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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욕구증가와는 반비례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복지수준은 큰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은 심각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고
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구성원들의 감성지능과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효과를 실증
분석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노동의 표면행위는 고객지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
고, 내면행위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감성지능은 감정노동의 표면행위와 고객지향성의 관계에서 조
절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감성지능은 표면행위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감정노동의 내면행위와 고객지향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
타냈다. 또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내면행위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제시되었으며,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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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or welfare level of social workers is a big social problem in direct proportion to the ongoing 
need for social welfare service. In particular, the emotional work of social workers is a serious situ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EL) on customer orientation(CO) of social workers 
with case management. Also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EI) 
and leader-member exchange(LMX). The major result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we found 
that surface acting(SA) of EL had a negative impact on CO and deep acting(DA) of EL had a positive 
impact on CO. Second, EI showed a moderating effect on the correlation between SA of EL and CO. 
Also, EI had the moderating effect that weakening the negative impact of SA on CO. Third, LMX 
showed a moderating effect on the correlation between DA of EL and CO. Also, LMX had the 
moderating effect that strengthening the positive impact of DA on CO. In particular, this study 
presented with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limitation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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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고객의 욕구가 점차 
개별화 다양화 되면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
사자들의 감정노동의 강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전체 산업의 약 60%를 차지
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기준으로 약 2700만 명의 서
비스업 종사자 중 약 84 만 명 가량이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 중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접점에 있
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욕구증가와는 반비례로 사회복지사의 낮은 
공급 수준은 사회복지사의 복지수준을 위험수준에 빠
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살인적인 업무량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논의
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헌신과 봉사를 직업윤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감정노동은 당연한 것이
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도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 기관에 의해 감정관리에 대한 훈련과 
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무엇보다 클라이
언트와의 대면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감정노
동자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서비스를 전달
하는 복지사의 역량과 자질에 의해 서비스의 질이 좌우
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실천과 전달의 
주체인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소진, 이직
의도, 직무스트레스 등과의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연구
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결과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감정노동’의 대표적인 학자인  Hochschild[1]는 저
서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에서 ‘감정노동은 잠재적으로는 좋은 
것이다.’라고 했다. 즉, 감정노동은 직무에서 스트레스
를 느끼게 하고, 신체적･감정적으로 소진되게 하며, 이
직의도를 높이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나, 클라이언트에게 친절하고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이 겪을 수 있는 신체적･언
어적 위협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러한 감정적 
노력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면 클라이언트는 서비

스를 제공받는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되는 긍정
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
를 가지는 변수 중 하나가 고객지향성이다. 고객지향성
이란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이 정부보조금과 다양한 경로를 
통한 후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
회복지기관은 고객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사는 
고객을 지향하는 고객지향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의 상태를 파
악하고, 그것이 고객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고객지향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감정노동과 고객지향성은 궁극적으로 감정을 조절하
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사 개인이 가진 
감정의 조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감성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인의 스트레스 
조절 능력과 관련되어 긍정적인 조직행동을 유발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식되는 개념이다. 서비스 산업 종사자
들의 감성지능은 고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서비스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
구[2-4]를 살펴보면, 감성지능은 감정노동과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감정노동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감소시키고, 긍
정적 영향력은 강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
다. 이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의 감성지
능에 의해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사의 감성지능이 높으면 극심한 감정노동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여 클
라이언트의 욕구충족과 서비스 만족을 위해 좀 더 적극
적으로 행동한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노동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 있어 감성지능의 역
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감정에 의해 사고와 행
동이 변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감정노동과 고
객지향성의 문제는 주로 클라이언트와의 대면적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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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관련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조직에 속해있는 구성원이므로, 조직 내에서의 
리더-구성원 간의 관계의 질은 사회복지사에게 많은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의 질을 
의미하는 관계중심 변수가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Leader-Member Exchange, 이하 LMX)이다. LMX
란 ‘리더와 구성원 간의 교환관계의 질’을 의미하는 것
으로, 리더와 구성원 간에 유무형의 유용한 것들이 교
환된다고 인지할수록 LMX의 질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5]. 따라서 LMX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통해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내에서 자신
을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므로 클라이언트와의 관
계에서 곤란을 겪더라도 조직의 목표달성과 성과에 도
움이 되려는 의지를 더 많이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21]에서도 구성원의 LMX가 
높으면 직무만족과 직무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과 고
객지향성의 관계에 있어 관계중심 변수인 LMX의 역할
에 대해서도 실증적 검증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은 사례관리 업
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로 설정하였다. 사례관리 사
회복지사는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업무는 물론 대
상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수준이 가장 높다. 특히 다양
하고 복잡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는 대면적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해야 하는 
노동 집약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관리
의 효과성은 사례관리자의 역량과 자질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더욱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관리 사
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긍정적인 
고객지향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제공･전달하는 과정에
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방안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가설 설정

