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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제주지역 소상공인을 상으로 소상공인의 커뮤니 이션 능력과 고객지향  행동의 

계에서 감정노동(표면조 , 심층조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커뮤니 이션 능력의 고

객지향  행동  감정노동(표면조 , 심층조 )에 한 향력 계, 감정노동(표면조 , 심층조 )의 고객

지향  행동의 주효과, 그리고 커뮤니 이션 능력과 고객지향  행동의 계에서 감정노동(표면조 , 심층

조 )의 매개효과 검증이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제주지역의 소상공인 270명으로부터 획득된 자료를 활

용하 다. 분석결과, 소상공인 커뮤니 이션 능력은 고객지향  행동  감정노동에 향을 미치고, 감정노

동 가운데 표면조 만이 고객지향  행동에 향력이 있으며, 표면조 은 양자 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상공인 커뮤니 이션 능력이 서비스 에서 주요한 능력임을 입증하는 것

이며, 서비스 제공자의 커뮤니 이션 연구에 유용한 시사 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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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labor in the links 

between communication ability of small businessmen and customer orientation behavior. In detail, 

it is demonstrated both impacts of communication ability on customer orientation behavior and 

emotional labor (surface acting, deep acting), and of emotional labor (surface acting, deep acting) 

on customer orientation behavior. Furthermor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labor (surface 

acting, deep acting) will be verified. The data for analysis was collected from 270 employees in 

small businessmen located in Jeju.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impacts of 

communication ability on customer orientation behavior and emotional labor (surface acting, deep 

act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emotional labor (surface acting)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ustomer orientation behavior. Surface acting as a mediator wa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 The result will help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for communication ability 

in small businessmen, and it suggests the crucial implecation in the communication study of 

service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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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서비스 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구매자 사이에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구매

자의 소비경험과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에 향을 미치

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28][42]. 서비스 제공자는 

다양한 인 간 상호작용 과정에 직면하고 그 과정에서 

서비스 수혜자인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을 하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  

상황에 효과 으로 응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으

로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요성을 부각시

켜 왔다[48]. 서비스 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

되는 감성지능의 주요 역할은 자신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객이 서비스에 한 정  

인식 형성에 기여하고, 제품  서비스 구매에 이어지

도록 하는 것이다. 감성지능의 역할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계에서 감정에 한 응으로 근한다[23]. 

하지만 구매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직면하는 서비스 

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구매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악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의도를 효과 으로 달하지 

못할 때 서비스 제공자는 구매자를 만족시키는데 실패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은 서비스 에서 구

매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커뮤니 이션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으로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커뮤니

이션의 요성을 뜻한다.

커뮤니 이션 연구는 사회학  조직심리학 분야에

서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언론분야에서는 

인 간 계 형성과 련하여 커뮤니 이션의 효과성을 

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인 계 형성에 있

어 커뮤니 이션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더불어 

조직심리학 측면에서 근하는 커뮤니 이션 연구는 

커뮤니 이션 유형과 커뮤니 이션 참여가 구성원의 

직무에 한 몰입  수행에 미치는 향력  기업성

과에 미치는 향력[51][52]을 규명하여, 조직에서 커뮤

니 이션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다. 더불어 조직심리

학 분야에게 커뮤니 이션은 개인의 능력으로 근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5][9][10][12]. 커뮤니 이션 능력

은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개인의 커뮤니 이션의 효

과성과 성이 커뮤니 이션 수신자에게 미치는 

향력에 한 검증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상사의 커뮤니

이션 능력이 구성원의 직무에 한 몰입  수행에 

미치는 향력을 입증하고 있다[12]. 한 최근 커뮤니

이션 능력은 서비스 분야로 연구범 가 확 되고 있

으며, 서비스 분야에서 커뮤니 이션은 서비스 제공자

의 언어 ·비언어  측면이 고객의 제품  서비스에 

한 정  평가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하고 있다

[28]. 그러나 커뮤니 이션 능력은 고객과의 서비스

에서 상황에 맞는 합한 정보를 달하여 효과성을 

증 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제공자가 고객을 

한 행동을 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

나 기존연구에서 서비스 에서 소상공인의 커뮤니

이션 능력에 한 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고려

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리인이 

아닌 소유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리인 측면에서의 

근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편, 서비스 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과의 

 과정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를 설명하

는 개념으로 감정노동이 있다. 감정노동은 서비스 

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보여  수 있는 반응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이러한 반응(심층조 , 표면조 )은 조직을 

한 정  부정  향을 미친다[23][24]. 기존연구

에서 감정노동에 선행하는 개인능력 변인으로 감성지

능이 고려되고 있으며, 감성지능은 감정노동을 구성하

는 심층조 과 표면조 에 차별 인 향력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 

변인으로 서비스제공자의 커뮤니 이션 능력을 활용하

여 커뮤니 이션 능력이 감정노동(심층조 , 표면조 )

