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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블랙컨슈머행동이 조직구성원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블랙컨슈머행
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른 분석 결과 블랙컨슈머행동의 상습성, 기만성, 과도성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기만성과 과도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과가 존재한다는 결과
를 통해 심리적 계약위반에 대한 지각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통해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음을 밝혔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한 블랙컨슈머 접근 금지 정책이나 감정노동 수당 등의 보상시스템 등의
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고객의 행동과 조직구성원의 행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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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black consumer behavior on turnover 
intentions. Baron and kenny (1986) The effectiveness of th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verification procedur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 black-consumer behavior has the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of turnover of employee in restaurant.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service employee's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plays a role as mediated 
variable influe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lack-consumer behavior and intention of turnov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suggested that measures such as a policy banning 
access to black consumers or compensation system such as emotional labor allowance were needed to 
reduce the degree of turnover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inally, the methodological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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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8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으로 고객응
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법률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른바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이처럼 우리사
회에서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더불어 감정노동
자와 관련한 연구들도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소비자와 직
접 대면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종사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를 직·간접 대면하여 판매한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특성
에 의해 경영자는 노동자들에게 고객만족이나 고객감동
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 대한 감정노동(emotional labor)과 과도한 친절
을 요구받게 되었다. 고객중심경영의 고착화는 ‘고객은 
왕’이라는 고객중심의 기업 가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
동자 개인의 감정은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결국 서비스 기업 경영자의 고객만족의 강조라는 헤게모
니 통제에 의해 서비스 노동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
제권한을 잃고, 감정노동을 요구받게 되었다. 

고객중심의 경영철학은 고객의 권리를 과도하게 확대
하는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고객에 대한 무조건적인 친절
은 과도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보상을 요구하는 블랙컨슈
머에 대한 성실한 대응을 노동자의 몫으로 떠넘기게 되
었다. 블랙컨슈머의 지나친 행위가 노동자의 인권까지 침
해하는 사건들이 서비스업 곳곳에서 나타났다. 감정노동
으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가 늘어나기 시작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며,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용어를 탄생
시킨다. 뿐만 아니라 고객과 노동자의 관계에서도 고객의 
과도한 권리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러나 블랙컨슈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블랙
컨슈머가 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에 관
한 경험적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기존 연구의 공백 중 본 연구는 불랙컨슈머가 서비스 
노동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직의도
를 중심으로 블랙컨슈머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서비
스업에서 핵심역량을 보유한 인적자원에 의해 주요 서비
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직은 서비스 기업 성과에 중요
한 요인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기업 경영자에
게 블랙컨슈머에 대한 관리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배경과 가설설정

2.1 블래컨슈머행동의 개념과 정의

블랙컨슈머행동이란 고객의 악성 행동을 의미한다. 
‘고객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 계획에 의해 고의적
으로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보상이나 교환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이
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소비자의 행동’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이은경 등(2013)은 블랙컨슈머행동의 차
원을 상습성, 억지성, 기만성, 그리고 과도성의 4가지 행
동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상습성은 고객이 교환이나 환불
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사한 보상을 받
기위한 행동이고, 억지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환불이
나 교환을 받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한다거나 고객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동들을 포함하는 개
념이며, 기만성은 ‘타인을 속이려는 성질’로서 고객이 자
신의 잘못을 감추고 서비스 제공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포함된 행동을 의미하며, 과도성은 명시된 보상기준 또는 
적정선을 넘어서는 과한 보상에 대한 요구와 부당한 요
구를 하는 행동으로 구분한다[1]. 

2.2 블래컨슈머행동과 이직의도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는 현재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의 자발적으로 이탈하고자 하는 의도의 정도이
다. 하지만 이직의도가 있는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모두 
이직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직의도는 조직을 떠
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요인일 뿐 아니라 
이직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2,3].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
를 검토하면, 고객의 언어나 물리적인 폭력행동 등의 불
평행동은 해당 종사원의 분노나 우울증 등을 유발시키고
[4],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정
되고 있다[5,6]. 

