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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조직환경 적합성과 탈진의 대상차원, 그리고
성과간의 구조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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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을 직접 대면하는 접점 종업원들의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과 동시에 회사에서 정해준 정책과 지시를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이중고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접점종업원들
이 경험하는 탈진이 불특정다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고객, 회사관리자와 같은 구체적 역할구성원으로부터 올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종업원 탈진의 차원을 회사에 대한 탈진과 고객에 대한 탈진으로 구분하고 종업원이 수행해야 하
는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탈진 대상차원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탈진의 대상차원에 영향
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적합성 이론에 근거한 개인-조직환경 적합성(개인-직무, 개인-상사, 개인-동료, 개인조직)
을 제시하고 각 차원들이 회사에 대한 탈진과 고객에 대한 탈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
해 신용카드 및 보험회사 등 5개사의 고객 콜센터 접점직원 3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객에 대한 탈진은
양적 질적 성과를 모두 감소시키는 반면 회사관리에 대한 탈진은 양적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질적 성
과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더불어 회사에 대한 탈진은 고객에 대한 탈진의 정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조직환경 적합성과 탈진차원간의 관계는 개인-상사 적합성이 고객
에 대한 탈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기각된 연구가설에 대한 논의와 본 연구의
시사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개인-조직환경 적합성, 탈진의 차원, 고객에 대한 탈진, 회사에 대한 탈진, 업무 성과, 양적 성과, 질적 성
과, 콜센터

Ⅰ. 서 론

과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에 잔존한 종업원들이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업무 부담과 성과경쟁에 직면하게 되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면서 이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탈진(burnout)

기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 인력의 채

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용을 가급적 억제해 가고 있다. 반면, 기업의 경쟁

제기되는 실정이다(매일경제 2008. 2.16일자, 연

력 제고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으로 생산성

합뉴스 2007. 4. 29일자, LG경제연구소 2007.

* 이 논문은 2009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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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사자들의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 각종 문제 상황을

일반적으로 탈진은 직무수행의 결과로서 경험하

해결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게 되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Maslach

회사에서 정해준 정책과 스크립트를 효율적으로

and Schaufeli 1993). 주로 자신의 대상자, 업

달성해야 하는―양 극단에 끼인 신세(caught in

무, 동료직원이나 조직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the middle)로서의―이중고를 경험하게 된다. 이

(Amstrong 1977),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나

러한 긴장감은 종업원들이 경험하는 탈진이 ‘불특

타나는 감정적․육체적 고갈로 설명되며(Farber

정 수령자(nonspecific recipient)’로부터 오는 것

1984), 그 하부차원은 감정적 고갈, 탈인격화, 낮

이 아니라 고객, 회사 관리자 등과 같이 구체적인

은 자아성취감으로 구성된다(Maslach 1982). 탈

역할 구성원(role members)으로부터 야기될 수

진은 그동안 기업 및 학계의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

있음을 의미한다(Singh, Goolsby, and Rhoads

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는데, 상당한 연구결과 및

1994). 이들 각 대상들은 접점 종업원이 가장 빈

분석에 의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직 모두에게 심

번하게 상호작용 하는 구성원들이면서 각자 상이한

각한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

요구와 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종업원들이 경험

다. 구체적으로 접점 종업원들이 경험하는 탈진은

하는 탈진의 직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두통, 의기소침, 무력감, 피로감, 자존감의 저하,

종업원들이 탈진을 경험하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대인관계 감소와 같은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함께

따라 조직에 미치는 결과와 선행요인의 영향력이

(Burke, Shearer, and Deszca 1984; Kahill

달라질 수 있다. 즉, 접점 종사자의 부정적인 심리

1988), 조직에 대한 만족과 몰입, 업무성과, 이직

경험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구성된 것인지 혹은 회

의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형성한다(Demerouti,

사관리자와의 관계에서 구성된 것인지에 따라 조직

Verbeke, Bakker 2005; Grant, and Moncrief

내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

2001; Jackson, Schwab, and Schuler 1986;

이고 각 관계별 탈진의 정도를 결정짓는 선행변수

Lee and Ashforth 1996; Low, Cravens; Taris

또한 다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006).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탈진의 차원을 정

한편, 탈진은 타인과의 접촉이 많은 업종에 종사

서적 고갈, 비인격화 혹은 심리적 이탈, 저하된 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

아성취감과 같은 탈진의 내용적 차원에서만 접근함

져 있다(Saxton, Philips, and Blakeney 1991).

으로써 대상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는데 미흡하였

즉 대면서비스라는 직무특성상 역할 담당에 대한

다. 근본적으로 탈진은 다차원적인 현상이므로 탈

규칙을 조직과 고객에게 동시에 요구받게 되는데,

진의 개념적 명확화에 있어 다차원성은 중요한

이러한 요구는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수준을 넘어

의미를 지닐 수 있다(Bakker, Demerouti and

일종의 직업규범이나 조직규범의 성격을 지니기 때

Verbeke 2004; Maslach and Goldberg 1998;

문에 상대적으로 강력한 규범적 성향을 가지며, 이

Maslach and Jackson 1981). 이에 본 연구에

로 인해 종사자들이 지각하는 탈진의 수준은 개인

서는 콜센터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탈진의 대상차원

의 문제를 넘어선 조직적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특

을 고객에 대한 탈진과 회사관리에 대한 탈진으로

히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대표적 업종인 콜센터 종

구분하고 조직관련 선행요인의 규명과 함께 결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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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성, 직업특성, 조직구조 등)을 중심으로 설명되

먼저 조직관련 결과변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어져 왔다(박상언과 김민용 2006; 서문식과 김상

는 직무성과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탈진과

희 2002; Arches 1991; Harvey and Raider

조직만족도, 조직몰입, 이직의도간의 관계를 규명

1984; Huberty and Huebner 1988; Feldman

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의 경우 어느 정도 일치된

and Morris 1996; Leiter and Harvie 1997;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 탈진과 업무성과를 규명한

Maslach et al. 2001; Maslach et al. 2001:

연구들은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Leiter and Harvie 1997: Maslach 2003). 그

예를 들어 어떤 연구들은 탈진과 업무성과는 부정

러나 급변하는 환경에서 개인변수나 조직변수만으

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로 조직 내 개인의 태도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기

(Bhagat, Allie, and Ford 1995; Parker and

때문에 개인과 조직환경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주

Kulik, 1995; Wright and Cropanzano 1998),

목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Chatman 1991; Nadler

어떤 연구들은 탈진과 업무성과는 관련이 없거나

and Tushman 1980; Kristof-Brown, Zimmerman,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and Johnson 2005). 개인과 조직환경의 적합성

(Keijsers, Schaufeli, Le Blanc, Zwerts, and

은 환경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대상

Reis-Miranda 1995; Lazaro, Shinn, and

의 구분이 가능하다(Dawis 2002). 그러나 대부분

Robinson 1985; Randall and Scott 1988).

