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최근 감정노동법이 2018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

격 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감정노동인증원에 따르

면 국내 감정노동자는 국내취업자 2500만 800만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체 노동인구의 약 30%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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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서비스 에서 개별 고객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감정들을 반응해야 하는 업사원의 정 탐색

과 감정노동이 응 매행동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을 심으로 분석하 다. 115명의 자동차 업사원들과 해당

업사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 2명씩 230명으로부터 이원 (dyadic) 설문자료를 수집하 다. 총 345명을 상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 다. 분석결과, 정 탐색은 심층행동과 표면행동에 유의하게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행동만 응 매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면행동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응 매행동은 고객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론 으로 원사원

의 정 탐색(AI) 근의 본질을 규명하고, 정 탐색(AI) 실천과 련된 감정노동을 통한 응 매행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 정 탐색, 감정노동, 응 매행동, 고객만족, 이원 방법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appreciative inquiry(AI) of salespeople who have to respond to various types of 

emotions according to the desires of individual customers at service contact points and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adaptive selling behavior and customer satisfaction. Dyadic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d to 115 automobile 

salespeople and 2 customers who received service from each salesperson,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ed that AI had positive influences on deep acting and surface 

acting. Only deep acting was found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adaptive selling behavior, but not to surface 

acting. Adaptive selling behavior had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dentifying the need for AI access for salespersons and for activating adaptive selling behavior through emotional 

labor related to AI practice.

Key Words : Appreciative Inquiry, Emotional Labor, Adaptive Selling Behavior, Customer Satisfaction, Dyadic 

Approach 

*Corresponding Author : Joon-Hwan Kim(kjh715@sungkyul.ac.kr)

Received June  5,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Revised   July 26, 2018

Published August 28, 201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8, pp. 151-159, 2018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8.16.8.151



한 디지 정책학회논문지 제16  제8호15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단순하

게 용시키면 직장인 3명 한명이 감정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감정노동인구는 격히 늘어나고 있다[1].

이와 같은 배경에는 변하는 기업 환경과 치열해

지고 있는 기업 간 경쟁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상황 하에서 기업들은 경쟁 기업 환경 변화에

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

은 기업들이 문제 심의 통 인 조직진단모델을 획일

으로 용하고 있다는 에 문제 이 있다. 통 인

조직이론에 근거한 문제 심의 근법은 그 동안 기업

내외에서 발생한 문제를 효율 으로 해결하 거나 문제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

이다. 그러나 의료, , 융 등 서비스 산업의 격한

성장에 따라 제조업 심의 문제 심해결방안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즉 인간이 개입된모든업무는정신 ,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정노동은 직무만족이나 업무성과와 같은 정

인 조직의 결과와 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직무소

진, 감정고갈, 직무 스트 스 등 업무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범 가 크고 다양하다. 이에 처하기 한 방안

은 통 으로 이른바 질병 모형(disease model)에 입각

하여 리되어 왔는데, 인간 내면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형태로 취 해왔다

[2]. 그러나 이와같은문제해결 방식은 어느 정도는 조직

효과성 면에서 개선에 기여했지만 그 이상의 효율 인

해결방안으로는 합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문제

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조직 내부의 분열과 불신, 그리고

부정 정서를 더 키우는 결과를 래하기도 하 다[3].

최근의 기업 환경은 지식과 기술의 확보뿐만 아니라

인 자원의 확보 한 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그

러나 단순히 유능한 인 자원을 확보하는데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다 창의 이고 능동 인구성원으로 육

성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기업경쟁이 갈수록 심

화되고 있는 시 에서는 스스로 당면한 문제를 찾아

내고 이를 능동 이고 신 으로 해결함으로써 격한

기업 환경에 응하는 인 자원이 기업의경쟁우 를 확

보할 수 있는방안이 되고 있다. 이 듯 경쟁우 원천이

경제자본에서 인 자본으로 이동하고 더나아가서는

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으로까지 발

하고 있다[4].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에 착안하

여 기존의 결 -근본원인 기반의 부정 처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이나 개인의 정 인 면을 수용하거나 이를