1. 감정노동과 고객지향성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란 ‘개인의 기분을 다
스려 얼굴 표정이나 신체표현을 통해 외부에 공공연히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Hochschild[1]가 최초로 제시
한 개념이다. 노동이라는 경제적 개념에 감정이라는 심
리학적 개념을 더한 새로운 유형의 노동으로서의 감정
노동은 서비스 산업에서 요구되는 노동의 한 형태로 구
체화 되었으며, 큰 학술적 가치를 지닌 개념으로 발전
해왔다.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영역에서 감
정노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Ashforth와 Humphrey, Morris와 Feldman, Grandey
를 들 수 있다. 먼저, Ashforth와 Humphrey[6]는 감
정노동을 ‘특정한 상황에 맞춰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행동 이면의 감정이 아니라 외부로 
표현되는 행위로 초점을 이동시켰다. 또한, Morris와 
Feldman[7]은 ‘서비스 거래동안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
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노력, 계획, 통제’라고 정의하면
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업무적 특성을 포함시키려는 
시도와 함께 최초로 감정노동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Grandey[8]는 감정조절모델
을 감정노동에 통합하여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느낌이나 감정의 표현을 조절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
다. 학자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조직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 통제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9]. 이러한 감정노동을 구성하는 요소는 학자들 마
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연구들[1][6] 
[10-14]에서 감정노동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표면
행위(Surface Acting)와 내면행위(Deep Acting)롤 제
시하고 있다. 이 두 구성요소는 종사자가 감정노동의 
전략으로 선택하는 태도와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
면행위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바꾸려는 수행전략
을, 내면행위는 드러내야 하는 감정을 실제 느끼기 위
해 직･간접적인 경험을 사용하여 감정을 움직이는 전략
을 의미한다. 즉 종사자가 어떠한 수행전략을 선택하느
냐에 따라 감정노동의 경험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감정노동은 주로 대인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경험하는 종사자들에게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감정노동의 결과
는 감정규제이론[15][16]의 관점에서 소외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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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enation Hypothesis)과 안면환류가설(Facial 
Feedback Hypothesis)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소외
가설은 감정노동의 부정적 결과와 관련된 가설로, 감정
노동의 경험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정적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는 보는 관점이다. 선행연구[16-23]들에
서 감정노동의 수행은 직무만족을 감소시키고, 직무스
트레스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자신의 진짜 감
정과 표현해야 하는 감정 간의 부조화로 인해 종사자가 
심리적･감정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감정노동의 긍정적 결과와 관련
된 가설이 안면환류가설이다. 이는[24] 신체적으로 긍
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려 노력하면 심리 내적으로도 긍
정적인 감정상태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관점이
다. 긍정적인 감정표현에 의해 수행되는 감정노동은 직
무스트레스의 정도를 낮춰주고, 직무만족과 개인복지증
진, 자아효능감의 향상, 조직성과 향상등과 같은 긍정적
인 결과에 바람직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7][25-27]. 선행연구[19][22][28-30]에서도 긍정적인 
감정표현을 통한 진정성 있는 감정노동의 수행이 스트
레스 감소와 직무 만족을 증가시켜 고객의 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클
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려 애쓰다 보면 
종사자 스스로도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궁극
적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
게 되는 것이다.