의 개인-조직환경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은 개인-조

이러한 결과는 업무성과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측정

직(박원우 외 2006; Cable and Judge 1996;

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탈진의

Vancouver an Schmitt 1991; Siegall and

차원을 대상차원으로 접근해 차별적 영향력을 규명

McDonald 2004) 또는 개인-직무(Beehr and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

Bhagat 1985; Carless 2005)를 중심으로 이루

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무성과를 회사에

어져 상대적으로 개인-상사, 개인-동료 적합성에

서 요구하는 양적 성과와 고객이 기대하는 질적 성

대한 연구가 미진했거나(Kristof-Brown 2005),

과로 구분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 연구에서 하나의 적합성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접점 종업원들은 응대하는 고

많아 다양한 환경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객의 요구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과 조직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내부적 요구를 실현해야 하는 만큼(Bateson 1985),

행사하는지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Kristof-

탈진이 이들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통합적으로 논

Brown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

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인-조직환경 적합성을 개인-직무적합성, 개인-상사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탈진의 대상차원에 영향

적합성, 개인-동료적합성, 개인-조직적합성으로 구

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적합성 이론

분하고 한 연구의 틀 안에서 탈진의 차원에 미치는

(fit theory)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연

차별적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상호작용적 관점 연

구에 의하면 탈진을 불러일으키는 선행변수는 크게

구의 스펙트럼(spectrom)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개인적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성격관련 특성,

자 한다. 이것의 실증적 검증은 실무적으로나 학문

일과 관련된 자세나 감정 등)과 조직적 특성(업무

적으로 탈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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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의 탈진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에

능적 위험성과 효과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해

집중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여겨진다.

왔다(Bakker et al. 2004; Maslach 2003;
Perlman and Hartman 1982; Singh et al.
1994)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그렇다면 종업원 탈진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이
고 이는 조직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가? 기
존연구에 의하면 탈진을 불러일으키는 선행변수는

2.1 종업원 탈진(Burnout)의 개념과 관련연구

크게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의 측면에서 설명
되고 있다(Maslach, Schaufeli, and Leiter 2001).

종업원 탈진은 직무수행의 결과로서 겪게 되는 부

다만 각 특성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는가는 연

정적인 심리경험을 일컫는다(Maslach and Schaufeli

구자들 마다 상이한 차이가 있으며 특성의 적용도

1993). 일반적으로 좌절감, 어지럼증, 수면장애, 분

일부 변수만 보거나 서로 상반된 특성에 내용들이

노, 우울 등의 신체적, 행동적, 심리적 증상을 가

교차되는 등 합의된 것은 없는 실정이다. 정리해보

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Cherinss 1982; Burke

면 개인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인구사회학적

and Moore 2003; Elloy, Terpening, and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성격관련 특성(경

Kohls 2001), 부정적인 자아개념, 업무에 대한

직성, 삶에 대한 의식, 삶에 목적을 찾으려는 동

부정적 태도, 고객에 대한 관심이나 느낌의 상실을 포

기, 타인에 대한 관심, 대처기능, 자존감, 분노표

함하는 총체적인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다(Maslach

현방식 등), 일과 관련된 자세나 감정(일에 대한

1982). 초기 연구에서 탈진은 남을 돕는 인적 서

기대, 이론적 오리엔테이션, 탈진예방에 대한 지

비스 직군의 사람들이(심리치료사, 사회사업가, 간

식, 감정부조화)이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서문식

호사 등) 뚜렷한 이유 없이 의욕을 잃고 역할에 대

과 김상희 2002; Harvey and Raider 1984;

한 몰입을 상실해 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

Huberty and Huebner 1988; Feldman and

되기 시작했다(Bradley 1969; Freudenberger

Morris 1996; Leiter and Harvie 1997; Maslach

1974). 그러나 탈진을 반드시 특정 직군에서만 나

et al. 2001). 상황적 요인으로는 업무특성(업무

타나는 현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일

요구, 역할갈등, 역할모호, 자율, 통제, 자원의 결

면서(Cordes and Dougherty 1993), 최근의

핍, 동료의 지지), 직업특성(직위, 직업종류), 조직

연구들은 대인접촉이 빈번한 직무뿐만 아니라 거

특성(위계질서, 규칙, 시설, 공간배치)이 주요 내

의 모든 산업과 직종의 조직구성원에게 발견될

용으로 제시되고 있다(박상언과 김민용 2006; Arches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Cordes et al. 1997;

1991; Leiter and Harvie 1997; Maslach et

Demerouti et al. 2001; Sand and Miyazaki

al. 2001; Maslach 2003).

2000). 이러한 이유로 탈진에 관한 연구는 사회

다음으로 종업원의 탈진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학, 심리학, 경영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어

는 이를 경험하는 당사자의 신체적, 심리적 결과를

왔으며, 조직구성원이 경험하는 피로, 기진맥진,

넘어 조직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실감, 실패 등과 같은 탈진의 형태가 지닌 역기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탈진을 경험하는 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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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두통, 의기소침, 무력감, 피로감, 자존감의

자신의 직무에 있어 더 이상 유능하지 않고 가치

저하, 대인관계 감소와 같은 신체적, 심리적 변화

있는 성취를 이루기에 부족하다는 자기평가를 말한

를 보이며(Burke, Shearer, and Deszca 1984;

다(Maslach and Jackson 1986).

Kahill 1988), 나아가 조직의 생산성과 성과에

그러나 세 차원 중 ‘저하된 자아성취감’은 다른

영향을 미치고, 조직에 대한 몰입을 감소시키며 이

차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Baruch-

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Bakker et al.

Feldman, Brondolo, Ben-Aayan, Schwartz 2002;

2004). 즉 자아성취감은 탈진의 한 구성요소라기

Cropanzano, Rupp, Byrne 2003; Drach-Zahavy,

보다는 자기 효능감(self-efficiency)에 유사한 개

Somech, Granot, Spitzer 2004; Jackson, Schwab,

인적 특성으로 다른 차원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발

and Schuler 1986; Lee and Ashforth 1996;

생하는 특성을 보이며(Cordes et al. 1993), 방

Low et al. 2001; Van der Linden, Keijsers,

향성 면에서도 부(-)가 아닌 양(+)의 역산처리로

Eling, Van Schaijk 2005).

실증 면에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
다(Lee and Ashforth 1996). 따라서 이러한 이

2.2 탈진의 내용차원과 대상차원

유들로 인해 최근의 연구들은 정서적 고갈과 비인
격화(혹은 심리적 이탈)의 두 차원을 탈진을 구성

탈진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개념의 하위차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는 하위차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박상언과 김민용
2006; Bakkeer et al. 2004).