에 미치는 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 감정노동의 

고객지향  행동에 한 결과는 연구자들 간에 일 된 

결과가 제시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을 상으로 감정노동이 고객지향  행동에 

미치는 향력을 규명하여 감정노동과 고객지향  행

동에 한 연구에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을 구체 으로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의 커뮤니 이션 능력이 감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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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층조 , 표면조 )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고, 

둘째, 소상공인 커뮤니 이션 능력이 고객지향  행동

에 미치는 향력, 셋째, 소상공인의 감정노동(심층조

, 표면조 )이 고객지향  행동에 미치는 향, 마지

막으로 감정노동(심층조 , 표면조 )이 커뮤니 이션 

능력과 고객지향  행동의 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소상공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커뮤니 이션은 수신자와 발신자 간의 정보를 공유

하는 과정이며, 내부  외부 커뮤니 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47]. 커뮤니 이션의 주요 목 은 화 방 간

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달하는 것과 화 주체간의 

상호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12]. 화 방 간에 의미 

있는 메시지 달은 커뮤니 이션 주체 가 공유하는 목

을 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반면에 커

뮤니 이션 주체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의 근은 커

뮤니 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자간의 감정, 동기, 인

지, 행동을 설명하는 선제  과정이다[38].

커뮤니 이션에 한 근은 일반 으로 유형으로 

근하고 있으며, 이는 미시   거시 으로 구분할 

수 있다[47]. 미시  측면에서 커뮤니 이션 유형은 커

뮤니 이션의 방법으로 양자 간 커뮤니 이션 상황에

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제공하는 커뮤니 이션 방법

을 의미한다[47]. 반면에 거시  근은 커뮤니 이션 

상에 한 측면으로, 커뮤니 이션 상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 인 간 커뮤니 이션과 기업 외부 이해 계

자와 인 간 커뮤니 이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내부  외부 커뮤니 이션으로 분류

된다[13][47]. 내부 커뮤니 이션은 기업에서 인 간 

커뮤니 이션으로 조직의 계를 고려한 상황에서 이

루어지는 공식  커뮤니 이션과 조직의 계와는 무

하게 인 간 커뮤니 이션에 집 하는 비공식  커

뮤니 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9][10]. 공식  커뮤니

이션은 정보 달 방향에 따라서 top-down, 는 

bottom-up으로 구분하여 기업에서 효과 인 커뮤니

이션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연구에서 커뮤니 이션에 한 연구는 커뮤니

이션 유형에 주목하고 있다[9][53]. 커뮤니 이션 유형 

연구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커뮤니 이션 방

법을 의미하며 주로 조직 차원에서 상사와 부하의 커뮤

니 이션 유형에 주목하고 있다[9][10][12]. Reece 와 

Brandt[53]는 발신자인 리더와 수신자의 부하의 커뮤니

이션 유형을 사교성과 독단성을 기 으로 하여 감정

형, 지휘형, 사려형, 지원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 Ben-Sira[49]는 커뮤니 이션 유형을 통제

형과 력형으로 양분하여 커뮤니 이션 유형을 설명

하고 있다. 이러한 미시  커뮤니 이션 유형은 주로 

조직행동 분야에서 리더 는 상사와 부하의 계에서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 이션 형태를 의미하며, 

조직효과성  유효성을 해 어떠한 커뮤니 이션 유

형이 효과 인가에 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외부 커뮤니 이션은 기업을 둘러싼 외부 이

해 계자와 련하여 커뮤니 이션을 하는 과정이다

[47]. 외부 커뮤니 이션 과정은 다양하게 근할 수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부 커뮤니 이션 과정 가운데 

마 인 측면에서 커뮤니 이션을 근하고 있다

[47]. 기업의 마  측면에서 커뮤니 이션은 3가지 역

할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고객의 요구를 악하고, 둘

째, 고객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셋

째,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은 조직내부에서의 커뮤니 이션 과정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기업에서 내부 커뮤니 이션은 

조직 목표달성을 한 방법으로 인 간 커뮤니 이션

을 강조하며, 커뮤니 이션의 역할은 상호 간 필요한 

정보를 획득  공유하고, 조직목표 달성을 한 경제 

 사회  교환 계를 형성하는 것이다[12]. 그러나 외

부 커뮤니 이션 특히 마  측면에서 커뮤니 이션

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고객과의 계 형성과

정이라는 측면에서 차이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

는 소상공인 커뮤니 이션은 커뮤니 이션을 내부 으

로 근할 수 있으나, 자 업 속성으로 인해 내부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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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션으로의 근에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소상공

인과 고객과의  상황에서 커뮤니 이션에 주목하

여 외부 커뮤니 이션 에서 근하고자 한다. 

한편, 커뮤니 이션 연구에서 새로운 근 분야로 커

뮤니 이션 능력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12][[42]. 커뮤니 이션 능력은 커뮤니 이션 상황에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효과 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능력을 의미하며[41][50], 기존 연구에서는 상사와 

부하의 커뮤니 이션 상황인 공식  커뮤니 이션의 

측면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1][12]. 조직에서 공식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커뮤니 이션 능력은 조직

목  달성을 한 개인특성으로 설명되고 있다[43]. 

