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오늘날 환자의 의료 서비스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기

관의 양적 증가와 함께 의료 서비스 산업은 점차 발전하고 있으며, 

병원 조직의 경영 환경은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1,2]. 

이에 환자의 의료 서비스 소비 수준 또한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의 의료 서비스 소비자는 과거와 달리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3]. 특히, 의료 서비스 

대부분은 환자와 대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접점 서비스라

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으로 환자들이 지각하는 의료 서비스 

품질은 의료기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4]. 최근, 고객의 

불량 행동에 의한 서비스 기업의 피해 사례가 이슈화됨에 따라 

감정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1]. 고객 

불량 행동은 ‘의도적 혹은 우연히 서비스 조직과 다른 고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서비스 전달을 방해하는 고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5], 대면 서비스 중 82%의 고객으로부터 지난 1년간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이에 대부분의 기업이 불량 고객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겪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1].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다양한 

전문 직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7], 타 조직에 비해 인력 구성비

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8]. 이에 의료기관의 인적 자원은 병원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경영자원이 되므로 인적 자원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7,8]. 그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들의 업무환경을 살펴보면 본연의 업무는 물론, 의료기관 내의 

물리적 환경 및 타 의료 인력과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환자의 

만족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목적으로 감정 표현에 대한 통제와 

조절을 요청받고 있다[1]. 이에 의료와 함께 서비스를 함께 제공

하며 환자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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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불량 행동에 의한 감정노동의 강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1]. 실제로 고객의 최접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고객의 욕구 충족과 불평에 대처하는 다양

한 서비스 상황에서 감정 부조화, 감정 소진, 우울증 등 심각한 

부정적 영향은 겪는 것을 물론[9], 업무와 관련한 직무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10].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좌절감에 의한 

부정적 감정인 직무 소진은 직업과 삶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져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함에 

따라, 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9,11]. 

즉, 인적 자원 의존성이 높은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의료 서비스가 곧 품질로 인식되므로 이들의 감정과 태도는 

매우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12,13]. 특히, 고객 불량 행동과 

같은 부정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 심리와 스스로

에 대한 신뢰는 대처 방식의 큰 차이를 초래하게 되므로[14], 

고객 불량 행동에 대한 긍정적 대처 방안 마련이 효율적 인적 

자원관리를 통한 의료 서비스 향상의 핵심 요건이 된다[14,15]. 

이에 본 연구는 고객 불량 행동이 직무 소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 고객 불량 행동에 의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통해 직무 소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긍정심리 자본에 주목하고자 한다[15]. 최근, 조직성 

제고를 위한 주요 요인이 되었던 전통적 개념의 경제 자본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인적 자원으로 조직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으며, 인적 자원은 다시 긍정심리 자본으로 자본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16]. 긍정심리 자본이란 조직의 성과를 위해 부정

적 조건하에서도 긍정적 상태로 노력함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조직 제고를 위한 경쟁의 중요한 자본이 되어 조직 구성원의 

만족과 성과를 측정하는 유효한 변수이다[16]. 따라서 고객 불량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긍정 심리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는 조직 차원의 인적 자원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직무 소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조직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창출할 것이다[14,17]. 이에 긍정심리 

자본과 관련한 인적 자원관리 연구를 살펴보면, 서비스직을 중심

으로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 중 일부 직종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나[14,15,17], 임상기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기사직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9], 고객 불량 행동에 의한 직무 소진을 효율적으로 조절⋅관리

하고자 하는 긍정심리 자본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조직성 제고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고객 불량 행동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긍정심리 자본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여 의료기관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적 자원관

리 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의 선정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종사하

는 의료 기사를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으며, 표본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G*Power 3.3을 이용하

여 유의수준 5%(양측), 검정력 95%, 효과 크기 0.5%, 예측 변인 

5의 조건하에 138명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불성실한 

응답 또는 응답 거부 등으로 인한 로스률을 고려하여 의료기사 

2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3일부터 약 20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였다. 회수율은 100%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9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변수

