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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customer orientation (CO) reduces employee stress 
to customers (CSS). As emotional labor strategies [surface acting (SA) and deep acting (DA)] may mediate a role 
between CO and CSS, we verified multiple parallel mediator roles of SA and DA between CO and CSS. Our survey 
was administered to 323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in Daegu and Gyeongbuk. The results show that CO increased 
DA but did not decrease SA, and SA had a positive effect on CSS while DA did not influence CSS. These results 
did not support the parallel multiple mediator model. We conducted post-hoc model modification and proposed the 
serial multiple mediator model as a modified model. As a result, CO increased DA, DA reduced SA, and SA showed 
a positive relation with CSS. This double mediating effect through DA and SA between CO and CSS was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we found that CO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SA and CSS. DA did not directly reduce 
CSS while CO reduced SA and CSS through DA indirectly. DA had a negative effect on CSS through SA indirectly.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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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6년 현재 전국 11,575개교에서 100% 급식을 시행하

고 있으며, 영양(교)사･조리사･조리원 등 총 72,923명이 급

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정규직은 10.2%에 불과하고 

89.8%에 해당하는 65,508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1). 이는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비해 급식종

사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관심도

와 이해도가 낮은 것을 반영하며(2), 더욱 질 높은 학교급식

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서비스 종사원에 대한 관리가 요

구된다.

학교급식은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산업에 속

하며 인적자원에 의해 생산되는 서비스의 품질은 급식서비

스 종사원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3). 즉 서비스 종사

원이 고객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만족하게 하려는 

고객지향성이 높을수록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다(4). 이렇듯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진실의 순간’ 

또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짧은 순간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 접점 직원인 조리종사원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감정노동자로서 불쾌한 

상황에서도 항상 친절하고 미소를 잃지 않는 태도로 응대해

야 한다(5). 따라서 직접서비스직인 급식서비스 종사원의 스

트레스는 직무 자체뿐 아니라 서비스의 대상인 고객 또한 

중요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6,7).

서비스는 감정노동이며 감정노동이란 개인이 직무수행을 

위해 자신이 느끼는 실제 감정 상태와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

표현에 차이가 존재할 때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조절하려

는 개인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8-10). 감정노동에서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원인은 표현된 감정과 실제 감정 간의 

불일치(emotional dissonance)로 보고되고 있다(7). 감정

노동의 두 가지 전략 중 표현규칙을 준수하는 표면행동

(surface acting)의 경우 실제 감정과 무관한 감정표현으로 

인해 감정 불일치를 증가시켜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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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지만, 내면행동(deep acting)은 오히려 표면행동으

로 인한 감정 불일치를 상쇄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식을 수정하는 노력으로 보고된 바 있다(9,11). 따라서 감

정노동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가에 따

라 고객에 대한 스트레스 지각이 달라질 수 있다(12). 

한편 서비스 종사원의 감정노동 수행전략은 개인차에 의

해 달라질 수 있다. 감정노동과 고객지향에 대한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고객지향적 성향이 높은 서비스종업원일수록 

실제 정서와 표현된 정서가 일치하지 않는 표면행동보다는 

내면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또한, 고객지향성이 

높은 직원일수록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자 하는 성향

이 강하기 때문에 고객의 모호한 기대나 언어공격 등 고객으

로 인한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로 인하여 감

정적으로 고갈되는 현상이 낮게 나타나는데 반해(14), 고객

지향성이 낮은 직원들은 조직의 표현규범을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실제 감정과 불일치하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면서 감

정자원을 더 소비하여 궁극적으로 감정고갈로 이어질 가능

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15).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감

정 불일치가 감정고갈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고객지향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16,17), 반대로 Babakus 등

(14)의 연구에서는 고객지향성이 감정고갈을 경감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는데, 고객지향성이 높은 일선 직원들

은 낮은 일선 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 만족을 경험

하게 되고, 웃으면서 상냥하게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또한 강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고갈상태에 덜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근거로 고객

지향이 높을수록 감정고갈을 덜 유발하는 내면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감정노동과 고객관련 스트레스(customer related social 

stressor, CSS)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감정노동은 고객관

련 스트레스의 선행변인으로 다뤄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는 고객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로 다뤄지기도 한다(18, 

19). 본 연구는 감정노동의 두 가지 전략(표면행동, 내면행

동)이 상이한 특성을 지니며(9,11), 그로 인해 서비스 노동

자의 스트레스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

노동을 고객관련 스트레스의 선행변인으로 다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Grandey(8)의 연구에서는 호텔과 레스토랑 종사