한 커뮤니 이션 능력은 조직의 효과성  효율성에 

향을 미치고, 커뮤니 이션 당사자간의 계 형성에 기

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요성이 설명되고 있다[46][50]. 

이와 련하여 지성호와 강 순[12]은 선행연구에서 커

뮤니 이션 능력을 커뮤니 이션 상황에 효과 이며 

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개인능력으로 설명하고 있

다. 즉, 커뮤니 이션 능력이 높으면, 자신의 에서 

명확하고 하게 표 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효과

으로 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근은 Spitzberg 그리고 Cupach[46]의 근에 기반한 

것으로 커뮤니 이션 능력을 효과성(effectiveness)과 

성(appropriateness)보고 있다. 효과성은 목 을 달

성하기 커뮤니 이션을 조정  통제하는 것이며, 

성은 커뮤니 이션 주체가 상호간의 암묵 인 규칙이

나 사회  규범을 반하지 않고 하게 의사소통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커뮤니 이션 능력에 한 

선행연구는 기업의 내부 커뮤니 이션에 주목하고 있

으며, 외부 커뮤니 이션에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소상공인에 용하면, 소상공인의 커뮤니 이

션 주체는 소상공인과 고객으로 볼 수 있으며, 커뮤니

이션 목 은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과성은 소상공인이 고객에게 제품  서비

스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자신의 커뮤니 이션을 조정  통제

하는 것이다. 한 성은 고객 의 커뮤니 이션 과

정에서 매자와 구매자 간에 습 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벗어나지 않고 의사소통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커뮤니 이션 능력

이 고객을 행동을 유도하는데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

여, 커뮤니 이션 능력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고객지향적 행동 및 감정
노동의 관계 

고객지향  행동은 서비스 에서 고객의 이익에 

심을 가지고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한다[2]. 

고객지향  행동은 고객지향성(customer orientation)

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23]. 고객지향성은 고

객의 욕구에 만족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며, 고객지향성은 고객만족을 증 시키고 불만족

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1]. 즉 고객지향

성이 고객의 만족을 해 도움을 주는 것이며, 고객지

향  행동은 서비스 에서 직원이 고객의 만족과 이

익에 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고객지향  행동은 크게 3가지 으로 근할 수 

있다. 매 리  은 고객의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한 도움제공이며[36], 서비스품질  은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서비스에 한 고객 경험이 구매  

재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에서 서비스의 

요성을 강조하고(Lovelock & Young, 1979), 인간

계론  은 고객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

객과 직원의 에서 고객지향  행동을 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 고객지향  행동은 성향측면과 행

동측면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성향측면에서 고객지향

 행동은 서비스 제공자가 일 되게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행 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4], 행동측면은 고객지

향 인 행동이 보여주기 해서는 고객과 서비스제공

자와의 상호작용이 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지

향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1]. 본 연구

의 주요 상인 소상공인의 고객지향  행동은 고객과

의 서비스 에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고객에게 도움이 되

는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과 서비스제공자의 에서 

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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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 이션 능력과 고객지향  행동의 계를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커뮤니 이션 능력은 고객과의 커

뮤니 이션 과정에서 상황에 맞게 효율 으로 고객에

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즉 서비스 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커뮤

니 이션 상황에 맞게 자신을 조정  통제하고, 서비

스 제공자와 고객과의 계에 한 암묵 인 과정속에

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즉, 커뮤니 이션 능력이 높

은 서비스 제공자는 상 와의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상 가 선호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12]. 즉,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과의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고객이 무

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에 심을 보이는지 알게 되며, 

이러한 고객의 욕구에 맞추는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

서 이러한 논의를 토 로 아래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1: 커뮤니 이션 능력은 고객지향  행동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감정노농(emotional labor)은 조직에 기여하기 한 

개인의 내재   외재  감정 표  조  노력을 의미

한다[31]. 서비스의 측면에서 감정노동은 서비스 제공

자가 고객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감

정을 표 하는 것을 뜻한다[34]. 감정노동을 구성하는 

요소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근하고 있으나, 

Hochschild[26]과 Grandey[31]은 감정노동을 표면조

과 심층조 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감정노

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근하고자 한다. 

Hochschild[26]에 의하면, 감정노동은 특정 감정을 

보여주려는 개인의 노력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표면

조 (surface acting)은 서비스 제공자가 업무를 수행하

기 해 요구되는 규정상의 얼굴표정을 짓거나 제스처

를 취하는 외재  표 이다. 반면에 심층조 (deep 

acting)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해 보여주는 감정표 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를 변화시

켜 내재 인 표 이다. 감정노동의 두 가지 유형은 서

비스제공자에게 미치는 향력이 차별 이라는 에서 

서비스 분야에서 의미가 있다. 표면조 을 많이 하는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보여주는 감정을 연기해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감정부조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업무에 한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24][35]. 