고객지향성이란 ‘직원이 고객의 욕구를 만족하게 하
는 구매의사결정을 하게함에 있어 구매에 도움이 되도
록 조력하는 마케팅 개념의 수행정도’[31][32]를 의미
하는 것으로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경쟁자보
다 좋은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수행하여 경
쟁우위를 창출하고자 하는 철학 혹은 행동[33]을 말한
다. 결국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직원은 단순히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
객의 욕구에 민감하게 움직이며 진정으로 고객을 이해
하고 편의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고객의 만족
도를 증대시켜 서비스 기업과 고객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34].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기관 역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책임

과 의무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고객을 지향하는 고
객지향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감정노동의 측면에서 보면, 조직에서 원하는 감
정을 진심으로 표현하려 노력하는 것이 고객의 만족을 
추구하는 고객지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실제 감정을 숨기고 겉으로 표현되는 표
현과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고객지향성을 감소[16][26][35][36]시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감정규제이론 
관점에서 정리하면, 안면환류가설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성과에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고자 하는 진심어린 감
정노동의 수행은 긍정적인 고객지향성의 향상을 가져
올 것이라 기대할 수 있으나, 소외가설의 입장에서는 
종사자의 감정적 갈등에 의한 감정노동의 수행은 개인
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초래하여 조직에 대한 만족도
나 몰입도, 고객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켜 부정적인 고
객지향성을 초래할 수 있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감
정노동의 결과변수로서의 고객지향성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고객지향성의 선행변수로 연구되고 
있는 변수들은 직무만족, 직무몰입 등이 대부분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정규제이론의 두 가설인 안면환
류가설, 소외가설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여 감정노동의 
결과변수로서 고객지향성과의 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한
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감정노동(표면행위, 내면행위)은 고객지향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감성지능과 LMX의 조절효과
2.1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감성지능[37-39]은 Salovey와 Mayer가 감성과 지

능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합성하여 제시한 것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자신
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 감정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감성지능은[37][40] 잠
재력과 연구 활용성이 가장 높은 변수로 인정받고 있으
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감
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 감정을 생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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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기화하는 능력은 물론, 이를 관리, 활용하여 한 차
원 높은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하는 
확장된 의미를 갖는다[41]. 이를 감정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감정노동은 궁극적으로는 감정의 조절과 관련된 
변인이므로 감정의 조절과 접한 관련이 있는 감성지
능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를 살펴보면, 감성지능은 감정노동과 다른 변인과
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ang 과 Lee[2]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은 업무상황
이라 할지라도 감성지능의 수준이 높으면 감정을 효과
적으로 조절하여 감정노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
과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Palmer 와 
Stough[3], Ashkanasy, Hartel 와 Zerbe[4]도 종사
자의 감성지능의 수준이 높은 경우 불쾌한 상황에 대한 
감정적 폭발을 방지하고, 종사자를 둘러싼 관계에서 감
정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며, 긍정적인 마인
드를 유지시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고객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 선행연구들에서도 감성지능의 수준이 높으면 감정
노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고[42], 
조직성과를 높이고 고객만족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동
기를 부여[43]함으로써 다양한 감정적 영향을 잘 관리
하여 고객의 만족을 지향하고자 하는 행동이 증가[44]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감성지능이 높은 종사
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
는 조직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여 고객의 만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감정조절의 관점
[73]에서 보면, 감정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감정
을 줄이고 긍정적 감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감정을 조
절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개인적 특성이 
감성지능인 것이다. 

따라서 종사자가 감정노동을 강도 높게 수행하고 있
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응
할 수 있는 감성지능의 수준이 높은 경우 자신의 감정
과 반응을 올바르게 관리하여 감정노동의 영향을 조절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종사자의 감성지능은 감정노동이 고객
지향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절하여 고객의 만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

라고 예측할 수 있다[19][45-48]. 이에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감정노동(표면행위, 내면행위)과 고객지향성
의 관계는 감성지능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2.2 LMX의 조절효과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eader-Member Exchange, 

