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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판매원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와 판매

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된다(Bitner 1990;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 1985). 서비스접점에서 판매원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는 기업전반을 평가하는 단서가 되므로 판매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판매원과

고객의 상호작용과정에서 판매원이 상호작용을 얼마나 매끄럽고 매력적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은 판매원의 커뮤니케이션 질에 달려있으며 이는 기업성과 달성의 중요한 요소

가 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접점에서의 판매원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

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Bugental et al. 1970; Mehrabian and Ferris 1967;

Worthington et al. 2000).

서비스접점에서의 판매원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비언어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판매원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다

루었다. 최근의 연구들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판매원이 고객에게 표현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등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

고 있다(김상희 2007; Gabbott and Hogg 2000; Sundaram and Webster 2000). 판

매원과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인간

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생각과 의미, 정보와 느낌을 공유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판매

원과 고객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정서를 공유한다. 서비스접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의사소통이나 정보교환이 아

니라 커뮤니케이션 단서들을 통한 판매원과 고객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품에 관한 정보가 공유된다면 비언어적 커뮤니케

이션을 통해서는 서비스접점의 정서, 판매원의 감정이 공유된다. 이러한 판매원의 감정

의 전달은 고객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나 행동의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서비스 접점에서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고객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의 전달자, 즉, 판매원의 커뮤니케이션 질이 수신자인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고객이 수신자임에 동시에 발신자임을 간과하고 있다. 고객은 판매원의 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반응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으로서 고객은 자신의 비언어

적 커뮤니케이션 단서를 판매원에게 표현한다. 즉 판매원이 비언어적 단서를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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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면 고객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비언어적 단서를 표현하고 이러한 고객의 비언

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고객의 심리적, 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정

서감염(emotional contagion)이론과 안면피드백(face feedback)가설을 바탕으로 판매

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관계에 대하여 고

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것으로 동일한 판매원의 커뮤

니케이션에 대한 고객의 반응 차이에 관한 문제이다. Gabbott and Hogg(2000)는 판매

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객의 반응에 미치는 조절요인으로서 문화, 성, 개인적 특성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절요인으로서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비자를 여성과 남성

으로 분류하는 것은 기업들이 시장을 세분화하는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이며 이 세분화

는 여성과 남성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생물학, 사회

심리학, 의사소통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은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의 존재 여부와 그 차

이의 원인, 구체적인 차이요소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다. 특히 의사소

통 분야에서는 남녀차이에 기인한 의사소통 문제를 다루어왔는데, 이는 서비스 접점에

서 판매원과 고객 간의 의사소통에 적용해 볼 수 있다. 고객의 성별은 서비스접점에서

판매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구분 요소이다. 이에 따라 마케팅 활동에 대한 반응이 다르

다면, 기업은 구분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여 더 좋은 성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

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서비스 접점에서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이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 흐름이 아니라 고객과의 상호작용성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 고객성별의 조절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즉 여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원들에

있어서 고객들은 성별에 따라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지는가에 관해 논의

하고자 한다. 둘째,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고객의 감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감정 상태와 원인을 유추하

게 된다. 고객 또한 마찬가지로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고객 스스로 자신이

왜 그 행동을 하였는가에 대한 이유로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셋

째, 고객의 감정이 구매의도, 체류의도, 재방문 의도 등의 고객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접점에서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궁극적으로 고객의 긍정적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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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및 가설설정

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는 주로 언어를 중심으로 되어 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언어 외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요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의 중요성이 연구자들에게 인지되었다(Delmonte 199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언

어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가 인간의 커뮤니

케이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Birdwhistell(1955)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65% 이상이 비언

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달된다고 밝히고 있다. 비언어적 요소들은 언어적 의미를

반복, 대체, 강화, 비교, 그리고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전달해 준다(Leathers 1976).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간은 감정 표현,

대안적 태도의 전달, 성격의 표출, 반응이나 관심의 전달을 하는 것이다(Argyle 1975).