하지만 심층조 을 많이 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정의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스트 스가 어들 수 있다는 이

다[24][35]. 한 표면조 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

비스 제공자가 제품  서비스의 매에 목 을 두어 

단기 인 결과에 을 맞추지만, 심층조 은 고객과

의 장기 인 계 형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우

호 계 형성  장기 으로 제품  서비스에 한 애

착을 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1][24][31][35]. 

커뮤니 이션 능력과 감정노동의 계는 기존연구에

서 감정노동을 설명하는 자원보존이론 에서 근

하고자 한다. 개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유

지하고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한다[6]. 조직에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조직측면과 개인측면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주요 상이 소상공인

임을 고려할 때, 개인의 능력은 표 인 자원으로 볼 

수 있다. 한 개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유

지하는 것을 선호하며,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 하는 것

을 선호한다. 이를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근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

여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

하고 있는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개인은 서비스 수행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

원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하게 된다. 

커뮤니 이션 능력은 상황에 맞게 효과 이며 

한 커뮤니 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41][50],  

커뮤니 이션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자원을 활용

하여 고객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을 해 자원을 소비

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자원의 소비로 획

득 가능한 것은 소비자와의 장기 인 계 형성이며

[1][22], 이를 해 커뮤니 이션 능력이 높은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고객에 느끼도록 하여 자원의 소비에 한 보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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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과의 장기 인 계 형성을 유도하게 된다[20][22]. 

그러나 커뮤니 이션 능력과 감정노동의 선행연구 결

과가 부족한 계로 감성지능과 감정노동의 계를 활

용하고자 한다. 커뮤니 이션 능력과 감성지능은 개인

의 능력이라는 공통 이 있으나, 능력에 한 상이 

감정과 커뮤니 이션이라는 에서 차이가 있다. 

감성지능은 고객과의 서비스 에서 고객의 감정

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서비스 제공

자의 감성지능은 심층조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20][22]. 반면에, 커뮤니 이션 

능력과 표면조 의 계는 기존 연구에서 감성지능과 

같은 개인 능력이 표면조 에 미치는 향력에 일 된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20][22][23]. 기존연구에

서 고객의 감정을 이해, 조 , 활용하는 개인능력인 감

성지능은 표면조 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

와[22], 감성지능이 표면조 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며[20], 감성지능이 

표면조 에 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22]. 이러한 결과는 연구 상의 특성과 

련하여 논의할 수 있다. Kim et al.[20]은 호텔서비스 제

공자를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으며, 그 결과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인 감성지능이 표면조 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명하고 있다. 반면에 Kim et al.[22]

은 보험업체 종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성지능

이 표면조 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검증하

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에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규정상으로 명시되어 행동이 통제되는 

서비스 제공자는 표면조 이 감소하지만, 보험업체 종

사자와 같은 자 업자는 제품  서비스 매가 자신의 

수익과 직 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감성지능이 표면

조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커뮤니 이션 능력에 용하면, 서비스 에서 커뮤

니 이션 능력이 높은 사람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해

할 수 있고 이에 부합하는 반응을 하게 되며, 이러한 반

응이 자신의 수익과 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서

비스 매를 해 표면조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토 로 아

래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2: 커뮤니 이션 능력은 감정노동에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1: 커뮤니 이션 능력은 표면조 에 정(+)의 

향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커뮤니 이션 능력은 심층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감정노동과 고객지향적 행동의 관계
고객지향성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서비

스 에서 서비스제공자가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행

동을 의미한다[1]. 고객지향  행동은 서비스 에서 

고객의 이익에 심을 가지고 고객에게 도움을 주며[2], 

장기 인 계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연구에서 고

객지향성은 고객만족을 증 시키고 불만족을 감소시키

는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1].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

는 고객지향성은 지속 으로 고객과의 계를 유지하

기 해 고객의 만족을 우선 으로 고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객지향  행동에 한 감정노동(표

면조 , 심층조 )의 향력은 기존연구에서 차별  

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20][22][23]. 

선행연구에서 심층조 은 고객지향성 는 고객지향

 행동에 정 인 향력 계가 있는 것으로 일 되

게 나타나고 있다[22][23]. 반면에 표면조 은 고객지향

성 는 고객지향  행동에 부(-)의 향을 미칠 것으

로 주장하고 있으나, 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제공자가 표면조

을 많이 할수록 고객지향  행동이 감소하는 것을 의

미한다. 기존연구의 이러한 계는 직무에 한 개인의 

상태를 의미하는 직무열의와 직무소진을 통해 설명하

고자 한다. 박선화와 이재창[35]의 연구에서 심층조

과 유사한 개념인 내면행 는 직무탈진을 증가시키고 

직무열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표면

조 은 직무탈진에 정 인 향력이 있고, 직무열의

를 정 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면조 을 많이 할수록 서비스제공자

는 직무로 인한 부정 인 상태가 증가하고, 심층조 과 

같은 내면행동을 할수록 직무에 한 부정 인 상태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층조 은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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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정 인 상태를 감소시켜 직무에 한 자신의 역할