이하 LMX)란 1970년대 중반부터 알려진 개념으로, 전
통적 리더십 이론의 대안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으로 제기된 이론 중 하나이다
[49][50]. LMX이론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상호영향력 
행사에 초점을 두고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속성을 분
석하는 이론이다. 리더와 구성원의 상호교환에 따라 리
더와 구성원 간 특유의 역할형성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
라 리더십이 형성됨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리더와 구성
원이 성숙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때 효과적인 리
더십이 발휘되고, 조직의 성과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
고 올 수 있다고 보았다[51][52]. LMX이론은 실제 조
직현장에서의 리더와 구성원간의 독특한 사회적 교환 
수준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리더와 구성원간의 높은 질
의 교환관계가 리더와 구성원 간에 신뢰형성과 조직의 
성과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다[41][53]. 이에 대해 Grean, Novak 과 
Sonnerkamp[54], Grean 과 Uhl Bien[51]은 높은 수
준의 LMX가 이직률의 감소, 성과의 향상, 높은 생산성, 
헌신적･호의적 직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
며, 감정적 갈등 관련 스트레스를 스스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선행연구[55][56]에서도 LMX의 질이 향상되면 서비
스의 수행과 직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수준 높은 LMX의 질이 긍정적인 정서와 행동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통해 직무에 대한 만족감
이 향상되며,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행동을 형성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49][53]. LMX가 높다는 것은 
리더와 구성원이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비공식적 
관계를 형성하여 구성원이 전문적인 역량과 자질을 갖
출 수 있도록 중요한 지원과 정보, 피드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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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리더와 구성원간에 정서적 유
대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형성된 
감정적 유대와 지지는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겪을 수 있는 감정적 갈등을 관리하여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감정의 유지를 독려하여 스스로 동
기부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53]. 이를 사회적지지 
이론[74]의 입장에서 보면, LMX는 스트레스의 충격을 
감소 또는 완충할 수 있으며,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의 
질에 대한 지각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믿고 긍
지를 갖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해주는 요인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리더와 구성원간의 높은 
수준의 LMX의 질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여 감정노동
의 부정적인 결과는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는 증가
시켜 긍정적 직무태도와 고객에 대한 도움행동의 형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리더
와 구성원간의 LMX의 질이 조절효과가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감정노동(표면행위, 내면행위)과 고객지향성
의 관계는 LMX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선행연구 고찰과 연구가설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
과 같다[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부산 전 지역의 지역사회복

지관 53개 기관, 장애인복지관 14개 기관, 노인복지관 

23개 기관, 16개 구･군의 희망복지지원단 소속의 사례
관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하였다. 
전체 116개 기관에 배포한 설문지 중 102개 기관에서 
295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통계자료로 사용할 수 있
는 291부를 최종 연구결과의 도출에 활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 중 여
성은 222명(76.6%), 남성은 68명(23.4%), 미혼자는 
173명(60.5%), 기혼자는 113명(39.5%)이었다. 또한 
평균연령은 32.19세로 20대 120명(41.2%), 30대 117
명(40.2%), 40대 41(14.1%), 50대 이상 13명(4.5%)이
며, 학력은 대학졸업이하 12명(4.1%), 대졸 232명
(80.0%), 대학원 이상이 46명(15.8%)이었다. 사회복지 
총 경력은 평균 67.13개월로 5년 미만이 144명
(49.8%), 5∼8년 미만이 66명(22.8%), 8년 이상이 79
명(27.3%)이었다. 실제 근무시간은 평균 8.86시간이었
으며, 고용상태는 정규직이 196명(67.4%), 비정규직(계
약직)이 95명(32.6%)이었다. 사례관리 업무관련 특성 
중 사례관리 담당 평균인원은 5.41명, 사례관리 평균 
경력은 24.94개월, 담당 사례 수는 평균 21.80개로 10
개미만이 158명(54.7%), 10∼20개미만 59명(20.4%), 
20∼30개 만 39명(13.5%), 30개 이상 33명(11.3%)이
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소속 기관유형은 지역사회복
지관 123명(42.3%), 장애인복지관 29명(10.0%), 노인
복지관 27명(9.3%), 희망복지지원단 112명(38.5%)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감정노동의 척도는 Brotheridges와 Grandey[12]개

발한 척도를 활용한 이환정[9]의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표면행위 6문항, 내면행위 6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
성하였고, Cronbach’s α=0.817였다. 고객지향성은 
Saxe와 Weitz[31]가 개발한 척도를 활용한 이병열
[57]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
정･보완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13문항, Cronbach’s α
=0.923였다. 감성지능은 Wong과 Law[58]이 개발한 
WLEIS(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로 측정하였다. 척도개발 당시 Cronbach’s α
=0.87였으며,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LMX는 Liden과 Maslyn[59]이 개발한 LMX-MDM을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감성지능과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99

활용한 유경량[60]의 연구에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3문항
으로 구성하였고, Cronbach’s α=0.906였다. 또한 모
든 변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에 이르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총합의 점수가 높을수록 변수의 수준이 높음을 나
타낸다. 