이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인간의 기쁨이나 슬픔, 놀람, 분노, 혐오 등의 감정이 얼굴표정

이나 시선, 의사언어 등 비언어적 행위에 의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을 의미한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에 의해 전달되기 어려운 인간의 내면적

상태나 반응을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인간관계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고객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커뮤니케이션은 관계를 지속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선

행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Anderson and Narus 1990: Etgar 1979: Morgan and

Hunt 1994), 기업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직접적으로 고객을 대면하고 응대하는 판매원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하게 되었다. 판매

원은 서비스 접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고객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

객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파악 할 수 있으며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설득하기 때

문에 기업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김상희 2007). 또한 고객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판매원들을 중요한 단서로 이

용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과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Gabbott and Hogg

2000; Solomon et al. 1985).

판매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에서 언어적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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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 주요한 관심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판매원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가 주로 이루어졌다(최성환과 이유재 2003; Jandt 1998; Mehrabian and Ferris 1967;

Sue and Sue 1990). 판매가 이루어지는 매장은 기업을 대표하는 판매원과 제품구매의

목적을 가진 고객이 교환을 위해 최초로 면대면으로 만나게 되는 곳이며 이 과정에서

판매원이 제시하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고객의 심리적 그리고 행동적 반응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판매상황에서 판매원은 고객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매원은

고객에 대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고객의 반응을 이끌어 낸다. 판매원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 감사의 말 등은 고객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긍정적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전달

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정보의 내용뿐

만 아니라 전달방법, 전달태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에게 맞추어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메시지 전달은 실패하게 된다(김상희 2007).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실패는 불신, 갈등, 오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Klopf and Park 1982).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잘못된 단어를 선택하였거나, 소통 과정의 잡음 때문에 부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었거나, 메시지를 수신자가 마음대로 해석한 경우 주로 발생한다(Dodd

1982).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간에 그러한 의도는 없었으나 불신과

오해가 빚어지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판매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면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만으로 고객반응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인간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언어적 표현을 하지 않고도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Barnum and Wolniansky 1989).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깨닫는

사실보다 더 많은 감각과 무의식 그리고 직관을 통해 비언어적 정보들을 끊임없이 받아

들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매장 내에서 판매원과 고객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외에 비언

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Sommers, Greeno, and Boag

1989).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대체로 언어보다 더 많은 의미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느낌이나 감정도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Delmonte 1991), 언어 표현의 제한으로

인해 감정의 전달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경우 혹은 단시간에 많은 정보의 획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언어적 단서를 이용하여 상대의 감정을 읽거나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게

된다(Stiff, Corman, Krizek, and Snider 1994).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들은 한정된 시

간에 정보를 얻고 구매의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충분한 정보 탐색 없이 들어온

매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 원천은 판매원의 커뮤니케이

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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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서비스접점에서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몇몇의 연구는 판매원의 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고 있다(김상희 2007;

Sundaram and webster 2000). 김상희(2005)는 소비자들이 매장 내에서 경험한 감정

들을 표현하며 표현을 통해 판매원으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고객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행동 또한 판매원과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고려해

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밝혔다. 소비자가 매장내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상호작용론

적 관점에서 본다면 소비자는 매장내 다양한 대상들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며,

경험한 감정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객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매장내 다양한 대상들, 특히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

니케이션에 대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의 비언어적 커

뮤니케이션은 고객과 판매원의 상호작용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써 판매원은 고객의 비언

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감정,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한편, 고객과 판매원의

상호작용은 서비스접점에서의 고객경험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잘 형성된 고객경

험은 고객만족이나 재구매의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ermak et al. 1994). 따라

서 서비스 접점에서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고객은 어

떠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표현하고 이의 결과 어떠한 심리적, 행동적 반응을 하는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접점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정교

화하는 것으로 판매원의 커뮤니케이션이 고객으로의 일방적 전달을 통한 행동의 유발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이다.