원의 표면행동은 고객관련 스트레스를 증가시켰으며 내면

행동은 고객관련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12). 이는 표면행동이 조직의 입장에서는 바람직

할지 모르지만, 표면행동을 취하는 동안 개인은 진실한 감정

을 억압하고 꾸며낸 감정을 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스트레스를 더 받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Heo(20)

의 연구에서도 표면행동은 고객관련 스트레스를 증가시킨 

데 반해, 내면행동은 고객관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고객지향성은 감정노동자의 감

정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요인이며, 고객지향성

이 높을수록 표면행동보다는 내면행동을 많이 할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13). 또한, 감정노동의 두 가지 전략 중 표면행

동은 감정 불일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고객관련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내면행동은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여 진심으로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고객관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학교급식서비스 종사원의 고객지향성이 감정노동의 두 

가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택된 두 가지 감정노

동 전략에 따른 고객관련 스트레스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학

교급식서비스 종사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소에 

근무하고 있는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영양(교)사에게 배부하여 설명한 

후, 조리종사원이 직접 기록하게 하는 자가기록방법을 이용

하였으며 영양(교)사가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총 400

부 중 358부를 회수하였고(회수율: 89.5%), 이 중 미기재된 

응답지 35부를 제외한 총 32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4년 3월 3일부터 2014년 4월 25일까지였다. 

조사내용

설문지는 응답자 일반사항, 고객지향, 감정노동, 고객관

련 스트레스로 구성되었다. 응답자 일반사항으로는 조리종

사자의 연령, 교육정도, 조리사자격증 유무, 이직 경험, 고용

형태, 근무 학교, 1일 급식횟수 등으로 측정하였다. 그 밖에 

심리적 측정도구의 문항은 Table 1과 같다. 고객지향은 Saxe

와 Weitz(21)가 개발한 SOCO(selling orientation, cus-

tomer orientation) 척도를 사용하였다. SOCO 척도의 하위

요인은 고객지향(12문항)과 판매지향(12문항)이며 각 요인

은 6문항의 긍정문항과 6문항의 부정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지향 긍정문항 중 Saxe와 Weitx(21) 

연구 결과에서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3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Saxe와 Weitz(21)의 연구에서 밝힌 SOCO 전

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86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 사용한 고객지향 3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775

였다. 감정노동은 Diefendorff 등(22)이 기존 척도를 종합

하여 제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의 

교차 타당화 결과에서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표면행동 

3문항과 내면행동 3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Diefen-

dorff 등(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표면행동

이 0.89, 내면행동이 0.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표면행동이 0.659, 내면행동이 0.853이었

다. 고객관련 스트레스는 Dormann과 Zapf(6)가 개발한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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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andardized estimates for proposed research model 
(parallel multiple mediator). ***P<0.001.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of measurement tools 

Variable Items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α

Customer
orientation

I try to help customers achieve their goals (CO1).
A good salesperson has to have the customers best interest in mind (CO2).
I try to get customers to discuss their needs with me (CO3).

0.586
0.621
0.631

0.725
0.687
0.673

0.775

Surface
acting

I fake the emotions I show when dealing with customers (SA1).
I fake the emotions I show when dealing with customers (SA2).
I put on an act in order to deal with customers in an appropriate way (SA3).

0.504
0.426
0.483

0.516
0.618
0.543

0.659

Deep
acting

I make an effort to actually feel the emotions that I need to display toward 
others (DA1).

I work hard to feel the emotions that I need to show to customers (DA2).
I try to actually experience the emotions that I must show to customers (DA3).

0.648

0.822
0.712

0.868

0.703
0.807

0.853

Customer
related
social

stressor

Customers often shout at us (CSS1).
Customers personally attack us verbally (CSS1).
Customers personally attack us verbally (CSS1).
Customers’ wishes are often contradictory (CSS2).
It is not clear what customers request from us (CSS2).
It is difficult to make arrangements with customers (CSS2).