Ⅳ. 연구결과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1.1 감정노동 측정도구의 타당도
감정노동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성분 분석을 통한 
Varimax 직각 회전법을 실시하였다. 감정노동 측정도
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표 1], KMO값(.5 이
상)이 .775이고,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값이 
673.333(df=66, p<.001)로 나타났으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2개의 문항 중 내
면행위 1번을 제외하고 두 개의 공통요인으로 묶여 요
인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두 개의 요인에 의해 
전체 분산의 약 42%를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요인에 
적재된 개별 변수의 공통성도 .4∼.5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감정노동 측정도구의 타당도분석 결과

※ 계수 값.4이하는 표시 하지 않았음.

1.2 주요변수의 신뢰도 및 기술통계
요인분석 결과[표 1]를 바탕으로 요인 1은 표면행위

로, 요인 2는 내면행위로 명명하여 지수화하였다. 고객
지향성, 감성지능, LMX는 단일 차원으로 지수화하여 
신뢰도와 기술통계를 분석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 Alpha()계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표 
2], 표면행위는 =.742, 내면행위는 =.691였으며, 고
객지향성 =.820, 감성지능 =.671, LMX =.888로 
나타나  주요 변수 모두 내적일관성을 확보하여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주요변수의 신뢰도 및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수 M SD Cronbach's α

감정노동
(11)

표면행위 3.407 0.567 0.742
내면행위 3.486 0.511 0.691

고객지향성(13) 3.850 0.39 0.82
감성지능(16) 3.614 0.422 0.671

LMX(12) 3.033 0.589 0.888

※( )는 최종 문항 수

2.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3], 우선 

표면행위는 고객지향성, 감성지능과 부(-)적인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내면행위는 고객지향성, 감성지능, 
LMX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고객지향
성은 감성지능, LMX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
으며, 마지막으로 감성지능과 LMX도 정(+)적인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효과크기를 살펴보면[61], 표면행위는 
내면행위, 고객지향성, 감성지능과 약한 부(-)적 상관
을, 내면행위는 표면행위와는 약한 부(-)적 상관, 고객
지향성, 감성지능과는 높은 정(+)적 상관 그리고 LMX
와는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고객
지향성은 표면행위와는 약한 부(-)적 상관, 내면행위, 
감성지능과는 강한 정(+)적 상관, LMX와는 약한 정(+)
적 상관 나타냈으며, LMX는 표면행위와의 상관계수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내면행위와는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 고객지향성, 감성지능과는 약한 정(+)적 상관이 

구분 요인 적재치 공통성요인 1 요인 2
표면1 .591 .454
표면2 .708 .505
표면3 .671 .454
표면4 .666 .484
표면5 .699 .546
표면6 .596 .360
내면1 .002 .136 .018
내면2 .664 .491
내면3 .658 .440
내면4 .744 .574
내면5 .543 .364
내면6 .672 .465

아이겐 값 2.940 2.216
-%분산 22.909 20.062

%누적 22.909 42.971

KMO(Kaiser-Meyer-Olkin) .775

Bartlett 구형성 검증 Chi-Square 673.323
df(p) 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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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표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표면행위 1
내면행위 -.387 1

고객지향성 -.235 .649 1
감성지능 -.251 .489 .634 1

LMX -.043 .316 .183 .145 1
         
※ Large :  ≤  , Middle :  ≤   . 
   Small :  ≤  [61]

3. 연구가설의 검증
1.1 감정노동(표면행위, 내면행위)과 고객지향성
감정노동(표면행위, 내면행위)과 고객지향성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표 4], 우선 표면행위와 내면행위 간에는 
다중 공선성(=1.176)이 없었으며,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 =1.891)이었고, 모형의 적합도
(=104.832,   )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감정노동의 표면행위는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117)을 주었고, 내면행위는 유의한 
정(+)적 영향(=.457)을 주었다. 이는 표면행위의 정도
가 커질수록 고객지향성이 작아지고, 내면행위의 정도
가 커질수록 고객지향성도 함께 커짐을 의미한다. 특히 
표면행위(=-.235)보다는 내면행위(=.656)가 고객지
향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
에 의한 설명력은 42.1%( =.421)로, 효과크기 측면에
서 보면[61] 설명력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
서 ‘가설 1. 감정노동(표면행위, 내면행위)은 고객지향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표 4. 감정노동과 고객지향성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고객지향성

     


(상수) 2.121 .168 12.654

1.891표면행위 -.117 .029 -.235 -4.114 1.176

내면행위 .457 .034 .656 13.495 1.176

=104.832    =.421  =.417
         

※ Large :  ≤   , Middle :  ≤    . 
  Small :  ≤   [61]

1.2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62]가 제시한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
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는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하였다. 또한 상호작
용항은 독립변수인 감정노동(표면행위, 내면행위)각각
과 조절변수인 감성지능의 곱으로 생성하였다.

