’로 정의하였고, Mowday(1979)가 사용한 6개 문항의 단일 차원 척
도를 이용하였다. 고객지향성과 조직몰입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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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검증에 앞서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과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은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였으며,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1. 타당성과 신뢰성

변수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정서지능과 고객지향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정서지능
문항 중에서 1개 문항(정서13)의 요인적재치가 0.5이하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4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고객지향성은 9개 문항이 단일 요인으로 묶였
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정서12
정서11
정서10
정서9
정서13
정서7
정서6
정서8
정서5
정서3
정서2
정서4
정서1
정서15
정서16
정서14
고유값
설명된 변량
누적백분율(%)

정서활용 타인정서파악 자기정서파악 정서조절
0.765
0.741
0.631
0.603
0.454
0.154
0.217
0.337
0.212
0.204
0.195
0.214
0.129
0.112
0.126
0.37
6.946
43.41
43.41

0.203
0.264
0.17
0.286
0.192
0.798
0.736
0.628
0.595
0.156
0.288
0.247
0.321
0.048
0.144
0.154
1.754
10.962
54.372

0.297
0.131
0.156
0.252
0.315
0.192
0.256
0.245
0.345
0.767
0.708
0.623
0.571
0.014
0.137
0.183
1.233
7.708
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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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4
0.23
0.176
0.201
0.352
0.082
0.138
0.208
0.165
0.074
0.156
0.108
0.172
0.857
0.795
0.568
1.138
7.115
69.195

고객지향성3
고객지향성2
고객지향성4
고객지향성1
고객지향성9
고객지향성5
고객지향성8
고객지향성7
고객지향성6

고객지향성
.741
.739
.714
.711
.710
.648
.647
.530
.520

-

-

고유값
설명된 변량
누적백분율(%)

4.005
44.495
4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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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타당성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3>
과 같이 절대적합지수인 RMSEA가 0.057, 모형의 개선정도를 살펴보는 증분적합지수인
TLI와 CFI도 0.9이상으로 적합하였으며, 각 요인과 측정변수들도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이 모두 0.8이상으로 양호하였다.
<표 3> 적합도 지수
적합도

X²
927.933

d.f.
388

CFI
0.912

TLI
0.901

RMSEA
0.057

표 4> 신뢰도 분석 결과

<

변수
자기정서파악
정서 타인정서파악
지능 정서활용
정서조절
조직몰입
고객지향성

측정문항
자신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다' 외 3문항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 민감하다' 외 3문항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잘 할 수 있다' 외 3문항
자신의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외 2문항
진심으로 이 조직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 외 5문항
고객들이 나의 도움으로 잘 되는 것이 즐겁다’ 외 8문항

‘
‘
‘
‘
‘
‘

Cronbach's ⍺
0.83
0.86
0.86
0.81
0.83
0.88

2. 상관관계분석

표 5>의 변수간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보면, 고객지향성과 조직몰입, 정서지능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 중 자기정서파악과 타인정서파악은
인구통계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정서활용과 정서조절은 연령과 유의
한 상관관계(r=0.11, p<.05)를 보였으나 상관계수 값이 낮아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서지능의 평균값을 보면, 자기정서파악은 3.56점, 타인정서파악은 3.54점, 정
서활용 3.50점, 정서조절은 3.37점으로 자기정서파악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서활용이 낮
았다. 고객지향성은 연령과 낮은 상관관계(r=0.1, p<.05)를 보였고, 평균 3.79점으로 평
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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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간 상관관계

<
1
2
3
4
5
6
7
8
9
10
11

평균 S.D. 1
연령
36.47 9.55 1.00
학력
2.65 0.77 -0.03
재직기간 2.83 1.73 0.29
직위
3.23 1.02 -0.51
성별
0.22 0.41 0.03
고객지향성 3.79 0.54 0.10
조직몰입 3.38 0.69 0.23
자기정서파악 3.56 0.59 0.03
타인정서파악 3.54 0.62 -0.01
정서활용 3.50 0.67 0.11
정서조절 3.37 0.64 0.11

**
**

*

**

*
*

2

3

4

5

6

7

1.00
0.07
**
-0.23
**
0.18
0.00
-0.00
0.07
0.01
*
0.10
0.06

1.00
**
-0.18
0.03
0.07
0.03
-0.01
-0.05
-0.04
-0.07

1.00
**
-0.16
-0.07
**
-0.31
-0.07
0.01
*
-0.11
-0.10

1.00
0.02
0.08
0.03
-0.09
0.02
-0.00

1.00
**
0.35
**
0.38
**
0.43
**
0.42
**
0.26

1.00
**
0.20
**
0.12
**
0.25
**
0.24

8

9

10

11

1.00
**
0.60 1.00
**
**
0.52 0.57 1.00
**
**
**
0.33 0.36 0.46 1.00

주) 1. N=427
2. 남자=0, 여자=1로 코딩함, 직위가 높을수록 작은 값으로 코딩되었음
3. **: p<.01. *: p <.05

4. S.D.(standard deviation):

표준편차

3. 연구모형의 검증
1) 정서지능, 조직몰입, 고객지향성간의 직접 효과

앞서 <표 3>의 구조방정식 분석결과에서 제시한 적합도를 통해 연구모형의 전반적
인 적합도는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조방정식 결과를 통해 정서지능, 조직몰입, 고객지향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그림
2] 참조), 정서지능 중에서 정서조절(0.196, p<.01)과 정서활용(0.148, p<.10)이 조직몰입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고객지향성에는 타인정서파악(0.270, p<.01)과 정서활용
(0.171, p<.05)이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간에도 유의한 관계
(0.355, p<.01)를 보였다. 정서지능 중 자기정서파악은 조직몰입 및 고객지향성 모두에
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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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서지능,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의 직접효과