극 으로 개발하여 개인과 조직의 강 을 변화과정에

용하려는 변화 리 기법인 정 탐색(appreciative

inquiry: AI, 이하 AI)에 을 맞추고 있다. AI는 조직

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함과 약 이 아닌 조직이 보

유하고 있는 강 과 성공요인에 집 하여 부여된 과제를

정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과 조직개발의 한 방법

론이다[5]. AI의 기본 제는 조직구성원들의 호기심

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 을 발굴하고 이 에서 정

핵심요소를 찾아내는 과정이며, 과거에 성공 으로 문제

를 해결했던 경험들로부터 유용하다고 느 던 요인들을

추출하여 이를 정 이미지로 변환, 공유하는 것이다.

한 AI가 을 맞추고 있는 부문은 문제 , 실패사례

결 의 발굴이 아니라장 , 성공사례 격려 등이며

[3],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동기화나 열정, 학습의지

등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맞추고 있다[6].

그러나 이와 같은 AI를 통해 공유된 미래가치와 조직학

습 과정을 통해 정 이고 건 한 조직 신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업조직을 상으로 한

정 탐색과 감정노동 응 매행동 연구 에서

업사원을 상으로 행해진 연구는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효과

가 검증된AI와 감정노동을 포함하여 업행 에 있어서

업사원의 응 매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

엇인지 살펴 으로써 업사원을 상으로 한 응

매행동연구에 기 를 제시하고있다. 즉, 이는경 자

는 리자가 업조직에서 발휘하는 업사원의 응

매행동에 한 선행요인인 AI 감정노동에 해 이

해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업사원의 행동을 효율

으로 환시키는데 있어 유용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한 연구모델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업 장에서

업사원들의 AI가 감정노동의 하 차원인 심층행동과

표면행동이 응 매행동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

에 해 이원 방법으로 검증하 다.

2. 론적 경  가 정

2.1 긍정 탐색과 감정노동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해서 서비스 종사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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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원들은 고객과의 면 시 표 할 수 있는 감정

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밖으로 표 되는감정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고객과의

면 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사원이 감정노

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바람직한

이미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장기 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그러나 문

제는 부정 감정을 숨기고 지속 으로감정노동을 수행

하게 되면 업사원의 스트 스 수 은 축 되고 이로

인해 직무소진이나 감정고갈, 냉소주의 등에 빠져들게

되고 궁극 으로는 부정 인 업무성과로 나타나게될 수

있다는 에서 이에 한 처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해서는 Hochschild(1983)[7]가 제안한 감정노동의 하

차원인 표면행동과(surface acting) 심층행동으로(deep

acting) 구분할 수 있다[8]. 표면행동은 감정 자체에 한

조 없이 표정 등의 감정표 방식만을 통제하는 것인

데 반하여 심층행동은 감정 자체를 조 하는 방법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표면행동은 감정고갈과 냉소주의

등과 같은 부정 효과와 정 인 계가 있는반면, 심층

행동은 개인 성취감, 고객의 정 피드백 등과 같은

정 효과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10].

한편 감정노동의 개념이 개인의 심리요인에 을 맞추

고있는것처럼 AI의개념역시개인의 심리 요인과

한 련을 갖고있는 개념이다. AI는개인의 정 심

리요인들이 조직에 정 향을 미친다는 에 착안한

이론이며[11], 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과 사회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에 이론 배경을 갖고

있다[12]. 정심리가 개인의 이상행동이나 조직에 한

부 응 인 상태를 정상으로 복원시킬 수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AI는개인 혹은조직의 정 변

화를 이끌어 내는 화 기반(narrative-based)의 로세

스를 제로[13] 하고있다는 차원에서 구성원들 간의 지

속 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바람직한 계를 창조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지속 으로

수정 보완하여 정 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을 맞추고 있다[14].

본 연구는 업사원들의 개인과 조직의 비 과 가치

의 개념을 강화하게 하고 가치 내재화 교육을 가치실행

력의 에서 사 인 AI 로그램들을 실시하 다.