1) 실증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igure 1>과 같은 실증연구 

모형을 설계하였고, 모형 내 별수들 간의 관계는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의료 기사의 고객 불량 행동

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긍정심리 자본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는 것으로 종속변수는 직무 소진, 독립변수는 고객 

불량 행동, 조절 변수는 긍정심리 자본으로 설정하였으며, 실증 

연구 모형 내 포함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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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고객 불량 행동은 직무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고객 불량 행동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긍정심리 자본이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H2-1 고객 불량 행동과 직무 소진의 인과관계에서 자기효능

감이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H2-2 고객 불량 행동과 직무 소진의 인과관계에서 낙관주의

가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H2-3 고객 불량 행동과 직무 소진의 인과관계에서 회복력이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H2-4 고객 불량 행동과 직무 소진의 인과관계에서 희망이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의 정의 및 측정 도구는 선행 

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고객 불량 

행동은 의료 서비스 인카운터 상황에서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

로 의료기관과 종사자, 그리고 다른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독립변수인 고객 

불량 행동의 측정은 호텔, 식음료 매장 등과 같이 서비스 업종에

서 고객 응대 시 발생하는 고객 불량 행동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이[18]의 연구에서 제시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

으며, 총 10문항을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직무 소진은 장기적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상태로 정의하였

고, 측정도구는 서[19]의 연구에서 사용한 5개 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절 변수인 긍정심리 자본은 개인의 

심리적 강점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향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Luthans 등[20]이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정 받은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4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환경에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 낙관주의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난관과 거듭된 좌절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회복력은 업무에서 

당면하는 스트레스와 어려운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 인식

하는 정도, 희망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동기부

여 하는가에 대한 인식 정도로 정의하였다[20].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Ver.27.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

였고, 모형 내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실증 모형 내 

핵심 가설인 고객 불량 행동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긍정심리 자본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Process Macro를 

이용한 최소 자승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167명(86.1%), 결혼 상태는 미혼이 

117명(60.3%)로 과반 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년은 4년

제 대졸이 104명(53.6%)이었고, 직종은 치과위생사 67명(34.5%), 

임상병리사 50명(25.8%), 방사선사 40명(20.6%), 물리치료사 

37명(19.1%)의 순이었다. 경력은 10년 이상이 73명(37.6%)으로 

가장 많았고, 월 소득은 ‘250-300만원 미만’이 73명(37.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Gender Male  27  13.9

Female 167  86.1

Marriage 

status

Unmarried 117  60.3

Married  77  39.7

Level of 

education

College  73  37.6

University 104  53.6

Graduate school  17  8.8

Occupation Radilogical Technologist  40  20.6

Medical Lavoratory 

Technologist

 50  25.8

Dental Hygienist  67  34.5

Physical Therapist  37  19.1

Working 

years

<3  28  14.4

≦3 and <5  34  17.5

≦5 and <10  59  30.4

≧10  73  37.6

Monthly income

(Million won) 

< 200  46  23.7

≦200 and <250  73  37.6

≦250 and <300  40  20.6

≧300  35  18.0

Total 194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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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연구 모형 내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종속변수인 직무 소진에 가장 큰 관련성을 갖는 변수는 희망

(r=-.468), 회복력(r=-.396), 자기 효능감(r=-.362), 낙관주의(r= 

-.347), 직무 소진(r=.291)의 순이었다. 여기서, 직무 소진은 정(+)

의 관련성을 보였고, 긍정심리 자본에 해당하는 희망, 회복력, 

자기 효능감, 낙관주의는 부(-)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3. 고객 불량 행동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긍정

심리 자본의 조절 효과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인 고객 불량 행동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긍정심리 자본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바론-케니의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6>과 

같다. 긍정심리 자본은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하위 변수인 자기 효능감, 낙관주의, 회복력, 희망 각각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였다. 