1.1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접점에서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고객반응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매원 행동의 각각 요소들이 고객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서비스 접점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서비스 관리자와 연구자들

에게 중요하다(Sundaram and Webster 2000). 서비스 접점에서 판매원이 언어 외에

고객에게 보여주는 표정, 시선, 자세 등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고객의 미

래행동을 결정짓게 한다(Chandon, Leo, and Philippe 1997).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분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고

객 반응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들로 판매원의

얼굴표정, 시선접촉, 공간적 행위, 신체접촉, 신체적 외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김상희

2007; Gobbott and Hogg 2000; Sundaram and Webster 2000). 선행연구들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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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분류를 종합하여 서비스접점에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에서 대표적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추출하면 신체언어(kinesics), 공간적 행위(proxemics), 의사

언어(paralanguage), 신체적 외형(physical appearance) 등이라 할 수 있다

(Sundaram and Webster 2000). 첫째, 신체언어는 얼굴표정, 눈의 움직임 및 접촉, 제

스처, 자세 등을 상징으로 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 등이 포함된다

(Argyle 1994). 서비스 접점에서 판매원의 얼굴표정은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호의성 정도, 관심, 몰입, 판매원의 성실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Sundaram and Webster 2000). 둘째, 공간적 행위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공간

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어느 정도이며 또 피

곤함과 불편함을 유발하는 공간적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와 관련된다. 사람간의 커뮤니

케이션을 위해서는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공간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을 제

시하고 있다. 판매원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공간적 거리는 고객에 대한 친

밀감이나 신뢰도 그리고 진정한 관심이나 흥미 및 태도가 반영된다(Hall 1959). 셋째,

의사언어는 실제적 대화는 아니지만 대화중의 사람의 다양한 소리를 탐구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는 고객에게 말하도록 격려하거나 상호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내용의 강도,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Argyle et

al. 1970). 또한 발신자의 개성과 감정뿐만 아니라 수신자의 이해 정도나 설득에도 영향

을 미친다. 넷째, 신체적 외형은 신체적 매력, 의상 등을 말하는데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비언어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판매원의 신체적 매력과 의상은 판매원

의 친근감, 호감뿐만 아니라 판매원에 대한 고객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Sundaram and

Webster 2000). 이처럼 판매원은 고객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네 가지 비언

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인들을 활용한다.

1.2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정서감염과 감정모방

정서감염(Emotional contagion)은 두 사람간의 상호작용에서 한 사람의 정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발신자가 내보낸 정서를 수신자가 파악하는 것으

로(Schoenewolf 1990) 서비스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정서 감염은 서비스 종업원으로부

터 고객에게로 감정의 파문 효과를 창출한다(Pugh 2001; Verbeke 1997). 즉 고객에게

미소짓는 종업원은 미소라는 비언어적 단서를 고객에게 전달시켜 고객도 미소짓도록 만

들며 고객의 미소는 고객의 감정적 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정서감염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사람들 간에 감정이 어떻게 전염되는가와 다른 사람

의 감정을 알아채는 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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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러한 정서감염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두 단계의 모방과정에 의해 일어난다. 한

사람이 1)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다른 비언어적 단서를 모방하고, 이것은

2) 심리적 연결을 통해서 상응하는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 비록 그 사람은 모방으로부

터 그 정서를 느끼더라도 이 정서를 이끌어낸 과정은 종종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이다

(Barsade 2002). 모방(Mimic)은 다른 사람을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으로

서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세(Bernieri 1988),

제스처와 같은 태도(Chartrand and Bargh 1999), 얼굴 표정(O’'Toole and Dubin

1968; Dimberg 1990), 발성(Kugiumutzakis 1996)과 같은 타인의 행동들을 모방한다.