AI 단계별 실행과정은 먼 인터뷰를 하고, 공유된 업

사원들의 가치와 연결하 다. 설계단계에서는 업사원

들 간의 구조 인 화 로세스를 통한 구성원들 자신

의 개인 인 업무의 성장, 그리고 차원의 재와 미래

의 성장에 한 략 계획 과정이 진행되었고 신 집

행단계는 구체 인 조직의 실질 인 변화를 유도하 다.

고객과의 면 이 이루어지는 업무 장에서 업

사원들은 고객과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하여 정 감정

혹은 부정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15]. 컨 , 높

은 정 탐색 성향을 지닌 개인이 업무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감정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정 으로 수용

하게 되면 정 탐색이 낮은 개인에 비하여 상 으로

낮은 업무스트 스를 받게 될 것이고, 업무 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정 감정들에 해서도 보다 효

율 인 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16,17]. AI가 가

진 변화의 주도성을 통하여 개인의 변화가 래될 뿐만

아니라 조직 체에도 정 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18], AI에 한 학습과 데이터에 한 조직원들의 이해

가 증 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신감과 실재 업무 역량

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한 AI는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와도 한 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됨으로써 조직의 수익성 증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

다[20].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AI는 감정노동과 한 계를 갖고 있으며, 업

사원들의 감정 행동 표 을 통제하는데 있어 심리

자원(psychological capital)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21]. 즉 AI가 높은 업사원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내면 으로 느끼는 감정 자체를 통제하는 심층행동뿐만

아니라 가식 인 감정표 을 요구하는 표면행동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22]. 이러한 기존연구를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1> 업사원의 정 탐색은 심층행동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업사원의 정 탐색은 표면행동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감정노동과 적 적 판매행동

응 매행동(adaptive selling behavior)은 특정상

황에 한 응 의사결정을 의미하며[23], 업사원의

응성은 고객 에서 고객의 욕구에 얼마나 자신

의 행동을 응시킬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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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24]. 한 응 매행동은 상이한 매 상황에

따라 응 방법을 달리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응 매행동을 객

으로 측정하기 해서는 업사원의 동기부여 능력이

요한 척도가 되며[25], 자기표 , 동기 자신감 등이

응 매행동의 주요한 선행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26]. 따라서 업사원의 심리 유연성은 고객 에서

용함으로써 보다 지속 이고 친 한 고객 계를 형성

할 수 있다[27].

응 매행동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정 탐색의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고객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효과 으로 획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지식구조(knowledge structure)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23], 업사원의 표면행동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고

객과의 교감이 제 로 형성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객의

감정 변화를 효과 으로 인지하는데 어려움을느끼게 된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8]. 따라서 업사원의 응

매행동은 감정노동과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감

정노동의 하 차원이 표면행동과 심층행동에 따라 이들

의 응 매행동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Grandey(2003)의 연구에 다르면 업사원이 표면행동을

주요 행동 략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높은감정 부조화

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리하기 해 감정 자원에 집

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감정고갈이 나타날 수 있다

고 하 다[27]. 이러한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1> 업사원의 심층행동은 응 매행동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업사원의 표면행동은 응 매행동

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적 적 판매행동과 고객만족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은 제품이나 서비스

에 한 고객의 단순한 감정상태인 행복감을 넘어 기 -

불일치 패러다임을 토 로 한 거래에 한 구체 인 평

가나 구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기 치의 총합을 의미

한다[29]. 이에 따라 업사원은 자신의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가치를 충족시켜주고 해결되지않는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으로써 고객과의 우호 인 계를 형

성하고 고객의 신뢰와 만족수 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

다[30]. 따라서 업사원의 응 매행동은 개별고객

이나 상황에 맞추어 매방식이나 매행동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과의 한 계를 유지

할 수 있다는 에서 응 매행동은 요한 역할을

한다[31]. 따라서 응 매행동은 업사원과 개별 고

객 간의 감정 계(empathetic relationship)를 우호

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매 략을 각각 다르게 용시킴으로써

고객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26].

응 매행동은 고객들마다 기 치가 다르다는 것

을 인식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각기 다른 업상황에서

개별 소비자의 특성에 맞게 매행동을 변경하는 것은

라포(rapport)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고객의 구매

거부의사를 경감시켜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도출된

바 있다[32]. 이상의 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도출하 다.