[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p<.10, *p<.05, **p<.01

변수간 직접효과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정서지능(정서조절, 정서활용)→조직몰입, 조
직몰입→고객지향성, 정서지능(타인정서파악, 정서활용)→고객지향성 경로의 직접효과
가 유의하였다.
2)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분석

매개효과 분석은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Aroian 테스트 를 이용하였다.
Aroian 테스트는 Sobel 테스트에 비해 표준오차를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
<표 6>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3)

정서조절 → 조직몰입 → 고객지향성
정서활용 → 조직몰입 → 고객지향성

경로계수
2.6162
1.6248

Standardized
2.4801
1.6459

P
0.0131
0.1042

표 6>은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변수간 직접효과가
유의했던 정서조절→조직몰입→고객지향성 경로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2.6162
(p<.05)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정서조절과 고객지향성간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

A r o i a n
3)

의 경로계수, b: Y→Z의 경

Test:

(a: X→Y

로계수, SE: 표준오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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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이 정서지능과 고객지향성을 완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변수간
에 직접효과가 유의했던 정서활용→조직몰입→고객지향성의 경로에 대한 매개효과 분
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정서지능을 중심으로 정서지능이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에 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Wong and Law(2002), 정호균․한희섭(2010), 정규엽․김원동(2008), 정현우
(2007) 등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의 정서지능이 자기정서파악(자신의 정
서를 정확하게 이해), 타인정서파악(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 정서활용(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건설적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서조절(개인의 정서를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능력)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됨이 확인
되었다. 즉, 정서지능은 단일의 차원이 아니라 복수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개
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정서지능이 기타 분야 종사자의 정서지능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서지능 차원 중에서 정서조절과 정서활
용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타인정서파악과
정서활용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호균․한
희섭(2010), 이애주․김순하(2006), 전재균(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조직몰입에는 정서조절이, 고객지향성에는 타인정서파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컸으며, 특히 정서활용은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 모두에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났
다. 셋째,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조직몰입이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과 고객지
향성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정서지능, 고객지향성, 조직몰
입간의 모든 직․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지능과 고객지향성, 조직몰입간에 유의
한 직접 및 간접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지능이 직접적으로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과 같은 긍정적인 조직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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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를 통해 정서지능이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에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정서지능 중 관련 변수들과 모두 유의한 관계
를 보였던 정서활용 에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분석결과는 정
서지능이 직원 채용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임을 암시하고 있다. 대부분 채용 시
인지지능과 관련된 학력이나 성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연구결과는 정서지능
이 인지지능 이외에 개인의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
다. 셋째, 정서지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신
규 및 기존의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서지능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인식한 많은 기업과 기관들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자체 설계하
여 운영 중이며, 전문적인 인력개발업체에서도 영역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에 있다.
비록 자기정서파악은 조직몰입 및 고객지향성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정서지능은 4개 차원 모두가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 개인이 느끼는 감
정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자기정서에 대한 이해, 동료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들의 느낌과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인 타인정서이해, 그리고 자기 및
타인정서이해를 통해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정보를 건설적으로 활용하고, 스스
로 분노와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개인의 정서를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서조절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꾸준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가 평가한 고객지향성의 평균값이 3.79로 ‘그렇다(좋다)’에 미치지 못하는 수
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클라이언트에게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고객지향성
과는 맥락적 수행 차원에서 볼 때 그 의미를 달리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고객지향성을
높이려면 우선 고객지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앞서 정서지능의 개발과 마찬가지로 시설이나 기관장의 관심과 이해가
4)

4)

정서활용은 ‘항상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나 스스로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한다’,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잘 할 수 있다’,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스스로 격려 한다’의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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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함의에 덧붙여 본 연구는 아직까지 사회복지영역에서 그 중요성에 비해 연
구가 부족했던 정서지능과 고객지향성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문
적으로 한걸음 더 내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정리하면, 첫째, 전라남도 광주
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가 평가한 결과를 이용하
여 고객지향성을 분석하였는데, 향후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고객지향성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자가 평가 결과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
언트간의 고객지향성에 대한 평가 차이를 탐색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
으로, 고객지향성과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실
천 현장에서 고객지향성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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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Social Worker's Customer Orientation
Ko, Eon-Jeong ․ Lee, Hyuk-J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ocial worker's customer orientation.
To examine this research, 427 social workers who work at Gwangju,
Jeollanamdo, were participated in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social worker's emotional intelligence is composed of 4 sub-dimensions;
self-emotions appraisal, others-emotions appraisal, use of emotion, and regulation of
emotion.
Second, social worker's emotional intelligen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ustomer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organizational commitment has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client
orient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Keywords: customer orientation, emotional intellige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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