1) 자기 효능감의 조절 효과

고객 불량 행동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Model 1은 독립변수인 고객 불량 행동이 종속변수인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모형이다. 회귀 분석 결과, 고객 

불량 행동은 직무 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p<.001). Model 2는 Model 1 모형에서 추가로 조절 변수

인 자기 효능감을 예측변수로 투입한 모형으로 자기 효능감이 

직무 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β=.421), 다음으로 고객 불량 

행동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β=.261). Model 3은 Model 2 

모형에서 고객 불량 행동과 자기 효능감의 상호작용(Interaction 

Effect)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Model 3에서 설명력(ΔR2)은 

1.1% 증가하였고, F값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의 조절 효과는 없었다(p=0.100).

2) 낙관주의의 조절 효과

고객 불량 행동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낙관주의

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Variables
Customer’s 

Bad Behavior
Job Burnout Self-efficacy Optimism Resilience Hope

Customer’s Bad Behavior 1 　 　 　 　 　

Job Burnout .291** 1 　 　 　 　

Self-efficacy 0.037 -.362** 1 　 　 　

Optimism 0.044 -.347** .938** 1 　 　

Resilience 0.001 -.396** .874** .894** 1 　

Hope -0.113 -.468** .721** .783** .769** 1

*p<.05, **p<.01, ***p<.001 

<Table 2>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β t p β t p

Constant 2.780 14.774 <0.001 4.129 14.313 <0.001 5.299 6.945 <0.001

Customer’s bad behavior 0.249 4.214 <0.001 0.261 4.782 <0.001 -0.075 -0.359 0.720

Self-efficacy -0.421 -5.858 <0.001 -0.778 -3.424 0.001**

Customer’s bad behavior × Self-efficacy 0.102 1.655 0.100

R2(ΔR2) 0.085 0.224(.139) 0.235(.011)

ΔF(p) 17.761(<0.001) 34.310(<0.001) 2.740(<0.001)

*p<.05, **p<.01, ***p<.001 

<Table 3> The effect of bad customer behavior on job burnout: The modulating effect of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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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Table 4>과 같다. 

Model 1은 독립변수인 고객 불량 행동이 종속변수인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모형으로 <Table 3>과 동일하고, 

Model 2는 Model 1 모형에서 추가로 조절 변수인 낙관주의를 

예측변수로 투입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 낙관주의가 직무 소진

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β=-.412), 다음으로 고객 불량 행동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β=.262). Model 3은 Model 2 모형에서 

고객 불량 행동과 낙관주의의 상호작용(Interaction Effect) 변수

를 투입한 모형으로 이 단계에서의 설명력(ΔR2)은 1.9% 증가하

였고, F값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낙관주의의 조절 

효과는 있었다.(p=0.032). 즉, 고객 불량 행동이 커질수록 직무 

소진은 증가하는데 낙관주의적인 심리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3) 회복력의 조절 효과

고객 불량 행동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회복력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Model 1은 독립변수인 고객 불량 행동이 종속변수인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모형으로 <Table 3>과 동일하고, 

Model 2는 Model 1 모형에서 추가로 조절 변수인 회복력을 

예측변수로 투입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 회복력이 직무 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β=-.450), 다음으로 고객 불량 행동이 정(+)

의 영향을 미쳤다(β=.249). Model 3은 Model 2 모형에서 고객 

불량 행동과 회복력의 상호작용(Interaction Effect) 변수를 투입한 

모형으로 이 단계에서의 설명력(ΔR2)은 2.1% 증가하였고, F값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회복력의 조절 효과는 있었

다.(p=0.022). 즉, 고객 불량 행동이 커질수록 직무 소진은 증가하

는데 회복력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4) 희망의 조절 효과

고객 불량 행동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희망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Model 1은 독립변수인 고객 불량 행동이 종속변수인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모형으로 <Table 3>과 동일하고, 

Model 2는 Model 1 모형에서 추가로 조절 변수인 희망을 예측변

수로 투입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 희망이 직무 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β=-.656), 다음으로 고객 불량 행동이 정(+)의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β t p β t p