무의식적인 모방(spontaneous mimic)의 증거는 사회 심리학, 발달심리학, 신경학 연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방은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데 심지어 모르는 사람끼리의 상호

작용에서도 발생한다(Chartrand and Bargh 1999). 모방은 태어나자마자 42분 내에 관

찰되어진다(Meltzoff and Moore 1983 1989). 이는 본성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모방의

경향이 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이 관찰한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는 행동

간의 연결은 거울신경(mirror neurons)에 대한 신경학적 증거에 의해서 지지된

다.(Decety et al. 2002; Rizzolatti et al. 2002). 모방은 사람들 간의 사회적 유대를 창

출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모방은 상호작용을 더 매끄럽게 하고 서로 간

의 호감을 강화시키며, 사람들 간의 공감을 창출할 수 있다 (Bernieri 1988; Chartrand

and Bargh 1999; Stel et al. 2006). 인간의 상호대면적 상호작용에서 모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서로간의 감정적 그리고 인지적인 공감이 덜 나타나며 상호작용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Stel et al. 2006). 판매접점에서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찾거

나 구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원과의 매끄러운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판매원

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모방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성별의 조절 효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반응에서 남녀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언어적 단서를 더 세심하게 받아들이며, 얼굴 표정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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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감정을 판단하는 데에도 남녀의 성별 차이는 존재하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얼굴을 더 정확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ronson et al. 2005). 예를

들어 여성은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는 감정을 구분할 때 판단 대상의 성별에 대해 구애

를 덜 받으며 남성에 비해서 얼굴표정을 통한 감정을 더 정확히 읽어낸다(Thayer and

Jonhson 2000). 여성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감싸며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행동방식이 보편적으로 요구되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성이 비언어적 단서에 보다

예리하게 반응하고 성별 차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관점에서의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Aronson et al. 2005).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인 대인간 민감

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대인간 민감성은 비언어적 행동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

력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대인간 민감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Hall 1984: Hall and Bernieri 2001). 여성은 남성보다 관계 지향적인 경향이 있기 때

문에(Cross and Madson 1997),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하려는 목적을 가

진 여성은 대인간 민감성이 발달한다(Costanzo and Archer 1989, 1993: Rosenthal

et al. 1979). 즉 여성의 상호관계 지향적인 목표와 일치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있어 더 정확한 능력을 가지게 되며, 상대방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모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고객의 긍정적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정(+)의 영향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클 것이다.

3. 고객 감정

3.1 서비스접점에서의 고객감정: 안면피드백가설

안면 피드백 가설은 감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얼굴 근육의 조작만으로도 개

인에게 특정한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실험 자극의 기본 가정으로서, 그동안 감정

에 따른 인지적 상태 및 판단에서의 차이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유발하였다. 안면피

드백 가설은 특정 근육을 자극함으로써 그에 대응하는 감정이 유발된다는 인과적 관계

를 지지하고 있으며 감정이론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Buck 1980; McIntosh

1996). 즉, 웃을 때 사용하게 되는 얼굴 근육을 자극함으로써 실제로 웃지도 않고, 웃으

라고 지시하지 않더라도 웃고 있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게 되며 그로 인

해 개인은 같은 자극물에 대해서도 웃는 근육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재미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같은 인지적 반응의 차이는 자기보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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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심박동, 근전도, 혈압, 뇌의 반응 등을 측정한 생리학 분야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Clifford et. al. 1982; McCanne and Anderson 1987;

Schiff and Lamon 1989).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변화도 감정의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표현이 유발되었을 때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유추하여 자신이 그

감정을 경험했음을 확인하였다(Laird 1974). 동일한 고통 자극을 주고 고통없는 듯한

행동과 고통있는 듯한 행동을 하도록 하였을 경우, 고통없는 듯한 행동을 하면 고통을

덜 느끼고, 고통 있는 듯 행동을 하면 고통을 더 느낀다는 연구 결과는 신체적 표현이

감정의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서비스 접점에서 판매원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서감염과 감정모방으로

고객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고객은 근육의 움직임을 통한 얼굴표정의 모방

을 통해 그와 관련된 감정을 경험하게 되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접점의 판매원이 고객에