인 고객에 한 도움행동이 증가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표면조 은 직무에 한 부정 인 상태를 증가

시키기 때문에 직무에 한 부정  인식  상태로 인

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제약되게 된

다. 따라서 표면조 이 고객지향  행동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

로 아래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3: 감정노동(표면조 , 심층조 )은 고객지향  

행동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 표면조 은 고객지향  행동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 심층조 은 고객지향  행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감정노동의 매개효과
감정노농(emotional labor)은 조직에 기여하기 한 

개인의 내재   외재  감정 표  조  노력을 의미

하며[31], 이러한 개인의 노력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한 인식의 향을 받아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으로 근하고 있다. 자원보존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가

치 있는 자원을 획득, 보호, 유지하려하고, 자원의 상실

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6]. 즉, 커뮤니 이션 능

력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개인의 자원에 

한 인식은 서비스 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향을 미치게 된다. 커뮤니 이션 능력이 

높은 사람은 고객과의 서비스 에서 고객의 욕구를 

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에 부합하는 감정노동인 심

층조 을 통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도움행

동을 하게 된다. 한 커뮤니 이션 능력이 높은 사람

은 장기 으로 고객과의 계를 유지하기 해 고객이 

부정 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면조 을 감소시키고 고

객지향  행동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응, 이

항, 김 환[23]의 연구에서는 감정노동 가운데 심층조

은 감성지능과 고객지향성의 계를 연결하는 변인

으로 규명되고 있으며, 표면조 은 감성지능과 고객지

향성의 계를 연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심층조 은 커뮤니 이션 능력과 고객지향  행동

을 연결하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

한 논의를 토 로 아래의 가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4: 감정노동(표면조 , 심층조 )은 커뮤니 이

션 능력과 고객지향  행동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4-1: 표면조 은 커뮤니 이션 능력과 고객지향

 행동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2: 심층조 은 커뮤니 이션 능력과 고객지향

 행동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 은 커뮤니 이션과 고객지향  행동

의 계에서 감정노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이 독립변수로 커

뮤니 이션 능력, 결과변수로 고객지향  행동, 매개변

수로 심층조 , 표면조 이 주요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상은 제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

인 상으로 하 다. 본 연구는 서비스 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에 을 맞추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

우 빈번한 고객과의 에 노출되어 있으며, 커뮤니

이션 능력이 매출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때문에 고

객지향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료 수

집은 2015년 10월 한 달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직  조사 상 매장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 을 설명

하고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 다. 조사 상은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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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추출을 통해 300명에게 자료를 배부하 다. 총 280

부의 자료를 수집하 으며, 그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

한 7부를 제외하고 총 270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조사 상의 인구 통계  특성은 [표 1]과 같다. 분석

결과, 성별은 남자 139명(51.5%), 여자 131명(48.5%)로 

응답자가 구성되었으며, 연령 는 20  18명(6.7%), 30

 50명(18.5%), 40  101명(37.4%), 50  이상 101명

(37.4%)로 나타났다. 창업연수는 10년 이하 182명

(67.4%), 11-20년 미만 59명(21.9%), 20년 이상 25명

(9.3%), 무응답 4명(1.5%)로 확인되었다.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39 51.5
여성 131 48.5

연령대
20대 18 6.7
30대 50 18.5
40대 101 37.4

50대 이상 101 37.4

근무연수
10년 이하 182 67.4

11-20년 미만 59 21.9
20년 이상 25 9.3

합계 270 100.0

표 1. 조사대상 인구 통계적 특성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커뮤니 이션 능력은 고객과의 서비스 에서 상

호작용 효과성  성을 의미한다. 측정은 Canary, 

Spitzberg[50]의 의해 개발된 문항을 활용하 다. 지성

호, 강 순[12]의 연구에서 커뮤니 이션 능력 측정도

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조

직구성원을 상으로 커뮤니 이션 능력을 측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 직 으로 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본 연구 목 에 맞게 일부 수정하 다. 측정문항은 효

과성과 성 각 4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감정노동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외   내  감

정조 이다. 표면조 은 실제 감정을 감추고 매를 

해 감정을 느끼는 척하는 외  감정 표 이며, 심층조

은 서비스제공자가 실제 으로 고객에게 자신의 감

정을 보이려는 내  감정표 이다[31]. 측정은 

Brotheridge와  Lee[27]에 의해 개발된 문항을 본 연구

목 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 다. 측정문항의 

는 “고객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감정을 내속에서도 스스

로 느끼려고 한다”, “마음속으로 느끼지 않은 감정을 고

객에게 보여주기 해 느끼고 있는 척한다”, 등 각 4문

항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고객지향  행동은 서비

스 제공과정에서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의미한

다. 측정도구는 Saxe 와 Weitz[1]에 의하여 개발된 문

항을 활용하 으며, 연구목 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5

문항을 측정에 활용하 다. 모든 측정도구는 Likert 5  

척도(1=매우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를 활용하

다. 구체 인 측정문항은 표 2와 같다. 