(Bakker et al. 2004; Demerouti, Verbeke,

한편 탈진은 위와 같이 내용적 측면에서의 하위

Bakker 2005; Maslach and Goldberg 1998;

차원뿐만 아니라 대상적 측면에서의 하위차원으

Maslach and Jackson 1981). 논의의 여지는

로 구분될 수 있음이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혹은 심

(Demerouti et al. 2005; Lee and Ashforth

리적 이탈, 저하된 자아성취감의 세 차원으로 제시되

1993; Singh, Goolsby, and Phoads 1994;

고 있다. 먼저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Singh 2000). Singh et al.(1994)은 고객서비

은 고객의 지나친 정서적 요구로 인해 관심, 신뢰,

스를 수행하는 접점종업원이 경험하는 탈진은 ‘불

감정을 상실하게 되는 느낌을 의미하는데(Lee

특정 수령자’로부터 온다고 가정하는 것 보다 고객,

and Ashforth 1993; Shirom 1989), 그 특성

상사, 동료, 최고경영자 같은 역할 구성원에 대한

상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탈진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종

결과가 이 차원에 집중되어져 있다(Saxton et al.

업원의 역할 스트레스와 성과간의 관계를 탈진이

1991). 심리적 이탈(disengagement) 혹은 비인

매개함을 밝히면서

격화(depersonalization)는 한 개인이 직무나 서

개념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하위 대상차원의 영향

비스에 관련된 이들(동료, 고객, 조직)에게 보이는

력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Singh(2000)은 이러한 한

분리되고 냉소적인 태도를 의미한다(Freudenberger

계를 극복하고 탈진의 대상차원을 고객에 대한 탈

1974). 마지막으로 저하된 자아성취감(reduced personal

진과 조직 내 역할구성원들을 포괄하는 회사관리

accomplishment)은 업무에 대한 자신감 감소로

에 대한 탈진의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연구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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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체가 달라 탈진의 대상차원 간 관계 및 선,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의 성과를 질적

후행 영향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였

성과와 양적 성과로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질적

다. Demerouti et al. (2005)은 탈진의 차원을

성과(performance quality)란 서비스가 어떻게

내용적 차원과 대상적 차원의 조합으로 접근할 수

전달되어지는가에 관심을 둔다. 즉 종업원의 감정

있음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적인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으로 고객과의 거래

탈진의 정도에 따라 5개 집단(탈진된 집단, 탈진이

에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감정을 표현하고

없는 집단, 3개의 중간집단)을 도출하였으며 이들

노력하여 관계를 개선하였는가를 의미한다(Ashforth

집단이 역할내 성과(in-role performance)와 역

and Humphrey 1993). 예를 들면 접점 종업원

할외 성과(extra-role performance)에 미치는 영

이 긍정적인 감정에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임함으

향력을 규명하였다.

로써 고객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요구에 빠르게 응
대하며 고객의 문제를 이해하고 신뢰를 확보하려는

2.3 종업원 탈진의 차원과 성과간의 관계

노력의 정로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양적 성과
(performance productivity)란 행동적 가이드라

접점 종업원들은 응대하게 되는 고객의 요구뿐만

인으로 구성된 고객접점과 후선업무의 계량적 지표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내부적 요구를

를 수행한 정도로 정의한다. 예를 들면 앞서 밝힌

실현해야 한다(Bateson 1985). 특히 고객과의 효

바와 같이 처리고객 수, 고객처리시간, 상담절차

율적 접점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콜센터 종업원

이수, 문서작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singh 2000).

의 경우 다양한 고객과의 통화를 통해 각종 불만을

본 연구에서는 탈진과 성과의 다차원성을 고려하

접수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과 함

여 좀 더 다양한 패턴으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

께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기업에서 정해준 대화 스

다. 먼저 접점직원의 고객에 대한 탈진은 성과에

크립트를 준수하고 최대한 많은 콜을 접수해야 하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접점 종업원들

는 부담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종업원

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바탕을

의 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 품질과 같은

두고 있으며, 따라서 접점종업원들의 성과는 역할

고객관점(Bitner 1990; Hartline and Forrell

정체성과 관련이 높다(Thoits 1983). 즉 고객에

1996; Parasuraman et al. 1985; Zeithnal

게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질적 성과뿐만 아니라 조

1988)이나 혹은 고객처리수, 문서작업량, 고객유

직에서 요구되어지는 양적 성과 또한 처리고객 수,

지율과 같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조직관점

고객처리시간과 같이 결과적으로 고객과의 상호작

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유필화, 박대현, 그

용을 통한 산출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과의

리고 곽영식 1996; Singh, Goolsby, and Phoads

상호작용에서 겪는 부정적 자아개념, 고객에 대한

1994). 이에 Singh(2000)은 종업원들은 개별적

느낌의 상실 등으로 대변되는 고객탈진은 회사에

인 관심과 정성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고객들

대한 탈진보다 더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의 요구와 인당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조직

좀 더 구체적으로 고객에 대한 탈진은 고객에 대한

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만큼 종업원 성과

냉소적 태도, 고객응대시의 자신감의 결여, 의기소

는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보

침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와 연결됨으로써 양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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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질적 성과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크게 나타날 것이다.

있다(Motowidlo et al. 1986; Jamal 1984).

가설 1-2: 회사관리에 대한 탈진의 부정적 영

다만, 자원보전이론(theory of conservation of

향은 양적 성과에는 유의하지 않고

resources)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스트레스를 양산

질적 성과에는 부(-)의 영향을 미

하는 역할관계에서 되도록 가치 있는 자원을 보존

칠 것이다.

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조절하게 되는데, 양적 성과
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성과로 자신의 봉급과 직

2.4 종업원 탈진의 차원간의 관계

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업원들
은 탈진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도 되도록이면 질

내부마케팅(internal Marketing)에 관한 기존

적 성과보다 양적 성과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움직

의 연구들은 종업원들을 일차적인 내부고객으로 가

이게 된다(Aiello and Kolb 1995; Hobfoll and

정하고, 이들의 욕구충족과 동기부여가 고객에 대

Freedy 1993). 더불어 탈진으로 인한 자신감 결

한 태도와 행동 그리고 나아가서 기업의 성과로 연

여, 좌절감의 감정은 자신의 성과를 스스로 과소평

결된다고 보고 있다(Varey 1995; Varey and Lewis

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객관적으로 측

1999). 즉 접점 종업원들이 조직내부적으로 경험

정되는 양적 성과보다 주관적 성격이 강한 질적 성

하는 감정은 태도나 행동을 결정짓고 이것이 고객

과에 대한 종업원 자신의 판단에 부정적인 결과를

과의 상호작용에서 또다시 태도나 행동으로 발현된

야기한다(Doran and Renaud 1992; Keijsers

다는 것이다(Hartline and Ferrell 1996). 따라

et al. 1995). 따라서 고객에 대한 탈진의 부정적

서 회사관리자나 전반적인 관리방식에 대한 종업원

영향력은 양적 성과보다는 질적 성과에서 더욱 크

들의 부정적인 감정은 회사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

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회사관리에 대한 탈진은

고 스스로 심리적인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대응전략

양적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coping strategy)으로 나타나게 된다(Maslach