게 전달하는 환한 미소와 인사는 고객으로 하여금 환한 미소와 인사를 하도록 만들며

고객은 자신의 미소로 인해 즐거운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고객의 긍정적 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고객 행동

종업원의 감정 표현과 그로 인한 고객 감정은 마케팅 관리자에게 흥미있는 다양한

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Donovan and Rossiter(1982), Donovan 등(1994)과

Forsythe and Baliley(1996)은 쇼핑객의 감정적 반응이 점포내의 쇼핑금액, 쇼핑시간,

재방문의도 등과 같은 쇼핑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상희(2007)는 서비스 접

점에서의 긍정적 감정이 재방문의도, 체류의도, 상호작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그 외 다양한 연구들이 감정과 행동간의 긍정적 관계에 대해 검증하였다.

소비상황에서의 감정적 반응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로 Mehrabian and

Russell(1974)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유기체의 감정적 반응이 행동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제시하였다. Westbrook(1980)은 감정이 제품이나 매장에 대한 선호에 영향

을 미친다고 제시하였고, Donovan and Rossiter(1982), Weinberg and

Gottwald(1982)는 선호도와 선택은 일시적인 감정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Yoo et al.(1998)은 매장의 환경적인 특징들은 매장에 대한 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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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문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매장내 감정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검증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였듯이 소비자가 경험하는 감정은 특정 매장에

서 소비정도, 매장내의 체류시간, 그리고 재방문 의도,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감정이 쇼핑객들의 다양한 행동관련 변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4 고객의 긍정적 감정은 고객행동(체류의도, 구매의도,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방법

앞에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한 문항을 작성하여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조사를

토대로 설문을 수정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조사전 일주일 이내에 매

장에서 쇼핑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

루어졌다. 총 23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05부(남학생

78부, 여학생 127부)의 설문지를 연구분석을 위해 이용하였다.

2. 주요 변수의 측정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신체언어, 공간적 행위, 의사언어, 신체적 외향)은

김상희(2007)의 연구에서 획득한 항목들을 대상으로 7점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예: 판매원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4개 차원 중 신

체적 외향 차원을 제외한 항목들을 수정하여 7점 리커트형 척도로서 측정하였다(예: 나

는 판매원에게 환한 표정을 지었다).

고객의 긍정적 감정은 김상희(2007)의 연구에서 획득한 항목을 수정하여 7점 리커트

형 척도로서 측정하였다(예: 나는 쇼핑하는 동안 즐거움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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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및 신뢰도

(Cronbach's

α)

측정항목
신체

언어

공간적

거리

신체

접촉

의사

언어

신체적

외향

고객의

비언어

커뮤니케이

션

긍정적

감정

신체

언어

(.923)

밝고 온화한

표정
0.753 0.017 0.046 0.204 0.165 0.114 0.193

환한 미소 0.759 -0.001 0.149 0.182 0.222 0.110 0.242

적절한 시선접촉 0.674 0.150 0.148 0.161 0.112 0.272 0.117

자연스러운

시선처리
0.632 0.295 0.152 0.119 0.133 0.255 0.127

적절한

고개끄덕임
0.619 0.039 0.102 0.139 -0.017 0.293 0.168

공손한응대자세 0.770 0.135 0.009 0.139 0.187 0.077 0.251

친근한접객자세 0.759 0.208 0.144 0.132 0.103 0.106 0.220

진지한 경청자세 0.700 0.305 0.162 0.157 0.075 0.109 0.219

똑바른 자세 0.558 0.411 -0.057 0.236 0.211 0.016 0.174

공간적

거리

(.862)

적절한 공간접근 0.379 0.592 0.102 0.286 0.202 0.237 -0.002

편안한 거리유지 0.249 0.853 0.076 0.128 0.143 0.137 0.196

부담없는

거리유지
0.134 0.833 0.024 0.199 0.158 0.043 0.223

고객행동의도로서 체류의도, 구매의도, 재방문의도는 각각 단일 문항 7점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 가설 검증

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연구 단위들의 측정항목들에 대한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의 검정은 Cronbach's α값으로 검정하였다.