<가설 3> 고객이 지각한 응 매행동은 고객만

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논의한 각 변수 간의 계를 정리하여연

구모형을 제시하면 Fig. 1과 같다.

Surface
Acting

Deep
Acting

Adaptive
Selling
Behavior

Appreciative
Inquiry

Customer
Satisfaction

Fig. 1. Research Model

3. 연  

3.1 표본 정  료수집 

본 연구는 국내자동차 3개 회사를 선정하여 115명의

업사원들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 2명씩 총 230명을

상으로 2018년 1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는 이원 (dyadic) 조사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동일방법편의에 따른 향을 배제하기 해서

업사원을 고객이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객 성을 높일 수

있었다[24].

응답자의특징을 살펴보면, 업사원의경우에는성별

이 남성은 86명(74.8%), 여성이 29명(25.2%)이었고, 연령

의 경우 20 가 42명(36.6%), 30 가 47명(40.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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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8명(15.7%), 50 가 8명(7.0%)이었다. 기혼자가 31명

(27.0%), 미혼자는 84명(73.0%)이었다. 학력은 학원 졸

업이 7명(6.1%), 학교 졸업이 78명(67.8%), 문 학

졸업이 27명(23.5%), 고등학교 졸업이 3명(2.6%) 순이었

다. 고객은 남성이 119명(51.7%), 여성이 111명(48.3%)이

다. 연령별로는 20 가 74명(32.2%), 30 가 96명(41.7%),

40 가 40명(17.4%) 등으로 나타났다. 최종교육정도로는

고졸이 44명(19.1%), 문 졸업이 85명(37%), 학교졸

업이 59명(25.7%), 학원 졸업 이상이 42명(18.3%)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34명(14.8%),

200-300만원이 37명(16.1%), 300-400만원이 93명(40.4%),

400만원 이상이 66명(28.8%)의 비율로 나타났다.

3.2 측정도

AI 수용도는 4D 단계에 따라 개발하여 추출한 16문항

을 사용하 다[33]. 하 요인으로는 구성주의(Cronbach

α＝.784), 자기암시(Cronbach α＝.854), 동시성(Cronbach

α＝.812), 정성(Cronbach α＝.873)으로 구성되어있다.

감정노동은 Brotheridge and Lee(2003)가 개발한 감정노

동척도(ELS : emotional labor scale)의 심층행동 3문항

(Cronbach α＝.783)과 표면행동 3문항(Cronbach α

＝.673)을 본 연구에 합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여측정하

다[34]. 응 매행동은 Park and Holloway(2003)

에서 사용된 7개 문항(Cronbach α＝.838)을 사용하 다

[35]. 고객만족의 측정은 업사원의 서비스에 한 만족

등 5개 문항(Cronbach α＝.845)을 사용하 다[36]. 모든

측정항목들은 리커트 5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 다.

4. 연 결과 

4.1 측정도  신뢰도  타당도 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에, 이론 모형에 한 통계

평가가 가능하고 매개변수의 사용이 용이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으로 AMO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SPSS 22.0으로 각 변인 간의 상

계수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 다.

구성주의와 동시성(r=.634, p<.001), 구성주의와 정성

(r=.630, p<.001) 그리고 심층행동과 응 매행동

(r=.607, p<.001)은 비교 높은 상 계를 보 다. 상

계가 높을 경우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확인하기 해 표 오차가 증가된 정도

를 나타내는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분석한 결과 10보다 작으므로 크게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ariables 1 2 3 4 5 6 7 8

1. Constructivism 1

2. Autosuggestion .593** 1

3. Simultaneity .634** .539** 1

4. Positivity .630** .474** .501** 1

5. Deep Acting .543** .528** .494** .408** 1

6. Surface Acting .164 .152 .197* .199** .308** 1

7. Adaptive Selling
Behavior

.491** .609** .436** .416** .607** .147 1

8. Customer
Satisfaction

.402** .625** .310** .359** .457** .128 .619** 1

Mean 3.82 3.77 3.69 3.60 3.86 3.33 3.52 3.50

SD .689 .733 .664 .753 .713 .776 .622 .704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Variables C.R.
Standard
factor
loading