조절회귀분석에서 모형 1은 독립변수인 감정노동과 
조절변수인 감성지능을 투입하였고, 모형 2는 감정노
동, 감성지능, 감정노동과 감성지능의 상호작용항을 위
계적으로 투입하여   변화량과 상호 작용항의 유의성
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를 검증한 결과[표 6], 먼저 독립변수인 표면행위와 조
절변수인 감성지능이 추가된 표면행위 모형 1에서의 
전체 설명력은 35.2%(  )이었으나, 상
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2에서는 설명력이 4.4%
(∆  )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
은 39.6%(  )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회귀식도 유의하였다. 유의하게 나타난 조절효과의 크
기  [61]는 .068으로 다소 작았으며, G*Power 3.1를 
통해 산출한 검정력(power)은 .992로 매우 높았다. 특
히, 유의성 검증은 PROCESS macro[63]에서 제공하
는 부트스트래핑방법을 적용하여 단순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표 6], 표면행위와 감성지능의 
상호작용항의 CI값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았고, 감성
지능의 평균값±1SD의 값에서의 단순회귀선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성지능은 상호작용항
과 조절변수가 모두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유사조절
변수[64]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내면행위
와 고객지향성의 영향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내면행위 모델 2에서는 결정계수가 0%
(∆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회귀식도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 감정노동
(표면행위, 내면행위)과 고객지향성의 관계는 감성지능
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는 표면행위에 한해서 부분지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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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 고객지향성

분석단계
분석결과

      ∆  

표
면
행
위

모
형
1

상수 3.805 .018 205.830

.352 78.326
표면 -.052 .024 -.106 -2.190

감성 .522 .045 .565 11.692

모
형
2

상수 3.794 .018 210.231

.396 .044


62.758


표면 -.033 .023 -.067 -2.438

감성 .567 .044 .612 12.794

상호 -.177 .039 -.217 -4.565

내
면
행
위

모
형
1

상수 3.805 .017 230.438
.483 134.665

내면 .321 .036 .419 8.888

감성 .370 .044 .399 8.464

모
형
2

상수 3.806 .018 213.715

.483 .000 89.468


내면 .321 .036 .420 8.849

감성 .370 .044 .399 8.432

상호 -.005 .070 -.003 -.073
         

※ Large :  ≤   , Middle :  ≤    , 
  Small :  ≤    [61]

표 6. 감성지능의 부트스트래핑 분석결과
Model Summary

     

(상수) 3.794 .018 210.230 .000 3.758 3.829
표면행위 567 .044 12.794 .000 .480 .654
감성지능 -.033 .023 -2.438 .047 -.079 -.013
상호작용 -.177 .039 -4.565 .000 -.253 -.101

=70.354   =.424 
Conditional effect of X on Y at values of the moderator(s).

감성지능      

평균-1SD -.422 .016 .031 1.521 .007 -.019 -.002
평균값 .000 -.033 .023 -2.438 .047 -.079 -.013

평균+1SD .422 -.097 .029 -3.110 .000 -.159 -.057
   , PROCESS Model= 1
※ LLCI는 b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는 bml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상호작용의 패턴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Excel 
Macro를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도식화[65]한 결과[그
림 2], 표면행위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인 기울기
는 감성지능의 값( )이 1∼5로 증가할수록 점점 작아
졌다. 이는 감성지능이 높아질수록 표면행위가 고객지
향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약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표면행위와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그래프