<표 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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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언어

(.848)

적절한 말의

속도
0.213 0.207 0.105 0.794 0.078 0.128 0.038

적절한 목소리

톤
0.299 0.217 0.101 0.709 0.107 0.137 0.186

분명한발음 0.179 0.089 0.040 0.745 0.261 0.032 0.108

부드러운 말투 0.458 0.095 0.104 0.565 0.287 0.197 0.247

신체적

외향

(.836)

깔끔한 외모 0.292 0.170 0.267 0.144 0.653 0.123 0.080

단정한복장 0.183 0.180 -0.035 0.188 0.851 0.170 0.127

정돈된 머리모양 0.157 0.120 0.031 0.191 0.837 0.084 0.131

고객의

긍정적

비언어

커뮤니케

이션

(.756)

판매원 말에

고개끄덕임
0.097 0.168 0.028 0.110 0.072 0.743 0.166

시선응시 0.245 -0.053 0.029 -0.080 0.209 0.735 0.077

판매원제안에

대한 관심표현
0.192 0.023 0.254 0.086 -0.030 0.702 0.055

부드러운 말투 0.151 0.187 -0.052 0.272 0.140 0.645 0.103

긍정적

감정

(.855)

만족감 0.325 0.163 0.117 0.158 0.069 0.040 0.762

편안함 0.316 0.215 0.096 0.064 0.123 0.013 0.766

즐거움 0.233 0.007 -0.014 0.124 0.102 0.222 0.791

친밀감 0.229 0.174 0.226 0.085 0.107 0.229 0.638

eigenvalue 5.600 2.861 2.660 2.606 2.568 2.430 2.042

pct of var(총 71.615 %) 19.310 9.866 9.173 8.988 8.856 8.380 7.042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분석결과, Cronbach's α값이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성분분석법(principle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직교회전(varimax) 방식에 의해 고유치가 1이상

인 요인만을 선택하였으며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0.5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간

주하였다. 그 결과 7개의 요인들로 적재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 7개의

요인은 전체 분산의 약 70%를 설명하고 있어 개념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었다.

2. 가설의 검증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신체언어, 공간적 행위, 의사언어, 신체적 외향)은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가설 1은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고객의 비언

어적 커뮤니케이션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로 판매원의 긍정적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였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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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 결과 판매원의 신체언어만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

(b=.397, t=4.905)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 즉 밝은 미소, 고객 끄덕임, 시

선접촉 등의 신체적 언어는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적절한 공간, 의사언어, 판매원의 신체적 외향은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

니케이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는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고객의 비언어

적 커뮤니케이션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이다.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 조절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조절회귀분석의 결과 성별의 조절

효과는 신체언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공간적거리와 의사언어에서는 유의한 조절

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신체적 외향에서는 가설과 달리 여성보다 남성에서

고객의 긍정적 커뮤니케이션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

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고객의 긍정적 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3은 회귀분석의 결과 b=.386(t=5.9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2>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의 영향관계 및 성별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고객의

비언어적커뮤니

케이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F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378 0.389 　 6.111

15.643***

신체언어 0.324 0.066 0.397*** 4.905

공간적거리 0.005 0.052 0.007 0.093

의사언어 0.069 0.069 0.083 0.995

신체적외향 0.095 0.059 0.121 1.620

성별 0.055 0.055 0.060 0.990

(상수) 4.179 1.669 　 2.503

10.772***

신체언어 -0.881 0.388 -1.077 -2.272

공간적거리 -0.175 0.310 -0.242 -0.564

의사언어 0.253 0.424 0.304 0.597

신체적외향 1.006 0.357 1.282 2.813

성별 -0.322 0.354 -0.352 -0.909

신체언어*성별 0.253 0.081 2.037*** 3.139

공간적거리*성별 0.036 0.068 0.310 0.532

의사언어*성별 -0.033 0.090 -0.263 -0.363

신체적외향*성별 -0.197 0.077 -1.548*** -2.567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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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고객의 긍정적 감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168 0.409 　 5.302 0.000