질적 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

1982).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은 자신이 속한 조직

면 자원보전이론에 따라 접점 종업원이 회사에 대

에 공헌하고 헌신하려는 노력을 감소시키고 조직에

해 냉소적 태도나 정서적 고갈을 경험하더라도 자

서 추구하는 목표에 반하는 부정적인 태도의 발생

신에게 상대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인 양적 성과에

가능성을 높인다. 그 결과 회사관리에 대한 탈진은

는 되도록 파급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지만 질

조직에서 원하는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

적 성과는 그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은 반면 감정적

켜 회사의 주요 목표이자 접점종업원의 상호작용

인 노력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대상인 고객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할 가능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대상에 대한 감정의 전
이 프로세스(profess of affect transfer)는 신뢰

가설 1: 종업원 탈진의 대상차원이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같은 긍정적인 감정의 전이를 바탕으로 몇 몇 연구
들에서 제시된 바 있으나(Donney and Cannon

가설 1-1: 고객에 대한 탈진의 부정적 영향은

1997; Sirdeshmukh, Singh, and Sabol 2002),

양적 성과보다 질적 성과에서 더

탈진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의 적용도 가능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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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하면 크게 상호일치 적합성(supplementary fit)
과 상호보완 적합성(complementary fit)의 내용

가설 2: 회사에 대한 탈진은 고객에 대한 탈진에

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Munchinsky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Monahan 1987). 상호일치 적합성은 개인과
환경이 서로 유사하거나 일치되는 특성을 지닐 때

2.5 개인-조직환경 적합성과 탈진간의 관계

발생하며, 상호보완 적합성은 개인의 특성이 전체
조직환경에 기여하여 완전하게 하거나 또는 개인이

개인-조직환경간 적합성 이론(person-environment

부족한 것을 환경특성이 보완해 줄때 발생한다.

fit theory)은 개인특성과 환경이 결합하여 주어진

한편, 개인-조직환경 일치이론은 무엇을 환경으

상황이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로 보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대상의 구분이 가능하

보는 상호작용적 심리학(interactional psychology)

다(Dawis 2002). 여기에는 개인-직무적합성(person-

에 기반을 둔다(Chatman 1991; Nadler and

job fit), 개인-상사적합성(person- supervisor fit),

Tushman 1980). 기존의 연구들이 조직 내 개인

개인-동료적합성(person-group fit), 개인-조직적

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개인성향과

합성(person-organization fit)의 내용이 포함된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해 왔다

다(Kristof-Brown, Zimmerman, and Johnson

면 개인-조직환경 적합성 이론은 이 두 요인을 동

2005). 개인-직무 적합성은 현재 직무에서 요구되

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

고 있는 것과 현재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일치하고

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행동은 개인성향과 환경의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Edward 1991; Kristof

함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Lewin(1951)의 명

1996). 앞서 언급한 적합성의 정의에 따라 직무가

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개인과 환경이 일치할수

개인의 요구나 선호를 충족시킬 때, 개인이 직무에

록 개인과 환경이 서로 만족한다는 업무적응이론

서 요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을 때 개인과 직무

(work adjustment theory)에서 발전하였다(Dawis

가 부합한다고 본다. 개인-상사적합성은 상사와 부

and Lofquist 1984).

하간의 추구하는 가치의 일치성(Colbert, 2004;

개인-조직환경간 적합성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

Krishnan 2002), 성격의 유사성(Schaubroeck and

마다 상이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

Lam 2002), 목표의 일치성(Wit 1998)을 포함한

가 아직은 없는 실정이다(Judge and Ferris 1992).

다. 개인-동료적합성은 개인과 동료들간의 인간적

대안적으로 유사성(similarity), 혹은 요구(demands)-

인 조화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해 주는 정

능력(abilities),

요구(needs)-공급(supplies)의

도를 의미한다(Judge and Ferris 1992). 마지막

조합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그 내용은 기술, 선호, 가

으로 개인-조직적합성은 선행연구에서도 그 정의가

치, 퍼스낼러티, 목표, 태도 등을 포함한다(Kristof

일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인과

1996). 여기에서 요구-능력 적합성은 개인의 능력

조직간의 상응이라 정의한다. 여기에는 조직이 추

이 조직의 요구를 맞출 수 있을 때 나타나고 요구-

구하는 가치와의 일치성(Kristof 1996; Verquer

공급 적합성은 개인의 선호, 기대를 조직이 제대로

et al. 2003), 조직문화(O'Reilly, Chatman, and

만족시켜 주었을 때 발생한다. 그러나 ‘적합성’이라

Caldwell 1991), 목표와의 일치성(Vancuov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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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mitt 1991; Witt and Nye 1992) 등이 포
함된다.

미칠 것이다.
가설 3-4: 개인-조직 적합성은 a) 고객, b)

다시 말해 적합성은 목표, 태도, 선호와 같이 추
구하는 가치가 일치하거나 서로 보완함으로써 완전

회사에 대한 탈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게 해 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종업원들은
조직의 구성환경과 사회적 정체성이 유사하다로 느

이상 개인-조직환경 적합성이 탈진의 대상차원인

낄수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된다(Ashforth, B.

고객에 대한 탈진과 회사관리에 대한 탈진의 역할

and R. Humphrey 1993). 즉 자신을 둘러싼 환

을 통하여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경이 자신의 기질, 가치와 적합할 때 행복감을 느낀

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다는 것이다(Diener, Larsen, Emmons 1984).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 상태는 적응력을 높
이고 조직이 지향하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Ⅲ. 연구의 방법

표현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종업원들은 자신의 목
적,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내
적 불만족이나 자기비하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

3.1 표본의 자료수집

하게 되고 그러한 환경에 대해 부정적 태도와 행동
을 보이게 된다(양혁승, 정영철 2002; Reichers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해 실제로 콜센터를 운

1986). 즉 개인-조직환경 적합성이 높은 경우 환

영하고 있는 기업의 전화상담원을 대상으로 하였

경에 친숙함을 느끼고 긍정적인 정서가 발휘되지만

으며 구체적으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In-bound

낮은 경우에는 어색함과 불안감이 지배하고 그에

Telemarketing)과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Out-

따라 부정적 정서가 발휘되어 회사 관리나 고객에

bound Telemarketing)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금

대해 정서적인 상실감이나 이탈감을 보다 쉽게 경

융관련 회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

험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집을 위해 시중 카드사 3개사, 보험회사 2개사로 구
성된 총 5개사의 콜센터 담당자들에게 협조를 요청

가설 3: 개인-조직환경 적합성은 탈진의 대상차
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여 약 10일간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성과
를 종업원들에게 직접 물어봄으로써 사회적으로 바

가설 3-1: 개인-직무 적합성은 a) 고객, b)

람직한 응답을 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Arnold

회사에 대한 탈진에 부의 영향을

and Feldman(1981)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1)

미칠 것이다.

모든 응답은 완벽히 비밀에 부쳐지고, (2) 응답은

가설 3-2: 개인-상사 적합성은 a) 고객, b)

전체 집단수준에서 분석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확인

회사에 대한 탈진에 부의 영향을

은 불가능하며, (3) 완성된 설문은 회사에 경유하지

미칠 것이다.