변수 측정문항

커뮤니
케이션 
능력

나는 고객의 행동과 기분을 잘 알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를 잘 안다.
나는 고객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
나는 고객이 즐거워할만한 충분한 대화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나는 고객과 대화를 할 때 다가가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나는 고객과 잡담하기 보다는 대화목표를 이루는 것을 원한다.
나는 고객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잘 
표현한다.
나는 고객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대화하길 원한다.
나는 대화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행
동을 잘 알고 있다.

심층
조절

나는 고객에게 보여야 하는 긍정적 감정을 실제로 느끼려고 한다. 
나는 고객에게 나타내야 하는 긍정적 감정을 실제로 경험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고객에게 표현되는 감정들을 나의 내면에서부터 나오게 하
려고 노력한다. 
고객을 응대하는 나의 감정은 나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표면
조절

나는 고객에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기하듯 행동한다. 
나는 고객을 대할 때 기분이 좋은 척 한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고객에 대한 감정을 숨긴다. 
고객에게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 감정을 억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지
향적
행동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행동을 이해한다.
고객의 처지를 이해한다. 
고객의 관점에서 상상해봄으로써 고객을 이해한다. 
고객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한다. 
그 고객의 입장이라면 어떠했을까 하고 생각한다. 

표 2. 변수의 측정도구

IV. 실증분석

1. 측정도구의 타당성 측정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검증과정은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

를 동시에 고려하여 집 타당성  별타당성을 확인

하 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찰변수의 집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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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표 화된 경로계수가 0.5 이상으로 확인되어 모든 

찰변수가 집 타당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평균분산

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와 구성개념신뢰

도(construct reliability)로 검증하는 변수의 집 타당

성은 0.5 이상과 0.7 이상을 기 으로 활용하 다[28]. 

평균분산추출지수(AVE)는 고개지향  행동이 0.704로 

가장 높고, 모든 변수들이 기 을 상회하고 있다. 구성

개념신뢰도(CR)는 고객지향  행동이 0.898로 가장 높

고, 모두 기 인 0.7을 상회하여 집 타당성은 만족시키

고 있다. 별타당성 검증방법은 Fornell & 

Larcker[3][27]의 방법을 활용하 으며, 가장 낮은 

AVE 값과 가장 높은 상 계 값을 제곱하여 두 값을 

비교하 다. 커뮤니 이션 능력  AVE가 0.527로 가장 

낮으며, 커뮤니 이션 능력과 심층조 의 상 계가 

0.716으로 가장 높으며 이를 제곱한 값(.512)과 비교하

다. 그 결과 AVE 값이 상 계 제곱보다 높은 것으

로 확인되어 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β S·β Var. t값 AVE CR
커뮤니1 1 0.697 0.338 -

0.527 0.899

커뮤니2 0.900 0.664 0.394 10.074
커뮤니3 1.092 0.755 0.246 11.355
커뮤니4 0.866 0.562 0.624 8.588
커뮤니5 0.994 0.668 0.472 10.125
커뮤니6 0.954 0.654 0.468 9.926
커뮤니7 0.961 0.681 0.351 10.314
커뮤니8 1.065 0.685 0.344 10.370
심층1 1 0.810 0.247 -

0.702 0.879심층2 1.027 0.805 0.270 14.302
심층3 1.009 0.765 0.340 13.430
심층4 0.940 0.694 0.449 11.907
표면1 1.287 0.615 0.501 6.508

0.534 0.744표면2 1.343 0.713 0.511 6.886
표면3 1.380 0.685 0.634 6.811
표면4 1 0.525 0.571 -
고객1 1 0.717 0.416 -

0.704 0.898
고객2 0.762 0.607 0.44 9.361
고객3 0.889 0.753 0.267 11.569
고객4 1.012 0.841 0.187 12.805
고객5 0.991 0.796 0.251 12.196

 χ2=405.575 df=180, p<0.001, χ2/df=2.253, RMSEA=.068, 
SRMR=.073, CFI=.915, TLI=.900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합도는 χ2/df, RMSEA, SRMR, CFI, TLI,

를 비교하 다. χ2/df는 2이하를 좋은 모형, 3 이하일 때

도 수용 가능 모형, SRMR과 RMSEA는 0.08이하인 경

우를 수용 가능한 모형, CFI, TLI 합도 지수는 0.9이

상일 경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3][14]. 측정

모형의 합도는 χ2/df=2.253, RMSEA=.068, SRMR=.073, 

CFI=915, TLI=.900으로 합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신뢰성 및 상관관계 분석
신뢰성 분석은 측정도구의 내 일 성 검증이며, 