0.548
0.545
0.660
0.400
0.641
0.466

0.693
0.695
0.662
0.814
0.673
0.706

0.739

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고객기대 관련 2개 하위요인(모

호한 기대, 부적절한 기대)과 고객태도 관련 2개 하위요인

(언어공격, 적대적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기대 요인과 고객태도 요인에서 각각 모호한 기대와 언

어공격 하위척도를 선택하였으며, Dormann과 Zapf(6) 연

구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여러 요

인에 더블로딩 되지 않은 문항을 각각 3문항씩 선별하여 사

용하였다. Dormann과 Zapf(6)의 연구에서 모호한 기대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68, 언어공격의 신뢰도 Cron-

bach’s α는 0.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고객관련 스트레

스 6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739였다.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서비스 종사원의 고객지향성이 

감정노동의 두 가지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감정노동 

전략이 고객관련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을 연

구모형으로 Fig. 1과 같이 제안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고객지향성은 감정노동 전략 중 표면행동에 부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 고객지향성은 감정노동 전략 중 내면행동에 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 표면행동은 고객관련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내면행동은 고객관련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고객지향성이 고객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감정노동 전략이 매개할 것이다.

통계처리

조사된 자료는 SPSS 21 및 AMOS 21(IBM,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다음의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먼저 조

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그에 따른 고객지향, 감정노동, 고객

관련 스트레스의 평균 차이는 t test와 F test를 이용하여 

검증했다. 다음으로 Cronbach’s α를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

도를 확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집중타당도와 잠재변인 간 변별타당도를 확인

했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해 고객지향과 

고객관련 스트레스의 관계를 감정노동(표면행동, 내면행동)

이 매개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적합도 판단

에 사용한 주요 지표는 CFI, TLI, RMSEA이며 CFI와 TLI는 

0.90 이상, RMSEA는 0.08 이하일 때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

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

은 경로를 삭제하고 수정지수(M.I.)를 이용해 경로를 추가하

여 개발한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후, 붓스트래핑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채택된 모형에 포함된 간접효과의 유

의성을 검증했다. 붓스트래핑은 간접효과의 경험적 검증방

법으로써 본 연구는 10,000회의 간접효과 검증을 하였으며, 

분석 결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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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oks and foodservice operations
Variable N %

Characteristics
of cooks

Age (years)

<40
≥40∼<50
≥50

 19
159
142

 5.9
49.7
44.4

Mean±SD: 48.36±5.39

Educational
background

Middle school
High school
2-yr college or higher

 36
238
 28

11.9
78.8
 9.3

Cooking certification Yes
No

154
155

49.8
50.2

Number of turnover
(times)

0
1
2
3 and over

143
 57
 44
 17

54.8
21.8
16.9
 6.5

Total careers as a
cook (years)

<5
≥5∼<10
≥10

 79
 85
143

25.7
27.7
46.6

Mean±SD: 8.79±4.82

Employment status
Public official cook
Unlimited period contract cook
Contract worker & part timer

 12
249
 43

 3.9
82.0
14.1

Characteristics 
of foodservice 

operations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128
 86
 95

41.4
27.8
30.7

No. of meal service 
time (per day)

Once 
Two times and over

234
 72

76.5
23.5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0∼50세가 49.7%, 50세 이상이 44.4%, 40세 미만

이 5.9% 순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8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78.8%, 중졸 이하가 11.9%, 전문대졸 이상이 9.3%

였고 조리사 자격증은 49.8%가 소지하고 있었다. 이직경험

은 54.8%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이 

82.0%, 계약직 및 파트타임이 14.1%, 정규 조리직 공무원

이 3.9% 순으로 조사되었다. 급식소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1.4%, 고등학교 30.7%, 중학교 27.8%로 나타났

으며, 1일 급식횟수는 1회 76.5%, 2회 이상이 23.5%로 나

타났다. 

일반사항에 따른 고객지향, 감정노동, 고객관련 스트레스 

차이

조리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객지향성과 감정노

동, 고객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고객지향성, 감정노동, 고객관련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고객지향성은 3.81/5.00점, 감정노

동 중 표면행동은 2.39/5.00점, 내면행동은 3.45/5.00점, 

고객관련 스트레스는 2.47/5.0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

지역 고등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에 관한 연구(23)에서의 고

객지향성 점수(3.83점), 표면행동 점수(2.12점), 내면행동 

점수(3.62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편 고객관련 스트레

스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에 대한 연구(24)에서 나타난 고객

관련 스트레스(3.74점)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불

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는 항공사 객실승무원보다 특정 다수의 학생 고객을 대상으

로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급식에서는 장기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조리종사원의 근무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고객지향성 점

수는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군이 다른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5), 정규 조리직 공무원이 다른 군보다 유의하