않고 바로 연구자에게 제공됨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가설 3-3: 개인-동료 적합성은 a) 고객, b)

5개사의 설문지는 회사별로 각 변수의 측정항목 순

회사에 대한 탈진에 부의 영향을

서를 상이하게 배열하여 항목의 맥락효과(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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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기본모형

effect)를 줄이고자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총

직무적합성, 개인-상사적합성, 개인-동료적합성, 개

350부가 배포되었으며, 조사결과 회수되지 못한 설

인-조직적합성, 고객에 대한 탈진, 회사에 대한 탈

문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25부가 최종 분석에

진, 질적 성과, 양적 성과이며 다항목 척도를 활용

사용되었다. 표본 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 분석결

하여 측정되었다. 각 연구 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해

과, 성별은 여성이 전체 응답자의 99%로 콜센터 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측정도구

업이 여성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를 연구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였으며, 응답척도

나이는 20대가 55.8%, 30대가 39.6%로 아직까지

는 내용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7점 리커드 척도

는 젊은 여성들이 콜센터 상담원으로써 많이 활동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⑦: 매우 그렇다)가 이용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지위를 살펴보면 일

되었다. 연구모형의 분석을 위해서 복수의 항목으

반 상담원은 293명으로 91.9%, 대리급 상담원은

로 측정된 연구 개념들은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20명으로 6.3%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근무 년 수

거친 후 하나의 평균값으로 계산(composite score)

를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이 전체의 32.1%이며 3년

하여 이용하였다.

미만의 상담원들이 237명으로 전체의 73%로 나타
났다.

탈진: 고객탈진과 회사관리탈진은 Singh et al.
(1994)이 사용한 항목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각 3항목씩 총 6항목으로 구성되었다.

3.2 측정

성과: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는 Singh(2000)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들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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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업무 생산성과 관련된 3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다

Ⅳ. 분석결과

음으로 질적 성과는 호의, 즉시성, 개별적 관심,
믿음직함에 대한 항목들이 각각 3항목씩 총 12항
4.1 척도의 신뢰성 분석

목이 측정되었다.

개인-조직환경 적합성: 개인-조직환경 적합성은
아직까지 측정항목과 방법에 대해 일치된 견해는

연구모형을 검중하기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의도

없다(Park 1999).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에 동일하게 설문항목들이 측정되었는지를 파악하

사용된 측정항목을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 부적절

기 위해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본

한 경우 상호일치성과 보완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측정항목들에 대한 신뢰성

수정하였다. 먼저 개인-직무적합성은 Donovan et

분석은 크론바알파(Cronbach's alpha), CR(composite

al.(2004)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개인-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상사 적합성은 Krisfof- Brown(2005)의 연구를

값을 활용하였다. <표 1>을 보면 각 구성개념들이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개인-동료 적합성

크론바알파 신뢰계수가 Nunnally and Bernstein

은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아 Krisfof-Brown(2005)

(1994)이 제시한 기준인 0.70을 넘어서고 있음을

의 연구를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하였다. 마지막으

확인할 수 있었다. Fornell and Larcker(1981)

로 개인-조직적합성은 Judge and Cable(1997)

가 제시한 CR을 계산한 결과, 모두 기준치인

와 Carless(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4항목을 연

0.70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AVE

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를 계산한 결과. 0.66에서 0.82로 나타나 기준치
인 0.50을 높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적 일
관성을 확보하고 있다(Bagozzi and Yi 1988;
Gerbing and Anderson 1988).

<표 1> 신뢰성 분석결과
변수

최초
항목수

최종
항목수

Cronbach's ɑ

CR

AVE

고객에 대한 탈진

3

3

.76

.75

.67

회사에 대한 탈진

3

2

.85

.82

.79

질적 성과

4

4

.94

.91

.82

양적 성과

2

2

.82

.83

.77

개인-직무적합성

3

3

.90

.89

.80

개인-상사적합성

3

3

.80

.79

.78

개인-동료적합성

4

3

.83

.86

.77

개인-조직적합성

4

3

.81

.7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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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척도의 타당성 분석

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구성개념들의 타당성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적재치가 떨어지는 3항목이 제거한 결과 모든 항

4.2.1 성과의 2단계 요인모델
(second-order factor model)

목의 요인적재치는 .60을 넘어서고 있었으며 t값

2단계 요인모델(second-order factor model)

또한 p.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

은 하위차원의 개념들이 상위차원의 개념을 적절히

다. 모델 적합도는 x2=376.30(d.f.=181), p=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00, CFI=.94, GFI=.90, RMSEA=.058, NFI=

상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과의 질과 생산성이

.92, RMR=.052로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확보되

각각 하위차원으로 이루어지는 2단계 요인모델로

었다.

분석했다. <그림 2>를 보면 먼저 질적 성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 적재값이 유의하였으며, 전

4.2.3 척도의 판별타당성 분석

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적합하게 도출되었다(χ

다음으로 구성개념간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2

=174.23, d.f.=50; GFI=.92; NFI=.95;

위하여 외생변수들과 내생변수들로 나누어 각 구성

CFI=.96; RMR=.067; RMSEA=.088). 다음

개념들 간의 쌍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서

으로 양적 성과 역시 모든 요인 적재값이 유의하였

로 다른 구성개념 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두 번

2

으며, 전반적으로 여러 지수들(χ =46.66, d.f.=7;

실시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두 개념간의 상관관계

GFI=.96; NFI=.93; CFI=.94; RMR=.048;

를 자유롭게 추정하게 하고, 다음 분석에서는 상관

RMSEA=.12)을 볼 때 모형의 적합도는 적합하

관계를 1로 고정시킨 후 두 모델간의 x2값의 차이

게 도출되었다.

를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두 개념 간 상관관계를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4.2.2 척도의 집중타당성 분석

모델과 상관관계를 1로 고정시키고 모델 간에는

신뢰성 분석과 2단계 요인모델 분석 후, 연구모

자유도가 1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모델에서

<질적 성과 2nd order CFA>

<양적 성과 2nd order CFA>

<그림 2> 2단계 요인모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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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구분

외생변수

내생변수

계수값(t-value)

변수

SMC

가장 높은 값

가장 낮은 값

개인-직무적합성

.97(23.47)

.69(13.95)

.78

개인-상사적합성

.87(17.78)

.60(11.21)

.60

개인-동료적합성

.90(19.61)

.68(13.41)

.68

개인-조직적합성

.81(16.35)

.79(15.76)

.63

고객에 대한 탈진

.77(13.43)

.69(12.12)

.54

회사에 대한 탈진

.90(17.32)

.78(14.84)

.71

질적 성과

.76(15.19)

.68(12.98)

.50

양적 성과

.83(15.14)

.69(12.51)

.58

<표 3>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비제약모델

연구개념

외생
변수

내생
변수

제약모델

△χ2(1)

d.f

χ2

d.f

χ2

직무적합성-상사적합성

8

5.91

9

336.77

330.86

직무적합성-동료적합성

8

8.22

9

434.52

426.3

직무적합성-조직적합성

8

20.95

9

398.72

377.77

상사적합성-동료적합성

8

16.58

9

311.00

294.42

상사적합성-조직적합성

8

4.91

9

336.52

331.61

동료적합성-조직적합성

8

5.36

9

361.53

356.17

고객에 대한 탈진-회사에 대한 탈진

1

0.01

2

72.44

72.43

고객에 대한 탈진-생산성

1

0.02

2

91.67

91.65

고객에 대한 탈진-성과의 질

4

48.00

5

101.87

53.87

회사에 대한 탈진-생산성

1

0.27

2

160.68

160.41

회사에 대한 탈진-성과의 질

4

28.41

5

183.323

154.913

생산성-성과의 질

4

18.03

5

41.91

23.88

산출된 x2값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다. 분석결과,

and Iacobucci 2001).