1.3 LMX의 조절효과
감성지능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LMX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7], 먼저 내면행위 
모델 2에서는 결정계수가 0%(∆ )으로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회귀식도 유의하지 않았
다. 독립변수인 내면행위와 조절변수인 LMX이 추가된 
내면행위 모형 1에서의 전체 설명력은 35.2%
(  )이었으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
형 2에서는 설명력이 1.6%(∆  )로 유의
하게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은 36.8%(  )
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회귀식도 유의하였다.  유의하
게 나타난 조절효과의 크기  [61]는 .02으로 다소 작
았으며, 검정력은 .950으로 매우 높았다. 특히, 유의성 
검증[63] 결과[표 8], 내면행위와 LMX의 상호작용항의 
CI값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았고, LMX의 평균값
±1SD의 값에서의 단순회귀선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MX는 상호작용항만이 종속변수에 영
향을 주는 순수조절변수[64]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가설 3. 감정노동(표면행위, 내면행위)과 고
객지향성의 관계는 LMX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는 내면
행위에 한해서 부분지지 되었다.

표 7. LMX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 고객지향성

분석단계
분석결과

      ∆  

표
면
행
위

모
형
1

상수 3.805 .022 172.2
12

.075 11.632
표면 -.100 .028 -.204 -3.60

2

LMX .115 .038 .173 3.048


모
형
2

상수 3.805 .022 171.7
44 .075 .000 7.737



표면 -.100 .028 -.203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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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LMX의 부트스트래핑 분석결과
Model Summary

     

(상수) 3.789 .019 199.184 .000 3.752 3.826
내면행위 -.009 .034 -.278 .781 -.076 .057

LMX .466 .038 12.164 .000 .390 .541
상호작용 .147 .051 2.894 .004 .047 .248

=52.219   =.368
Conditional effect of X on Y at values of the moderator(s).

LMX      

평균-1SD -.589 .379 .049 7.778 .000 .238 .475
평균값 .000 .466 .038 12.164 .000 .390 .541

평균+1SD .589 .552 .049 11.371 .000 .457 .648
   , PROCESS Model=1
※ LLCI는 b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는 bml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LMX의 조절효과를 도식화[65]한 결과[그림 3], 내면
행위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인 기울기는 LMX의 
값( )이 1～5로 증가할수록 점점 커졌다. 이는 LMX
가 높아질수록 내면행위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정(+)
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내면행위와 LMX의 조절효과 그래프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한 가설검증의 결과[표 9]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가설검증의 결과
가설 검증결과

1 감정노동(표면행위, 내면행위)는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 감정노동(표면행위, 내면행위)와 고객지향성의 관계는 감
성지능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부분지지
(표면행위)

3 감정노동(표면행위, 내면행위)와 고객지향성의 관계는 
LMX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부분지지
(내면행위)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
관,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 소속의 사례관리 사회복지
사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의 상태가 고객지향성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 감정노동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
서 감성지능과 LMX의 조절효과를 함께 검증하여 다차
원적인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사례관리 사회복지사들의 올바른 감정노동
의 관리와 긍정적 고객지향성을 확대･강화하여 효율적
인 인력관리 방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
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였
으며, 다양한 분석을 통해 가설검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노동이 고객지향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표면행위와 내면행
위는 모두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표면
행위는 고객지향성에 부(-)적인 영향을, 내면행위는 고
객지향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정도는 표면행위보다 내면행위의 영향력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
[20][30][66][67][69-72]에서 도출된 결과와 일치하였
다. 그러나 강병희[79]는 본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백남길[80]은 표면행위와 내면행위 모두가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도출
하였으며, 최현묵[48]은 표면행위와 내면행위 모두가 
정(+)적인 영향을, 우영희[67]는 내면행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
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둘째, 감정노동의 표면행위와 

1

LMX .115 .038 .173 3.047


상호 -.008 .048 -.009 -.159

내
면
행
위

모
형
1

상수 3.805 .018 206.4
19

.352 79.603
내면 .466 .039 .610 12.01

8
LMX -.026 .034 -.039 -.763

모
형
2

상수 3.789 .019 199.1
85

.368 .018 52.219


내면 .466 .038 .609 12.16
4

LMX -.009 .034 -.014 -.278

상호 .147 .051 .137 2.894


         

※ Large :  ≤   , Middle :  ≤    . 
  Small :  ≤   [61]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감성지능과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303