고객긍정비언어커뮤니케이션 0.480 0.080 0.386*** 5.966 0.000

종속변수 : 긍정적 감정, ***: p< .001

고객의 긍정적 감정은 고객행동의도(체류의도, 구매의도,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제시하였던 가설 4는 3개의 종속변수 모두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표 4> 고객의 긍정적 감정과 고객행동의도와의 관계

종속변수: 체류의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629 0.310 　 8.494 0.000

긍정적감정 0.366 0.066 0.363*** 5.559 0.000

종속변수: 구매의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608 0.306 　 8.531 0.000

긍정적감정 0.545 0.065 0.506*** 8.369 0.000

종속변수:재방문의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794 0.326 　 8.570 0.000

긍정적감정 0.494 0.069 0.447*** 7.115 0.000

***: p< .001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감정, 행동의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판매원의 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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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서

판매원의 신체언어가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모방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사람의 긍정

적인 비언어적 단서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방하도록 만들어 상대방 또한 긍정적인 비

언어적 단서를 표현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신체언어는 다른 비언어적 단서

와는 달리 정서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언어적 단서이다. 즉 밝은 표정, 온화

한 미소, 시선접촉, 친절한 접객태도 등은 판매원의 감정표현과 관련되며 이는 고객으로

하여금 쉽게 모방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적절한 공간적 거리, 의사언어, 신체적 외향은

감정의 적극적 표현이 아니므로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론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결과는 판매원과 고객이 만

나는 서비스접점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상호교환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

히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감정모방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판매원의 비언어적 단서가 고객의 긍정적 비언어적 단서를 유

발시킬 수 있으며 특히 판매원의 여러 비언어적 단서 중 신체언어가 고객의 긍정적 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기업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데 첫째, 판매

원 교육 둘째, 판매원 선발이다. 판매원의 교육측면에서의 시사점은 판매원 교육을 통해

긍정적 신체언어를 서비스접점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덧붙어 긍정적인 신체언어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둘째, 판매원 선발측면에서의 시사점은 판매

원 선발과정에서 긍정적 신체언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진 판매원 선발이 필

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단순히 성적이나 외모, 학력, 지식과 관련된 기준만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적인 심리적 특성과 기질을 체크할 수 있는 선발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있다.

둘째,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신체언어와 신체적 외향이 고객의 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판매원의 신체언어가 긍정적일수록 더 긍정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가능성이 높고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판매원의 신체적 외형이 긍정적일수록 더 긍정

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정보의 정교화 시작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Meyers-Levy and Sternthal 1991),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교해서 아주 적은 주의밖에 끌 수 없는 메시지 단서도 쉽게 정교

화하여 이러한 단서를 판단에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미묘한 표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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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처 등에서 조차도 남성보다 정교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자신의 반응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남성의 경우 이용 가능한 단서들 중에서 소수의 고려사항을 이용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특별히 두드러지고 이용 가능한 하나 혹은 몇 가지의 단서만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Maheswaran and Meyers-Levy 1990). 따라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서비스접점에서 판매원의 외모, 복장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정보

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반응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이

론적 측면에서 고객으로 하여금 서비스접점에서 긍정적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유

발하기 위해서는 남녀별로 상이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제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들이 고객의 인구통계적 특성

에 대해 간과했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 개인차이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무적

측면에서 관리자들에게 남성고객과 여성고객을 관리하는데 있어 어떠한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고객의 경우 서비스접점에

서 친밀함을 증대시킬 수 있는 표정, 제스처, 경청, 눈맞춤과 같은 신체언어의 사용이

중요하며 남성고객의 경우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복장, 깔끔한 외모

등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남성고객이 주고객인 매장과 여성고객이 주

고객인 매장에서 제시해야 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다름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매원