2

모든 비교에서 상관관계 1로 제약한 모델의 x 값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다는 결과를 확보할 수

4.3 가설의 검증

있었다. 따라서 모든 구성개념들은 판별타당성이 있
음이 확인되었다(De Wulf, Odekerken-Schr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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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무적합성과 탈진의 대상차원간의 관계를 살펴보았

SPSS 10.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

는데 분석결과 직무 적합성이 높을수록 고객탈진에

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각 구성개

미치는 영향력(ϒ=-.37, t=-6.77), 회사관리에

념들은 평균값을 계산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자료로

대한 탈진에 미치는 영향력(ϒ=-.11, t=-2.01)이

활용하였다(표 4).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지지되었

가설 1은 종업원 탈진의 대상차원이 성과에 미치

다. 가설 3-2는 분석결과 개인-상사 적합성을 높

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설 1-1은 고객에

게 지각할수록 고객탈진에는 유의하지 않지만(ϒ=

대한 탈진의 부정적 영향은 양적 성과보다 질적 성

-.01, t=-.21), 회사에 대한 탈진은 낮아지는 것

과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보았는데 분석결과

으로 나타났다(ϒ=-.36, t=-6.66). 가설 3-3은

예측한대로 양적 성과보다(β=-.23 t=-4.81)보다

개인-동료적합성의 영향력을 규명하였으며 분석결

질적 성과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β=-.52, t=

과 고객탈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ϒ=-.12,

-11.67). 가설 1-2는 회사관리에 대한 탈진의 부

t=-2.16), 회사탈진에는 방향성에서는 맞지만 통

정적 영향은 양적 성과에는 유의하지 않고 질적 성

계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는데 분설

나타났다(ϒ=-.10, t=-1.90). 가설 3-4는 개인-

결과 양적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β=-.17,

조직적합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고객에 대한 탈진

t=-3.55), 질적 성과에는 유의하지 않아(β=.01

과 회사에 대한 탈진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t=0.14)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2는 회사관리

나 가설은 지지되었다(각각 ϒ=-.28, t=-4.58; ϒ

에 대한 탈진이 고객에 대한 탈진에 미치는 영향력

=-.12, t=-2.06)

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접점 종업원들
은 회사에 대한 탈진을 경험할수록 고객에 대한 탈

4.4 매개효과의 검증

진의 수준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지
지되었다(ϒ=.43, t=10.75). 마지막으로 가설 3

한편 본 연구에서는 회사탈진이 고객탈진을 거쳐

은 개인-조직환경 적합성은 탈진 대상차원간의 관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는 바,

계를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설 3-1은 개인-직

고객탈진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검증하

<표 4> 변수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134

연구개념

평균

표준편차

고객탈진
회사탈진
생산성
성과의질
직무적합
상사적합
동료적합
조직적합

4.61
4.63
4.85
4.84
4.72
5.10
3.91
3.51

1.28
1.21
0.99
0.82
0.91
0.88
1.19
1.41

1

2

3

4

5

6

7

8

1.000
.413 1.000
-.171 -.249 1.000
-.300 -.146 .567 1.000
-.420 -.246 .475 .424 1.000
-.204 -.437 .182 .114 .182 1.000
-.294 -.279 .321 .246 .236 .344 1.000
-.315 -.273 .392 .478 .299 .246 .29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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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가설의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Standardized coefficients(t-value)

독립변수

고객탈진

회사탈진

양적 성과

질적 성과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상사 적합성
개인-동료 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
회사탈진
고객탈진

-.37(-6.77)***
-.01(-.21)
-.12(-2.16)***
-.28(-4.58)***
.43(10.75)***

-.11(2.01)**
-.36(-6.66)***
-.10(-1.90)*
-.12(-2.06)**
-.17(-3.55)***
-.23(-4.81)***

.01(.14)
-.52(-11.97)***

R2

.241

.345

.213

.382

F값(P값)

18.321(.00)

25.02(.00)

31.07(.00)

88.03(00)

주) a. 회귀분석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이고, 괄호안의 값은 t값임
*P.10, **P.05, ***P.01

<표 6> 매개효과 검증
Model
[1] 독립변수 → 매개변수
[2] 독립변수 → 종속변수
[3] 독립변수 → 종속변수
매개변수 → 종속변수
[1] 독립변수 → 매개변수
[2] 독립변수 → 종속변수
[3] 독립변수 → 종속변수
매개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

Beta

t-value

판정

양적 성과

.436
-.263
-.168
-.227

10.749
-6.077
-3.554
-4.805

부분매개

질적 성과

.436
-.214
.006
-.518

10.749
-4.870
.139
-11.967

완전매개

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절차에 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공식1에서 고객탈진에 대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는 매개변수와

한 회사탈진의 표준화 회귀계수(beta)는 .436로

독립변수의 효과[(공식1. 예: 고객탈진(y')=B0+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t=10.749), 공식2에서

B1(회사탈진)]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

양적 성과에 대한 회사탈진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과[(공식2. 예: 양적 성과(y')=B0+B1(회사탈진)]

-.263로 역시 유의미하였다(t=-6.077). 또한 공

를 전제로, 매개변수와 독립변수로 구성된 중다회

식3의 중다회귀분석에서 양적 성과에 대한 회사탈

귀식[(공식3. 예: 양적 성과(y')=B0+B1(회사탈

진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168(t=-3.554)로 공

진)+B2(고객탈진)]에서 독립변수의 효과가 단순

식2의 회귀계수와 .95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회귀의 경우보다 작을 때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한

양적 성과에서는 회사탈진에 대한 고객탈진의 부분

다(Baron and Kenny1986; Abel 1996).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질적 성과

<표 6>을 보면 먼저 양적 성과에서 고객탈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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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회귀계수는 -.214로 유의한 반면(t=-4.870),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식3의 중다회귀분석에서 질적 성과에 대한 회사

둘째, 회사에 대한 탈진은 양적 성과에는 부정적

탈진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06(t=.139)로 유의

인 영향을 미치지만 질적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하지 않게 나타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미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있다. 이는 질적 성과에 대해 회사탈진은 직접적인

와 관련하여 Siegall and McDonald(2004)는

효과가 없이 고객탈진을 통해서만 성과로 연결됨을

자원보전이론에 따라 개인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의미한다.