게 높았으며(P<0.001),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군이 고등학

교에 근무하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감

정노동 중 표면행동 점수는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군이 소지

한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P<0.01), 이직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초등

학교와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군이 중학교에 근무하는 군보

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감정노동 중 내면행동 

점수는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군이 다른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1),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군이 없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01), 정규 조리직 공무원이 다른 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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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ustomer orientation, emotional labor and customer related social stress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oks and foodservice 
operations

Variable Customer 
orientation

Emotional labor Customer related 
social stressorSurface acting Deep acting

Age (years)
40 less
40∼50 less
50 and over

3.79±0.571)

3.77±0.63
3.87±0.52

2.21±0.55
2.36±0.68
2.44±0.82

3.31±1.05
3.43±0.76
3.50±0.75

2.30±0.80
2.41±0.77
2.56±0.68

F-value   1.167   1.058   0.600   2.259

Educational
background

Middle school
High school
2-yr college or higher

3.76±0.63b2)

3.79±0.58b

4.11±0.39a

2.46±0.77
2.40±0.77
2.25±0.49

3.50±0.74b

3.38±0.76b

3.93±0.93a

2.50±0.62a

2.51±0.77a

2.03±0.57b

F-value   4.031*   0.711   6.428**   5.308**

Cooking
certification

Yes
No

3.86±0.60
3.76±0.55

2.25±0.71
2.50±0.74

3.62±0.80
3.25±0.72

2.38±0.83
2.57±0.61

t-value   1.547  -3.104**   4.270***  -2.349*

Total careers 
as a cook (years)

5 less
5∼10 less
10 and over

3.80±0.58
3.75±0.56
3.85±0.62

2.32±0.76
2.50±0.79
2.34±0.69

3.45±0.74
3.37±0.85
3.50±0.77

2.39±0.89
2.61±0.70
2.42±0.65

F-value   0.895   1.518   0.755   2.446
Experience of

turnover
No
Yes

3.84±0.58
3.79±0.58

2.19±0.65
2.58±0.75

3.45±0.76
3.36±0.82

2.45±0.63
2.52±0.87

t-value   0.739  -4.417***   0.970  -0.771

Employment status
Public official cook
Unlimited period contract cook
Contract worker & Part timer

4.46±0.51a

3.81±0.56b

3.66±0.62b

2.44±0.55
2.35±0.74
2.51±0.83

4.66±0.71a

3.42±0.74b

3.29±0.67b

2.59±1.86
2.48±0.68
2.49±0.63

F-value   9.158***   0.780  17.539***   0.139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3.88±0.66a

3.82±0.55ab

3.67±0.48b

2.49±0.75a

2.19±0.69b

2.40±0.73a

3.50±0.83a

3.59±0.73a

3.22±0.75b

2.36±0.70b

2.46±0.87ab

2.62±0.63a

F-value   3.640*   4.339*   5.569**   3.283*

No. of meal service 
time (per day)

Once 
Two times and over

3.83±0.62
3.71±0.46

2.39±0.74
2.35±0.73

3.49±0.78
3.30±0.73

2.40±0.66
2.59±0.66

t-value   1.496   0.399   1.795  -2.162*

Total 3.81±0.58 2.39±0.74 3.45±0.78 2.47±0.74
Score scale: 1 (very disagree)∼5 (very agree).
1)Mean±SD.
2)Different letters o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P<0.001.

근무하는 군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고객관련 스트레스 점수는 학력이 고

졸 이하인 군이 전문대졸 이상인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P<0.01),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군이 자격증을 소지한 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5),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군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근무하는 군보다 유의하게(P<0.05) 

높았으며, 1일 급식횟수가 2회 이상인 군이 1회인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인

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들(고객지향, 표면행동, 

내면행동, 고객관련 스트레스)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했

다. 이때 고객관련 스트레스 6문항은 하위개념(언어공격, 모

호한 기대)에 따라 문항묶음을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

과 4개 잠재변인을 독립적으로 측정한 모형의 적합도는 

Chi=65.019(df=38), CFI=0.975, TLI=0.963, RMSEA=0.047

로 양호했다.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집중타당도를 판단

하는 통계적 지표로 AVE(평균분산추출)와 CR(개념신뢰도)

을 산출한 결과 AVE의 범위는 0.419∼0.703으로 표면행동

과 고객관련 스트레스가 기준인 0.5에 다소 못 미쳤으며, 

CR(개념신뢰도)의 범위는 0.637∼0.876으로 역시 표면행

동과 고객관련 스트레스가 기준인 0.7에 다소 못 미쳤다. 