Cronbach's α 값을 활용하 다. 기 은 사회과학에서 

보편 으로 활용되는 0.7을 기 으로 하 으며, 모든 변

수들이 기 을 상회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변수들 

간의 구성개념 상 행렬 결과, 커뮤니 이션능력은 심

층  표면조 과 고객지향  행동과 정(+)의 상 계

가 있으며, 나머지 변수들도 모두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 SD 1 2 3 4
1. 커뮤니 3.877 .654 .867
2. 심층 3.919 .742 .716*** .851
3. 표면 3.100 .799 .178** .204** .733
4. 고객 3.762 .765 .646*** .650*** .222*** .858
 N=270, *<0.05, **<0.01, ***<0.001, 대각선은 Cronbach'α

표 4. 구성개념 상관행렬

3.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검증은 최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변인들 간의 

구조  계를 고려하 다. 최 구조모형 검증 방법은 

계  χ2 검증 방법을 활용하 다. 계  χ2 검증 과

정은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두 모

형의 자유도 차이에 따른 증분 χ2 값을 비교하여 그 유

의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최 구조모형을 도출하게 

된다[14]. 한 최 구조모형 도출방법은 경로계수를 

많이 설정한 모형과 게 설정한 모형의 증분 χ2값이 

자유도 차이를 고려해 유의하면(p<0.05) 경로계수를 많

이 설정한 모형을 채택하고, 증분 χ2값이 자유도 차이

를 고려해 유의하지 않으면(p>0.05) 경로계수를 게 

설정한 모형을 채택한다[3][13][14].

연구모형 χ2값(409.111)과 경쟁모형 χ2값(418.437)은  

자유도 차이(df=1)를 고려할 때, χ2값의 차이가(9.326, 

p<0.001)로 유의하여 경로를 많이 설정한 연구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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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구조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연구모형의 합도 는 

χ2=409.111, df=181, p<0.001, χ2/df=2.260, RMSEA=.068 

SRMR=.074 , CFI=914, TLI=.900으로 합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χ2 df χ2/df p RMSEA SRMR CFI TLI
연구 409.1111812.260p<.001 .068 .074 .914 .900
경쟁 418.4371822.299p<.001 .069 .078 .911 .897

위계적 χ2 검증              지지모형모형비교 ⊿χ2 ⊿df
연구-경쟁 9.326 1 p<.001 연구모형
경쟁모형 : 연구모형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고객지향적 행동 경로 추가

표 5. 최적구조모형 검증

가설 1과 2는 커뮤니 이션 능력과 고객지향  행동 

 감정노동(심층조 , 표면조 )에 한 향력 검증

이다. 분석결과, 커뮤니 이션 능력은 고객지향  행동

(S·β=423, p<.001)에 정(+)의 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한 커뮤니 이션 능력은 심층조 (S·β

=840, p<.001)과 표면조 (S·β=281, p<.001)에 정(+)의 

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과 2-1, 2-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상공인의 커뮤니 이션

능력이 고객지향  행동의 주요 원인이 되며, 심층조

과 표면조 을 설명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

다.

Path S·β t-value SE 가설
com→고객 .676*** 8.051 .084 매개제외
com→심층 .840*** 10.796 .083 채택
com→표면 .281*** 3.460 .070 채택
com→고객 .423** 3.066 .138 채택
심층→고객 .324* 2.431 .073 채택
표면→고객 -.049 -.780 .170 기각

경 로 총효과 직접 간접
com→심층→고객 .681 .423 .258 채택
com→표면→고객 기각

간접효과 유의성 
Bootstrapping

(95% CI, sampling 2000)
p Lower Upper

com→심층/표면→고객 <.05 .009 .512
* S·β는 표준화된 경로계수, *<0.05, **<0.01, ***<0.001

표 6. 가설 검증

가설 3은 감정노동(심층조 , 표면조 )의 고객지향

 행동에 미치는 향력 검증이다. 분석결과, 심층조

은 고객지향  행동(S·β=324, p<.001)에 정(+)의 향

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표면조 은 고객

지향  행동(S·β=.0490, p>.05)로 향력이 없는 것으

로 확인되어 가설 3-1만 채택되었으며, 가설 3-2는 기

각되었다. 

심층조   표면조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가설 4

의 검증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매개

효과 검증과정은 Holmbeck[33]에 의해 제안된 3단계 

매개효과 검증과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3][13]. 이

를 살펴보면, 첫째, 매개효과 유형을 확인하기 해 

계  χ2 검증을 실시하며, 본 연구에서는 최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 유형이 규명되었다. 둘째, 매개변

인을 제외한 모형에서 독립변수의 결과변수에 한 

향력 유의성을 검증하 다. 셋째, 변수들의 구조  계

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매개변수와 결과변수, 독립

변수와 결과변수의 경로 유의성을 검증하 다[8][15]. 