여기는 자원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적 감정
인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응전략으로
탈진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지 않은 다른 업무나

Ⅴ. 토론 및 연구의 한계

스트레스가 덜한 업무에 집중하게 됨을 실증하였
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지도나 교육에 탈진하게
되는 경우 학교의 행정업무나, 연구, 레저, 취미

5.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등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다. 즉 회사에 대한 탈
진을 경험하더라도 일종의 다른 영역인 고객응대

본 연구는 탈진의 내용차원에 국한되었던 기존
연구에서 탈피하여 탈진의 차원을 대상차원으로 구

및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성과에까지 부정적
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분하고, 그 선행변수와 후생변수를 규명하였다. 먼

셋째, 회사관리에 대한 탈진이 성과에 영향을 미

저 결과변수로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에서 일치된

치는데 고객에 대한 탈진이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업무성과에 집중하여 질

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양적 성과와 관련해

적 성과와 양적 성과로 구분하고 탈진의 차원과의

서 회사에 대한 탈진의 직접적 효과와 고객에 대한

관계를 실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탈진을 통한 간접효과가 모두 있었으며, 질적 성과

도출하였다.

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대한 탈진은 고객에 대한 탈

첫째, 접점종업원이 경험하는 탈진은 업무성과에

진을 통한 간접효과만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차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구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회사에서 정해준 상담

체적으로 고객에 대한 탈진은 양적 성과와 질적 성

절차와 스크립트 준수와 같은 양적성과를 이끌어내

과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

기 위해 종업원들의 고객에 대한 탈진과 회사에 대

났다. 특히 조직에서 요구하는 스크립트 준수, 목

한 탈진의 정도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할 필

표량 달성과 같은 양적 성과보다는 고객을 직접 대

요성이 있다. 특히 고객에 대한 공손한 태도나 매

면하는데 있어 호의적이고 즉각적인 관심, 고객의

너를 나타내는 질적 성과의 경우 회사에 대한 탈진

개별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는 감정적 노력에 미치는

이 고객에 대한 탈진의 매개적 역할을 거쳐 영향을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고객에 대

미치는 바 고객응대역할을 주로 하는 접점 콜센터

한 탈진에 질적 성과가 더 취약함을 말해준다. 따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라서 기업은 접점 종업원들의 탈진을 관리하는데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볼

있어 고객에 대한 탈진유발요인을 확인하여 이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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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탈진을 유발하는 선행

로부터 태도와 성과를 동시에 측정하는 문제에서

요인을 적합성 이론에 근거하여 도출하였다. 결과

야기되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에

를 보면 고객에 대한 탈진에는 직무적합성, 조직적

의한 의사상관 관계적 해석의 오류가 발생했을 가

합성, 동료적합성이 순차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Arnold et al.(1981)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에 대한 탈진이 업무성

의 방법과 함께 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과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직무를 제

면서 회사별로 각 변수의 측정항목순서를 상이하게

대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종업원을 선발하는

배열함으로써 사회적 편향오류(social desirability)

것부터 직무에 대한 목표의식, 가치관 등을 꾸준히

와 항목의 맥락효과(context effect)에 의해 발생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더

될 수 있는 동일방법편의의 원인을 어느 정도 차단

불어 조직문화나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일방법편의는 이밖에도

종업원들에게 전달하고, 주위 동료들과의 관계형성

응답자의 특성, 항목특성, 측정도구에 의해서도 발

및 친분을 조직차원에서 관리하는 활동 또한 탈진

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응답원천의

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회

분리, 측정환경의 분리와 같이 연구의 설계단계부

사에 대한 탈진은 상사 적합성, 직무적합성, 조직

터 원천적인 통제를 통해 그 가능성을 차단할 필

적합성이 순차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요가 있다(박원우, 김미숙, 정상명, 허규만 2007;

음이 제시되었다. 고객에 대한 탈진과 달리 개인-

Conway 2002).

상사 적합성은 종업원들의 회사관리에 대한 탈진의

둘째, 외적 타당성이다. 분석에 이용된 표본은 콜

정도를 낮추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센터에서 일하는 접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종업원들이 조직생활에 적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업의 접점 종업

응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원들뿐만 아니라 대면, 비대면 접촉을 하는 다양한

때 직장상사의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

직군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샘플을 대표성을

다(Bauer and Green 1996). 왜냐하면 회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회사에 대한 탈진이 성과에

상사와 업무적으로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

미치는 영향력이 가설과 다르게 실증된바, 보다

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관리

정교한 설계와 프로세스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

에 대한 탈진이 성과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을 고

인다. 예를 들어 접점 종업원 개인의 고객지향성

려할 때 이들에 대한 관계개선이나 상사의 리더쉽

(customer orientation)의 정도나, 회사가 중점

교육 같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

적으로 보는 성과지표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
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보전이론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을 설명하면서 종업원이 상대적으로 가치있다고 생
각하는 자원이 객관적으로 눈에 띄고, 봉급과 관련

위에서 제시한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에도 불구

이 있는 양적 성과라 가정하였는데 이는 종업원들

하고 본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이 개인적 특성으로 지니고 있는 고객지향성의 정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응답자

도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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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이나 회사에 따라 중점을 두는 핵심성과지

or Mediator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표(key performance index)의 차이에 따라서도

Expectancy of Success?,” Psychological Re-

탈진과 성과 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정교한 연구 설계와 그 정도를 직접
측정할 필요가 있다.
<논문접수일: 2008. 10. 22>

ports, 79(4), 635-41.
Aliello, J. and Kathryn Kolb (1995), “Electronic
Performance Monitoring and Social Context:
Impact on Productivity and Str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3), 3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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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forth, B. and R. Humphrey(1993), “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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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in Service Roles: The Influ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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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구성개념

측정항목 (rotation)

고객에 대한 탈진

고객을 상대하는 일은 나에게 매우 스트레스다
나는 고객들을 처리해야 업무대상으로만 본다
나는 고객들에게 무관심하다

회사에 대한 탈진

나는 회사 관리자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낀다
나는 회사의 관리방식에 호의적이지 않다
나는 회사 관리자가 멀게 느껴진다

탈진

질적 성과

고객을 돕기 위해서라면 나의 지정업무가 아니라도 솔선수범한다
그날의 업무목표를 못 지키더라도 고객을 돕기 위해서라면 나의 시간을 할애한다
나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있다
나는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응대한다
나는 고객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는 바쁘더라도 고객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들어준다
나는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고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한다
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고객을 대한다
나는 고객의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모든 고객들을 따뜻하게 대한다

양적 성과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성과

회사가 정해준 전화상담 절차에 따라 고객을 대한다
회사가 제시한 목표를 항상 달성한다
하루의 업무량을 밀리지 않고 소화 한다
회사의 정책에 잘 따르는 편이다
전화상담외에 회사에서 원하는 서류작업도 완벽하게 한다
회사의 정책과 전화 상담에 필요한 절차를 매우 잘 알고 있다