한편 각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요인계수는 Table 4와 

같이 모두 0.520 이상이었으며, 유의성(C.R.)도 모두 4.763 

이상으로 기준인 1.96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여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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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 loadings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ustomer orientation Surface acting Deep acting Customer related social 
stressor

Loading C.R. Loading C.R. Loading C.R. Loading C.R.

Item
CO1
CO2
CO3

0.758
0.757
0.680

10.540
10.141

SA1
SA2
SA3

0.662
0.520
0.694

6.600
7.052

DA1
DA2
DA3

0.806
0.949
0.709

16.562
13.796

CSS1
CSS2

0.693
0.735 4.763

AVE 0.703 0.419 0.548 0.467
CR 0.876 0.680 0.784 0.637

C.R.=critical ratio,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CR=construct reliability, CSS1=verbal aggression, CSS2=ambiguous customer 
expectations.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latent variables 
Variables 1 2 3 4

1. Customer orientation
2. Surface acting
3. Deep acting
4. Customer related social stressor

1
-0.101

   0.409***

-0.086

1
-0.219**

 0.445***
1

-0.090 1
**P<0.01, ***P<0.001.

Table 6. Model fit of research model and modified model
Model Chi df CFI TLI RMSEA

Research model (parallel multiple mediator)
Modified model (serial multiple mediator)

71.910
65.476

39
41

0.969
0.977

0.957
0.969

0.051
0.043

거로 판단했을 때 잠재변인별 문항 수가 적은 관계로 AVE

와 CR의 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요인이 있었으나 대체로 

각 문항이 잠재변인에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변별타당도는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의 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가 0.80 이상으로 높게 나

타날 경우 잠재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이 의심된다. 본 연구에

서는 Table 5와 같이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0.090∼

0.445로 높지 않게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4개 잠재변인이 독립적으로 측정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고객지향이 고객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정

노동의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는 고객지향성이 표면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표면행동은 고객관련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고객지향성은 내면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내면행동은 고객관련 스트레스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종합하

여 Fig. 1과 같이 고객지향성과 고객관련 스트레스의 관계

를 표면행동과 내면행동이 매개하는 병렬다중매개모형(par-

allel multiple mediator model)을 연구모형으로 제안하였

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

과 Table 6과 같이 Chi=71.910(df=39), CFI=0.969, TLI= 

0.957, RMSEA=0.051로 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가설별로 볼 때 매개모형이 성립하기 위한 주요 경로 

중 고객지향성→내면행동(β=0.41, P<0.001, H2)과 표면행

동→고객관련 스트레스(β=0.44, P<0.001, H3)는 통계적으

로 유의했으나, 고객지향→표면행동(H1)과 내면행동→고

객관련 스트레스(H4)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병렬다중매개모형은 지지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Groth 등(25)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고객지향성과 관련성이 있는 감정노동 전략은 내

면행동(r=0.13, P<0.05)이었으며, 표면행동은 고객지향성

과 관련성이 없었다. 또한, 감정노동과 고객관련 스트레스의 

관련성에서 표면행동만이 고객관련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고객관련 스트레스를 처음 주창한 

Dormann과 Zapf(6)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고객관련 스트레스가 직무탈진에 미치는 영향을 감정적 불

일치(emotional dissonance)가 매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감정적 불일치는 감정노동의 두 가지 전략 중 표면행동

에 의한 것으로 다뤄지며, Kruml과 Geddes(11)도 감정노

동 전략을 재개념화하는 과정에서 표면행동을 감정적 불일

치(emotional dissonance), 내면행동을 감정적 노력(emo-

tional effort)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 즉 감정노동 전략과 

고객관련 스트레스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볼 때 표면행동과 

고객관련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

과가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안된 병렬다중매개모형에서 매개 효과를 검증하지 못

하였으므로, 사후적 모델수정(post-hoc model modifica-

tion)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 분석 결과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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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ndardized estimates for modified model (serial multiple 
mediator). **P<0.01, ***P<0.001.