Constant 2.780 14.774 <0.001 4.131 13.896 <0.001 5.699 7.273 <0.001

Customer’s bad behavior 0.249 4.214 <0.001 0.262 4.780 <0.001 -0.183 -0.859 0.391

Optimism -0.412 -5.620 <0.001 -0.877 -3.858 <0.001

Customer’s bad behavior × Optimism 0.132 2.159 0.032*

R2(ΔR2) 0.085 0.215(.130) 0.233(.019)

ΔF(p) 17.761(<0.001) 31.580(<0.001) 4.661(<0.001)

*p<.05, **p<.01, ***p<.001 

<Table 4> The effect of bad customer behavior on job burnout: The moderating effect of optimism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β t p β t p

Constant 2.780 14.774 <0.001 4.280 14.569 <0.001 5.828 7.979 <0.001

Customer’s bad behavior 0.249 4.214 <0.001 0.249 4.624 <0.001 -0.202 -0.997 0.320*

Resilience -0.450 -6.294 <0.001 -0.913 -4.294 <0.001

Customer’s bad behavior × Resilience 0.135 2.309 0.022*

R2(ΔR2) 0.085 0.242(.157) 0.263(.021)

ΔF(p) 17.761(<0.001) 39.916(<0.001) 5.331(.022)

*p<.05, **p<.01, ***p<.001 

<Table 5> The effect of bad customer behavior on job burnout: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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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β=.206). Model 3은 Model 2 모형에서 고객 

불량 행동과 희망의 상호작용(Interaction Effect) 변수를 투입한 

모형으로 이 단계에서의 설명력(ΔR2)은 2.8% 증가하였고, F값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희망의 조절 효과는 있었

다.(p=0.022). 즉, 고객 불량 행동이 커질수록 직무 소진은 증가하

는데 희망 심리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Ⅳ. 고찰

본 연구는 의료기사직을 중심으로 고객 불량 행동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긍정심리자본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여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모형에 따른 가설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 불량 행동은 직무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의 고객 불량 행동, 직무 소진, 

긍정심리자본이 직무 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권 등[16]

의 연구 결과 고객 불량 행동이 높을수록 직무 소진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고, 고객 불량 행동이 서비스 

접점 종사원의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조절 효과를 검정한 최 등[14]의 연구 결과 고객 

불량 행동은 직무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 불량 행동이 심할수록 직무 소진의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고객 

접점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의 스트레스와 직무 소진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직무 소진이 높아진다는 

보고에 따라 고객 불량 행동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정 등[21]의 연구와 의료기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의 관

련성에 대한 김 등[13]의 연구 결과 의료기사직의 근무형태 등이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고객 불량 행동이 호텔종사원의 직무 

소진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김 등[22]의 연구 결과 

고객 불량 행동이 높아짐에 따라 정서적 고갈도 높아져 직무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맥상통 

하였으며, 병원고객의 불량 행동이 감정부조화를 매개로 이직의

도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연구에 대한 한 등[1]의 연구 결과 

고객의 불량 행동으로 발생한 감정 부조화는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 불량 행동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관심 정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직무 소진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적인 의료기관의 경우 종사자의 정서와 

심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내부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면 긍극적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22]. 아울러 고객의 

불량 행동을 대처하기 위한 조직차원의 응대지침과 상황별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 등 의료기관의 다각적 해결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전환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홍보 캠페인을 통해 고객 불량 행동을 근절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16]. 둘째, 고객 불량 행동과 직무 소진의 

인과관계에서 낙관주의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

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는 고객 불량 행동에 대한 동일한 

상황이라도 서비스 접점 종사자가 지닌 대처능력에 따라 개인이 

느끼게 되는 직무소진의 크기가 다르다고 보고한 최 등[14]의 

연구 및 고객 불량행동과 고객지향성 간의 영향 관계에서 낙관주

의에 의한 조절 효과를 확인한 장[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

며 연구 방향이 일맥상통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긍정심리자

본이 직무태도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23]의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β t p β t p