개인-직무적합성

나의 기술과 능력은 직무가 요구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 한다
나는 내 직무가 적성에 맞는 것 같다
나의 직무와 나는 잘 맞는 것 같다

개인-상사적합성

나의 능력은 상사가 요구하는 능력에 잘 맞는다
나의 상사와 나는 직무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비슷하다
나의 부족한 능력을 나의 직속상사는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다

개인-동료적합성

나의 동료들과 나는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나는 내 동료들과 잘 맞지 않는다(R)
내 동료들은 나의 부족한 능력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다
나는 내 동료들과 일처리 방식이 비슷하다

개인-조직적합성

이 회사의 운영방식은 나에게 잘 맞는다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평소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잘 맞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나의 능력과 지식은 이회사가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잘 맞는다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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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Environment Fit, Multifaceted Burnout Tendency of
Boundary Spanning and Performance
Kyesook Han․Seo Koo Lee

ABSTRACT
Job market has been frozen and intensive restructuring has been carried out in various
industries as economic environment get worse. Much effort to raise productivity and customer
value has been accompanied for competitive advantage. In results, employees have experienced
high level of stress and burnout due to heavy burden of task and performance competition.
Evidence linking marketing oriented boundary spanning positions such as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and sales people to burnout has been accumulating with alarming regularity.
Burnout has been described as a stress syndrome in response to the job that includes
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and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It is a
prolonged response to chronic emotional and interpersonal accomplishment. Burnout has
been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negative personal outcomes, including psychologic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irritability, helplessness, anxiety, reduce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Its presence as a social problem in many human services professions
was the impetus for the research that is now taking place in many countries. That research
has established the complexity of the problem and has examined the individual stress
experience within a larger social and organizational context of people’s response to their
work.
Service representatives are susceptible to burnout because they are caught in a difficult
position when they perceived that client demands cannot or will not be met by the organization.
Marketing boundary spanners certainly reflect thes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ten
marketing programs require that boundary spanners deliver high levels of service quality
Kyesook Han /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Distribution Management, Yuhan University.
Seo Koo Le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Nazaren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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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personal interaction, care, and concern for customers. Moreover, due to its innovative
nature and large role set, boundary spanners are prone to elevated levels of role stress. So,
boundary spanners, especially in service organization, present interesting paradoxes. The
customers who are demanding attention and service quality and the organizations which are
demanding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re at the two ends and the boundary spanner is
“caught in the middle”. Specifically, call center representatives are noted as susceptible to
burnout because of the high intensity and frequency of interpersonal contact. A notable
aspect of these roles in that performance requires interaction with multiple role members such
that one or more role members belong to a distinctly different work group and/or organization.
For example, a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is required to interact with his or her supervisor
as well as the customer to fulfill the role performance requirements. In other words, because
a boundary spanner interacts with multiple role members, it is plausible that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who evidences burnout tendencies toward his or her customers may
show these tendencies toward the management. It means that burnout tendencies reflect three
dimensions but include the behaviors and attitudes of boundary spanners toward role set
members.
Most researchers agree that burnout is multi-dimensional, composed of three components:
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and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However,
several scholars have argued that burnout measures should refer to specific members of an
employee’s role set. The role set refers to those people who have a vested interest in how
the employee performs; the role set included customers and managers, henceforth called
facets of burnout. To address this issue, we use a disaggregated construct of burnout tendencies
involving customers and those involving management.
Using a disaggregated conceptualization of burnout, we posit a complex pattern of differential
influences of burnout-customer and burnout-management on the performance. Although
burnout is known to negatively affect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reates
such undesired behaviors as personnel turnover and absenteeism, its relationship with an
organization’s most important outcome―namely, task performance―has hardly received any
research attention. In addition, the few studies reported in the literature have shown
inconsistent relationships between burnout and performance, with some studies showing the
expected negative relationships, and others showing zero or positive relationships. One of
the reasons for these mixed findings may be that several studies onl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nd contents-based dimension of burnout―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and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Moreover, the majority of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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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self-reports and did not distinguish between two types of performance: Qualitative
Performance (including customer attention and service quality) and Quantitative Performance
(including efficiency, productiv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person-environment fit
on the experience of burnout tendency toward company management and customer. Also, the
authors analyze the mediating role of multifaceted-burnou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environment fit and task performance (Qualitative Performance and Quantitative
Performance).
The authors analyzed 325 call center employees in 5 industries including credit card and
insurance. The result showed that burnout tendency toward customer reduc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erformance, but burnout toward company has negative impact on quantitative
performance and has no relationship with qualitative performance. In addition, burnout
toward management has positive effect to burnout toward customer.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person-environment fit and the dimensions of burnout showed that all hypotheses
excep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boss fit and burnout toward customer was supported.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burnout experienced by marketing
boundary spanners has differential impact on task performance. While burnout toward customer
is negatively related with both type of performance, the negative effect on qualitative performance
is higher than that of quantitative performance. The result implies that qualitative performance
which is kindness to customers and endeavor to understand individual circumstances can be
increased when burnout of employees is managed well. Therefore, company should manage
burnout of employees by monitoring factors cause burnout toward customers.
Second, burnout tendency toward management is negatively related to quantitative performance,
but not significantly affect to qualitative performance. According to Siegal and McDonald
(2004), people attempt to cope by re-balancing their resources and demands in response to
situations of stress. In short, when resources are not up to demands, a form of stress-based
withdrawal known as burnout occurs. Since people have limited psychological and physical
resources, a reasonable response to experiencing burnout could be to shift resources from where
they are not being productive into areas that promise a better payoff. The withdrawal effect
of burnout can be conceptualized in part as moving one’s resources from the stressful elements
of work into other job areas, or from work into non-work. For example, faculties who
experience burnout toward student education and guidance are associated with the shifting
of time spent on other work activities such as research, leisure, administration etc.
Third, it is proved that burnout toward customer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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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management and performance. Burnout toward management has impact on quantitative
performance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with burnout toward customer. This implies that
managers of call center should check the level of burnout toward management routinely to
raise quantitative performance. And it is also important to systemize to make call center
representatives not experience negative emotion.
And lastly, the antecedents of burnout, person-job fit, person-organization fit, and personcoworkers fit, which are derived from person-organization fit theory have positive effect on
burnout toward custome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cruit employees who can understand
and perform job tasks well, and to train employees about goal and value of job task. In
ad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distribute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value to
employees, and to help employees to keep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co-workers. It is also
proved that boss fit, job fit, and organizational fit has positive effect on burnout toward
management. Especially, person-boss fit is most important construct to reduce burnout tendency
toward managemen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keep training including leadership
management and relationship management.
Key words: Person-Environment fit, Burnout, Dimension of Burnout, Burnout Tendency
toward Company Management, Burnout Tendency toward Customer, Qualitative
Performance, Quantitative Performance.

소비자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9년 6월

지우세요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