내면행위가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감
성지능과 LMX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먼저 감성지
능은 표면행위에 한해서만 표면행위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음(-)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조절효과가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48][77]의 연구에서 도출
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조희정[68]과 고선희, 박
은숙[81]은 개인의 감성지능보다는 리더의 감성지능이 
감정노동과 고객지향성 간에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결
과를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LMX는 내면행위에 한해서만 내면행위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강화시키는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77][78]에서 
도출된 진심으로 행하는 내면행위와 고객지향성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면
행위보다는 내면행위가 고객지향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결과를 통해 진심으로 감정표현규범에 따른 감정
을 느끼고자 하는 노력이 고객지향성을 강화할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의 
진심어린 감정적인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을 모색하여, 이를 통해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요소는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하여 이에 따른 긍정
적인 고객지향성의 강화와 확대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감정노동이 단일차
원의 개념이 아님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감정노동은 
감소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져 있으나, 감정노
동으로 구성되는 하위요인에 따라 감정노동에 대한 올
바른 관리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감정노동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서는 감정노동
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에 대한 폭넓은 탐색을 통해 감소
되어져야 할 요인과 강화시켜야할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에 알맞은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
정노동의 표면행위가 높다 하더라도 자신과 타인의 감
정을 이해하고 감정의 조절하고 활용하는 정도가 높으
면 표면행위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감
소시켜 고객지향성을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개인의 감
성지능의 정도에 따라 표면행위의 수행정도를 조절하
여 고객지향성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조직에서는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의 감성지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의 
감성지능을 개발하여 감정노동을 조절하고 고객지향성
의 향상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리더와 구성원
간에 정서적 유대감이 높고, 상사에 대한 전문성 존경
과 충성과 공헌의욕이 높으면 내면행위가 고객지향성
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조직에서는 리더와 구성원간의 
LMX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친목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제공하여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의 고
객지향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넷째, 현재 사회복지 영역에서 감정노동과 고객지향
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으나, 감정노동과 
고객지향성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다. 고객지향성은 서비스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
념이긴 하나,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로 고객
인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고객지향성의 개
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 서
비스의 핵심인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지향성에 대
한 보다 충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시사점을 통해 도출한 실무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자
기 인식과 감정노동 상태에 대한 기관의 인식에 대한 
교육이 제공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 사회
복지사를 위한 직무교육 등에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기관과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양자 모두  감정노동 
상태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해야만 한다. 둘째, 사회복지기관 내의 조직문화의 정비
가 필요하다.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개방적인 의사소통 구조와 종사자 간의 정서적 유
대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가 정비되어야 할 것
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감정노동을 해소하는 
별다른 방법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긍정적 관계형성을 통해 감정노동 
상태를 조절하고 고객지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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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체계적인 슈퍼비전의 
제공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장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대상이 바로 슈퍼바이저이다. 슈퍼바이저의 체계적
인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조직과 리더에 대
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신뢰감
은 결국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 궁
극적으로는 사회복지기관의 효과성과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사례관리 사회복지
사의 감정노동과 고객지향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감성지능 개발 프로그램, 힐링타
임 등)과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
해 사회복지사 개인적 특성은 물론 조직적 특성을 효율
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유능한 인적자원의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척도의 개
발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감정노동과 고객지향성의 
척도들은 서비스 기관 종사자들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비영리 기관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의
미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선행연구와는 달리 감정노동과 고객지
향성 척도의 신뢰도가 선행연구만큼 높게 나타나지 않
았다. 따라서 기존의 감정노동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비영리 기관 종사자들에게 적합한 감정노동의 척도가 
개발하여 보다 적절한 상황파악과 효율적 인사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기관 당 사례관리 인원은 평균 5
명 정도였고, 기관에 따라서 1명이 사례관리와 다른 업
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복합적인 
서비스인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
론 이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업무가중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의 각 직능단체들과 
지역사회유관기관들의 연합을 통해 관련 네트워크를 
보다 활성화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을 보다 많이 확보
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더불
어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
째, 감정노동의 요소를 표면행위와 내면행위만을 상정
하였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결과 도
출을 위해 다른 구성요소들도 상정하여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중 73%가 여성[76]이다. 본 연구도 여성 종사자의 비율
이 약 76%인 점을 감안할 때, 성별[75]과 여성의 결혼
상태[74]가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
로서 적절히 통제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성별과 
결혼상태, 고용상태에 따른 감정노동의 영향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는 이용시설의 
사례관리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전체 사회복지사에게 적용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용시설 이외의 시설은 물
론 전체 사회복지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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