마지막으로 간 효과 유의성은 bootstrapp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매개효과 단계를 검증하면, 첫째, 매개효과 유형은 부

분매개 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최 구조모형 검증을 통

해 확인되었다. 둘째, 매개변수를 제외한 모형에서 커뮤

니 이션 능력은 고객지향  행동에 한 향력이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β=676, p<.001). 셋째, 변수

들을 모두 투입한 모형에서, 커뮤니 이션 능력→심층

조 →고객지향  행동의 경로에서 심층조 의 매개효

과는 커뮤니 이션 능력→심층조 (S·β=840, p<.001), 

심층조 →고객지향  행동(S·β=324, p<.05), 커뮤니

이션 능력→고객지향  행동(S·β=423, p<.001)으로 확

인되어 모든 경로가 유의하여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커뮤니 이션 능력→표면조

→고객지향  행동의 경로에서 심층조 의 매개효과

는 커뮤니 이션 능력→표면조 (S·β=281, p<.001), 표

면조 →고객지향  행동(S·β=-.049, p>.05), 커뮤니

이션 능력→고객지향  행동(S·β=423, p<.001)으로 확

인되어, 표면조 이 고객지향  행동에 미치는 향력

이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 검증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

해 가설 4는 기각되었다. 한 커뮤니 이션 능력→심

층조 →고객지향  행동의 경로에서 간 효과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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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3][13]14]. 검

증방법은 표본수를 2000으로 설정하고, bias-corrected 신

뢰구간을 95로 설정하 다. 한 간 효과의 유의성은 

상한선과 하한선에 0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검증결

과 상한선과 하한선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며, 양측검정

에서 간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가설 3이 채택되었다. 

Ⅴ.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의 커뮤

니 이션 능력은 고객지향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과 

같은 개인의 능력을 설명하는 변인들이 고객지향  행

동의 순기능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

는 것이다. 둘째, 소상공인의 커뮤니 이션 능력은 표면

조   심층조 에 정 인 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능력을 설명하는 변수

로 감성지능이 있으며, 감성지능은 표면조 을 약화시

키고 심층조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22][23].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능력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향력이 차별 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러한 

선행연구의 특징은 기업에서 리인 서비스 제공자를 

연구 상으로 인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소상공인을 상으로 하 으며, 매장을 직  운

하고 있는 자 업자를 상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상의 특징은 리인 계가 아닌 매출이 매장의 지속

운   개인의 생활의 수단임을 고려할 때, 커뮤니

이션 능력이 높을수록 고객이 제품  서비스의 매를 

목 으로 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상 

차이로 인해 커뮤니 이션 능력이 표면조 을 진하

는 것으로 단된다. 셋째, 감정노동(심층조 , 표면조

)은 고객지향  행동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연구에서 표

면조 이 고객지향  행동에 유의한 향력이 없다는 

기존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감정노

동의 매개효과는 심층조 만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상공인의 커뮤니 이션 능력이 

고객지향  행동에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객에 한 실제 인 감정을 표  노력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매개변수로서 감정노동의 요성을 설명

하는 선행연구 결과[23]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학문   실무  시사 을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의 커뮤니 이션 능력의 요성

이 규명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상으로 한 기존연구에

서 커뮤니 이션 능력은 그 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직에서 

인 간 상호작용의 주요 변수로 간주되던 커뮤니 이

션 능력을 서비스 분야로 확 하여 그 요성을 입증하

고 있다. 한 커뮤니 이션 능력에 한 연구자들의 

심을 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소상공

인의 경우 커뮤니 이션 능력이 심층조   고객지향

 행동을 해 주요한 원인임을 규명하고 있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소상공인의 지원 제도와 련하여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소상공인의 역량 향상을 

한 정부주도의 다양한 지원제도 들이 운 되고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주요한 역량으로 커뮤니

이션 능력의 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

과를 고려할 때 소상공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커뮤

니 이션 능력이 있으며, 이를 향상시키기 해 교육·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둘째, 감정노동의 매개변인

으로서의 역할이 규명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감정노

동은 감성지능과 직무에 한 태도  행동 변인들과 

계를 연결하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

는 그러한 기존연구의 범 를 커뮤니 이션 능력으로 

확 하고 있으며, 개인특성과 서비스 행동을 연결하는 

변인으로서의 그 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 고객지향  행동을 유도하기 해서 

커뮤니 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커뮤

니 이션 능력의 개선이 고객지향  행동으로 이어지

기 해서는 심층조 과 같은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하

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이 고객과의 장기 인 계를 

구축하기 해서 심층조 을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사 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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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첫째, 연구 상의 인구 통계  특성을 고

려하지 못하고 있다. 가설 검증을 한 과정에서 Amos 

로그램을 활용하여 근함으로 인해 조사 상의 일

반  특성이 미치는 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소상공인의 서비스 에서 상황  요인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 서비스 에서 고객지향  행동을 

하기 한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의 행

동을 조 할 수 있는 상황변인이 있으나 이에 한 고

려가 부족하 다. 후속연구에서 이에 한 소상공인의 

커뮤니 이션 능력과 서비스 행동의 계를 조정하는 

상황변인에 한 고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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