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참고하여 잠재변인 

간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본 연구모형의 매개관계를 구성해 

줄 수 있는 내면행동→표면행동의 경로를 추가하여 Fig. 2

와 같이 연속다중매개모형(serial multiple mediator mod-

el)을 수정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수정모형에 대한 구조방정

식 판별 결과는 Table 6과 같이 Chi=65.476(df=41), CFI= 

0.977, TLI=0.969, RMSEA=0.043으로 연구모형보다 간

명성 및 설명력 모두에서 양호했으며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

로 유의했다. 잠재변인 간 관계의 방향에서도 고객지향이 

내면행동을 증가시키고(β=0.41, P<0.001) 내면행동이 표

면행동을 감소시키며(β=-0.22, P<0.01), 감소한 표면행동

이 고객관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β=0.45, P<0.001) 것

으로 나타나 법칙적 타당성(nomological validity)이 확인

되었다. 이처럼 수정모형인 연속매개모형의 적합도가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모형에 포함된 이중매개 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객지향→내면

행동→표면행동→고객관련 스트레스’ 경로의 이중매개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인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객지향과 고객관련 스트레스의 관계에

서 내면행동과 표면행동의 이중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0.083~-0.012). 따라서 

고객지향과 고객관련 스트레스의 관계를 감정노동 전략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H5)은 수정모형인 연속매개모형에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객지향성이 고객관련 스트레

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행동의 증가와 

그로 인한 표면행동의 감소를 통해 고객관련 스트레스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면 감정노동 상황에서 

고객지향성과 고객관련 스트레스 사이에 발생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감정노동 연구에서 감정노

동 전략은 직무 탈진이나 직무 만족에 대한 선행변인으로 

다루어지며, 표면행동에 비해 내면행동이 바람직한 전략으

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감정노동 전략이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며 또한 

내면행동이 표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두 가지 감정노동 전략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실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고객지향성과 고객관련 스트레스 사이에 직접 효과가 없이 

감정노동 전략이 완전매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객지향성

이 높은 직원의 채용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을 통한 바람직한 

감정노동 전략(예, 내면행동)을 향상시켜줌으로써도 고객관

련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

다. 즉 자발적 행위가 높아질수록 감정부조화는 낮아지므로 

관리자는 고객접점 서비스에서 조리종사원들에게 소극적인 

표면행위를 요구하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고객응대를 행

하도록 하여 감정 부조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면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여준 고

졸 이하, 비정규직,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고등학교에 근무

하는 조리원에 대해서는 고객응대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과 

같은 규범을 마련하여 고객접점 서비스에 투입되기 전에 사

전현장교육을 하고, 전문직업의식 재고에 초점을 맞춘 교육

훈련을 통해 고객관련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소

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자 323명을 대상으로 고객지향성이 

감정노동의 두 가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택된 

두 가지 감정노동 전략이 고객관련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고객지

향, 감정노동, 고객관련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 점수는 고객

지향성은 3.81/5.00점, 감정노동 중 표면행동은 2.39/5.00

점, 내면행동은 3.45/5.00점, 고객관련 스트레스는 2.47/ 

5.00점으로 나타났다. 고객지향성과 내면행동 점수는 전문

대졸 이상, 정규 조리직 공무원, 초등학교 근무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면행동 점수는 조리사 자격증 미소지자, 이직 

경험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근무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고객관련 스트레스 점수는 고졸 이하, 조리사 자격증 미소지

자, 고등학교 근무자, 1일 급식횟수 2회 이상인 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고객지향성과 고객관련 스트레스

의 관계를 감정노동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고객지향성

이 표면행동을 감소시켜 고객관련 스트레스를 줄이는 동시

에 고객지향성이 내면행동을 증가시켜 고객관련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는 병렬다중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검증하였

다. 그 결과 고객지향성은 고객관련 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지향성이 표면행동

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은데 반해 표면행동은 고객관련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지

향성이 내면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내면행동이 고객

관련 스트레스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사후 모형수정을 통해 

고객지향성이 내면행동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내면행동이 

표면행동을 감소시키며, 감소된 표면행동이 고객관련 스트

레스를 줄이는 연속다중매개모형을 수정모형으로 제안하였

다. 수정모형 검증 결과, 고객지향성과 고객관련 스트레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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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내면행동과 표면행동이 매개하는 이중매개 간접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고객지향성이 고객관

련 스트레스나 표면행동을 직접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

에게 진심어린 정서를 표현하려는 노력인 내면행동을 유발

하며, 또한 내면행동도 고객관련 스트레스를 직접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불일치를 유발하는 표면행동을 줄여줌

으로써 고객관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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