CR AVE

AI

Constructivism - .691

.938 .795
Autosuggestion 7.554 .871

Simultaneity 6.854 .733

Positivity 6.650 .708

Deep
Acting

DA1
DA2
DA3

-
5.927
5.791

.617

.776

.840
.900 .753

Surface
Acting

SA1
SA2
SA3

-
3.867
3.954

.668

.706

.543
.861 .719

Adaptive
Selling
Behavior

ASB1
ASB2
ASB3
ASB4
ASB5
ASB6
ASB7

-
6.273
4.451
6.763
6.869
5.406
5.136

.654

.561

.576

.797

.823

.595

.561

.948 .732

Customer
Satisfaction

CS1
CS2
CS3
CS4
CS5

-
7.856
7.796
5.330
5.532

.757

.811

.797

.537

.576

.950 .798

Table 2.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한 확인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으로 측정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 다.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합도 지수는 χ²=292.337, df=183, CFI=.906, GFI=.929,

IFI=.910, RMSEA=.072, RMR=.054로 부합하는 수

(CFI, GFI, IFI>.90; RMSEA, RMR<.08)인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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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로 수용할 수 있었다[37]. 각 요인을 구성하는 모

든 변인의 Cronbach's α 값이 .70 이상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수용할 수 있는 내 일

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 다. 모든 측정문항의 표

화 요인부하량은 .50 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값과구성개

념신뢰도가 모두 .70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성 집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4.2 가 검  결과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해 모형 체에 한 구조모

형을분석한 결과는Table 3에제시하 다. 합도지수는

χ²=302.762, df=188, RMSEA=.073, GFI=.923, IFI=.905,

CFI=.902, RMR=.057로 나타나 기 에 합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첫째, AI는 심층행동과 유의미한 정 계

(경로계수=.935, t=6.163,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1-1은 지지되었으며, 표면행동도 정 인 향(경로

계수=.351, t=2.211,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도 채택되었다. 둘째, 심층행동은 응 매행동(경

로계수=.960, t=5.645, p<.01)과정 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으나, 표면행동(경로계수=-.056, t=-.464, p=.643)

에는 유의미하지 않는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은 채택되었으나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셋째, 응

매행동은 고객만족과 정 계(경로계수=.696,

t=5.200,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

다.

Hypothesis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s Result

H 1-1 .935 6.163** Supported

H 1-2 .351 2.211* Supported

H 2-1 .960 5.645** Supported

H 2-2 -.056 -.464 Not Supported

H 3 .696 5.200** Supported
**p < .01, *p < .05

Table 3. Hypotheses Testing

이외에도 Table 4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차의 간 효과에 한 검증결과이다[38]. 5,000개의표본

을 추출하 으며, 이 매개변수의 역할은 표면행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면행동

→ 응 매행동은유의하지않았다. 한가설 2-2에

한 결과에서 논의 된 바와 같이, 표면행동 → 응

매행동의 경로는 정 탐색의 역할로 인해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 탐색→ 응 매행동의 강한 간

효과로 추측할 수 있다.

Indirect
Effect

Bootstrap CI Test Results

AI→ASB .562 .174 .944 Significant

AI→CS .225 .154 .554 Significant

DA→CS .087 .213 .553 Significant

SA→CS .061 -.256 .289 Not Significant

Note. AI=appreciative inquiry, DA=deep acting, SA=surface acting,
ASB=adaptive selling behavior, CS=customer satisfaction

Table 4. Bootstrapping Tests for Indirect Effects 

5. 결론 

업업무는 일반 업무에 비해서 개인 성향에 따라

매역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업성

과에 미치는 향은 크다고보인다. 특히 고객 에

서 활동하는 업사원은 끊임없이 고객과의 을 시도

하고 의식 혹은 무의식 으로 고객의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자신의 행동을 지속 으로