Constant 2.780 14.774 <0.001 5.133 13.856 <0.001 6.798 7.602 <0.001

Customer’s bad behavior 0.249 4.214 <0.001 0.206 3.897 <0.001 -0.306 -1.194 0.234

Hope -0.656 -7.124 <0.001 -1.148 -4.454 <0.001

Customer’s bad behavior × Hope 0.152 2.043 0.042*

R2(ΔR2) 0.085 0.277(.192) 0.292(.281)

ΔF(p) 17.761(<0.001) 50.751(<0.001) 4.172(<0.001)

*p<.05, **p<.01, ***p<.001 

<Table 6> The effect of bad customer behavior on job burnout: Moderating effect of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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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낙관주의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긍정심리자본과 이직의도와

의 관계에서 낙관주의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즉, 직무 

소진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물론 낙관주

의 사고방식을 함양하도록 교육한다면 부정적 상황에 대한 영향

을 스스로 조절하여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하게 

될 것이다[4]. 또한, 조직 내 심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직구성

원들에게 부정적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긍정적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긍정적 태도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23]. 셋째, 고객 불량 행동

과 직무 소진의 인과관계에서 회복력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는 김[23]의 연구 

결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회복력이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긍정심리자본과 이직의도와의 관계

에서 회복력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4]의 연구 결과 고객 불량 행동과 자발적 고객지

향성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인인 회복력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여 본 연구와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심[24]

의 연구 결과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력이 직무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주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긍정심리자

본이 회복력에 의한 조절 효과로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소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조직 유효성에 큰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4]. 즉,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높아진 의료서비스 

요구도는 고객 불량 행동에 의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빠른 회복력

을 필요로 하고 있다[23]. 특히, 의료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업 특성상 다양한 업무 속에서 어려움

을 빠르게 극복하고 재도약 하고자 하는 회복력은 직무소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23].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객 불량 행동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상담하고 

조언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직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4]. 이는 고객 불량 행동에 의한 부정적 감정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직무소진 감소는 물론 조직 유효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고객 불량 행동과 

직무소진의 인과관계에서 희망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

로 조절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인 희망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직의도

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김[23]의 연구, 고객 

불량 행동과 직무소진의 관계에 있어서 소망적 사고대처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최 등[14]의 연구와 유사하였으나, 긍정심리자본

의 고객 불량 행동과 고객지향성 간의 조절효과와 관련하여 

희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장[4]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고객 불량 행동이 감정 고갈을 유발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어 감정소진을 유발하는 감정부조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한 등[1]의 연구가 본 연구를 적극

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 불량 행동으로 인한 감정노

동을 담당하는 종사자일수록 직무에 대한 좌절감과 같은 감정부

조화에 의해 직무소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1]. 희망이란 자신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의미하며 긍정적 관점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정서

이다[23]. 이에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정소진에 의한 직무소진

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객 불량 행동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즉, 의료기관 내 고객 불량 행동의 위협 

요소 등을 확인하여 환자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처방안을 마련한다면 의료서비스 만족을 통한 불량행동 방지

에 도움이 될 것이다[1].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사직을 중심으로 

고객 불량 행동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변수간의 인과관계 및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사직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구 

대상자를 일부 의료기사직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 및 대상에 대한 확장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객 불량 행동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측정하

는 후속 연구가 계속된다면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고 고객 불량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중재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 불량 행동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긍정심리자본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였으며, 연구

가설을 중심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 불량 행동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고객 불량 행동은 직무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으며, 고객 불량 행동이 심할수록 직무 소진이 

더욱 심해진다. 둘째, 고객 불량 행동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서 긍정심리자본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 긍정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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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하위 요인 중 낙관주의, 회복력, 희망 심리가 고객 불량 행동과 

직무 소진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검정되어 

본 연구 가설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사직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긍정심리자본인 낙관주의, 회복력, 희망에 대한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치유가 

가능하도록 조직차원의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정소진

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면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고객 불량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적 의식 전환 홍보 캠페인을 개발하는 

등 전략적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내부고객 만족을 통한 조직성 제고와 함께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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