교육에 있어 표적고객의 성별에 따라 어떤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고객의 긍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면피드백 가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얼굴표정이 긍정적

인 감정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측면에서 심리

학에서 언급한 안면피드백가설을 상업적인 상황인 서비스접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즉 판매원의 미소는 고객을 미소짓게

하며 이는 고객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중립적인 감정을 가진 고객일지라도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들의 긍

정적 커뮤니케이션을 고객이 모방할 수 있다면 긍정적 감정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제시

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소매업체들은 고객으로 하여금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도록 만들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고객의 긍정적 감정이 결과적으로 고객의 긍정적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무적 측면에서 고객의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을 미소짓게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판매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접점에서 고객의 긍정적인 감정이 고객의 긍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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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접점에서 고객감정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

로 매장관리자는 서비스접점에서 판매원의 어떠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고객의 긍

정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유발시키고 이를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긍정적 감정

과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관리 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서비스접점에서 고객과 판매원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판매원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

은 판매원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고객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다고 제시하였는

데, 본 연구는 판매원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고객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고객

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객참여연구 분야에서 관심을 가

져야 할 내용으로 고객참여에 대한 연구는 고객이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서 서비스 경험

을 증대시켜 서비스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데서 시작한다. 고객의 커뮤니

케이션 경험이 서비스성과와 긍정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서비스접점에서 판매원과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

다.

첫째,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의식적이라기보다 무의식적인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고객과 판매원의 서비스접점 상황에서 조사된 것이 아니라, 고객이 판매원과의

서비스접점을 경험하고 난 후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행동과 자신이 기억하는 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설문조

사뿐만 아니라 관찰조사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성별뿐만이 아니라 연령, 관계지향적 성향 등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개인적 특

성을 파악하여 이들간의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고객별 제

공해야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고객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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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있지만 차후 연구에서는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고객의 긍정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판매원의 어떠한 커뮤니

케이션 수단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고객의 긍정적 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킬 수 있는 판매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세부

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판매원에 대

한 고객의 신뢰성 판단과 그리고 이러한 신뢰성에 대한 판단이 판매원이 제공하는 정보

에 대한 고객의 수용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매

장내에서 고객의 중요한 정보원천 중의 하나가 판매원이라면 판매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고객의 수용정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판매원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해

보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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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Salesperson's and Customer's Nonverbal

Communication at Service Encounter

ㅑㅡ

Kim, Kyung-Ae* · Kim, Sang-Hee** · Park, Man-Suck*** · Park, Jae-Bum****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 effect of the non-verbal communication of

salespersons at service encounter on customers' non-verbal communication and

responses. The previous studies overlooked the correlation between

salespersons' non-verbal communication and customers' non-verbal

communication at service encounter, although non-verbal communication of

salespersons has potentialities evoking customers' non-verbal communication

and emotional responses in various ways. If it is a salesperson who a

customer first encounters within a shop, the non-verbal communication of

salesperson affects his/her non-verbal communication and these non-verbal

communication affect his/her emotional responses, and these emotional

responses affect his/her behavior. This phenomenon is based on the theory of

emotional contagion, mimic, and face feedback. Therefore the non-verbal

communication such as greetings, postures and eye-contact manners through

the personal interactions between salespersons and customers, can be said to

be an antecedent variable which affects the positive responses of custome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kinesic of salesperson's non-verbal

communication was found to affect customers' non-verbal communication, and

customers' non-verbal communication affect emotional responses experienced

at service encounter, and customers' positive emotion affect customers'

behavior responses.

This result provides an opportunity which makes one turn eyes on

salespersons' non-verbal communication at sales encounter both practically and

scientifically, through introducing salespersons' non-verbal communicatio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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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ortant factor which can enhance customers' positive responses but has

been passed over by the previous studies.

Key Words : salesperson, non-verbal communication, service encounter,

emotion, emotional contagion, face feedback, mim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