수정,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가설을 심으로 분

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는 감정노동의 두 가지 행동 략 심층행동

표면행동에 모두 유의하게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정 정서가

증가할 경우에 AI의 상 개념인 개인의 심리 자본 역

시 증가한다는 연구결과[13]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심

리 자본이 복합 인 심리상태로 상승작용을 일으킴으

로써 개인의 동기부여나 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39]. 한 AI에 참여한 개인

들의 지각, 태도, 행동 등에서상당한변화가일어나고 변

인 학습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18]나 업무 상황에

한 이해 증 개인의 자신감과 개인역량이 함께 높

아졌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19]. 따라

서 AI가 감정노동의 두 가지 하 차원인 심층행동 표

면행동과 정 인 계를 갖는 다는 사실은 업사원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행동 과정에서 정 인 탐색을 통하여

감정노동에 수반되는 부정 인 효과를 완화시켜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업 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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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부정 감정을 기계 인 표 규칙에따라 강제

로 조 하고 억압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정 경험

의 탐색을 통한 한 감정 리가 업사원의 감정

소진을 방할 수 있는 요한 요인이라는것을 알수 있

었다.

둘째, 감정노동이 응 매행동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심층행동은 정 인 향을 보여주었으나, 표

면행동은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심층행동이 표면행동에 비해 자발 감정이

며, 조직에서 부여한 규범화된 감정표 과는 독립 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표면행동은 심

층행동에 비해 수동 인 심리상태를 보이기때문에 조직

에서 부여한 감정표 규칙에 충실함으로써자신의 부정

심리를 억제하고 정형화된 업무처리방식을 고수하려

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 매행동은 업사원

의 심리 기제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업무 상황

을 정 으로 인식하는 능력 혹은 자기조 능력에 해

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응 매행동은 고객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으로 면 을 통해

높은 수 의 스트 스 수 을 동반하는 업사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응 매행동에 한 교육과 훈련

등을 동반한 직무 스트 스 해소 감정 리 방안이

극 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 업사원의 고객

장에서 수해야 할 보다 정교한 감정규칙 등을

마련하여 서비스 상황에 따라 개별 고객의 요구

가치에 맞출 수 있는 처가 시 하다고 보인다.

넷째, 응 매행동은 업사원의 심층행동과 고객

만족 간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

국 업사원의 심층행동은 응 매행동의수 을 높

임으로써 고객이 인식한 고객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감성지능 감정노동과 응

매행동 간의 유의미한 계로 감정노동이 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40], 실증 으로

검증했다는 에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AI와 감정노동 이론에 고객이 지각한 업

사원의 응 매행동이라는 새로운 역을 목시켜

분석함으로써 이론 실무 으로 많은시사 을 제공

하고 있다. 이는 업사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

고 고객만족을 개선할 수 있어서 정 인 조직 이미지

구축에 기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AI

로세스의 도입방안은 장 실무자가AI 로그램을 설계

하고 실행하는 데 안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AI가 효과

으로 실행되었는지 단하기 한 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는 AI 실천과 련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기

여할 것이며, 정 인 에서 구성원들을 AI 로세

스에 참여시켜 업무에 한 정 인 인식을 제고시킴으

로써 조직구성원들의 사고하는 방식과 업무환경의 변화

에 한 근 방식을 변화시켜 수 있다. 특히 업 기

반인 기업의 조직개발 략으로서 AI를 극 으로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업환경 변화에

지속 으로 처하기 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문제

에 집 하기 보다는 가능성에 집 하도록 하여 정 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업사원들의 내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서는 감정노동에 한

지속 인 심을 통하여 업사원의 심층행동을 유도하

는 것이필요하다. 교육, 훈련 로그램 역시 일방 인방

식보다는 자율성에 기반을 둔 형태가 바람직하다. 한

업사원의 감정노동을 방지하기 한 직원 복지 혹은

작업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속 으로 개해 나감으로써

기업차원의 성과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양한 업종의 업사원들을 포함

시키지 못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상황에 따라 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근법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AI가 효율 으로

용될 수 있는 조직과 개인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

고 용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다만AI 로세스의 체

인 의미와 차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방

법론 제안으로 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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