가설1. 블랙컨슈머행동은 서비스 노동자의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블래컨슈머행동과 심리적 계약위반
심리적 계약이란 개인과 상대방 간에 약속되었다고 보

는 상호보완적인 교환조건노사관계 상황에서 심리적 계
약은 노동자는 기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과 역량발휘를 
통한 업무성과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이나 승진 등의 
외재적 보상과 조직에서의 인정이나 고용안정과 같은 내
재적 보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일한 계약의 내용과 조
건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상호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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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사용자는 고객에 대한 조건 없는 친절이 노동자
의 의무라고 인식하는 반면, 노동자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헌신과 추가적인 노력까지 자신의 의무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 노사 상호간의 의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노사
관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심리적 계약은 조직
과 구성원 간 교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조건과 
내용에 대한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되며, 조직의 의무와 
그 이행 여부는 종업의 지각에 의해 결정된다[7]. 

조직과 구성원의 상호간 교환관계에서 기대하는 계약
내용의 불일치 상태를 심리적 계약위반이라고 할 수 있
다.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심리적 계약위반이란 조직과
의 상호관계에서 맺은 심리적 계약을 구성하는 여러 의
무를 조직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8]로서 
조직이 심리적 계약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인지적 
해석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경험으로 
정의된다[9].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제공되는 
외재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이 자신의 기대와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보상이 제공되는 과정에 대한 투명하
고 적절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심리적 계약위반
을 지각하게 된다[10].

상사가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지각은 조직 내의 그 어
떤 불공정성에 대한 지각 감정보다 더 큰 정서적 충격을 
조직구성원이 경험하게 한다[11].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고객중심 경영방침에 의
해 조직관리자는 부하직원에 대한 보호보다 고객만족에 
대한 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가운데 블랙컨슈머로부터 자
신의 부하직원을 보호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으며, 
일하고자 하는 서비스 노동자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블랙
컨슈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블랙컨슈머에 노출되는 상황을 경험하는 종사자일수록 조
직에 대한 심리적 계약위반에 대한 지각이 높을 수 있다. 

가설2. 블랙컨슈머행동은 심리적 계약위반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4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
종업원들이 심리적 계약위반을 지각하게 되면 조직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분노나 배신감으로 이어진다[8]. 서
비스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리적 계약위반
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리적 계약위반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히며 
조직구성원들이 심리적 계약위반을 지각하지 않을 수 있
도록 노사 상호간의 인사관리방식 등의 의견과 대화 등 
상호작용의 빈도를 높이며 충분한 공감과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조직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12]. 
이처럼 심리적 계약은 이직의도의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13,14].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조직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의 지각이 낮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진다는 것도 확인되었다[13]. 이상의 내
용을 바탕으로 가설3을 설정하였다.

가설3. 심리적 계약위반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5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과
심리적 계약은 조직의 정책과 구성원들의 반응행동에 

대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15]. 블랙컨슈머행동과 심리
적 계약위반의 관계에 대한 가설2와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가설3의 도출 과정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블랙컨슈머행동과 이직의도의 관
계에 대한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과가 나타날 수 있
다. 블랙컨슈머에 노출되는 상황이 장기화·지속화될수록 
서비스 노동자는 조직으로부터 자신이 보호받지 못한다
고 지각하게 된다. 그 결과 서비스 노동자는 자신이 조직
성과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조직이 자신을 보호해주거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블랙컨슈머를 방치하거나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
을 경우 심리적 계약위반을 지각하게 된다. 그리고 심리
적 계약위반의 결과로서 조직에 대한 이직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설4를 설정한다.

가설4. 블랙컨슈머행동은 심리적 계약위반을 매개로 이
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업 종사자이 서비스 수행 과

정에서 지각한 블랙컨슈머행동이 조직구성원의 부정적 
태도(심리적 계약위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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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V recidivism turnover DeterrenceTransientDeception
PCV1 .788 .046 .142 .212 .086 .197
PCV2 .763 .077 .082 .129 .126 .243
PCV3 .752 .366 .063 -.035 .166 .002
PCV4 .748 .093 .172 .248 -.072 .091
PCV5 .722 .378 .120 -.026 .121 .047
PCV6 .683 .124 .167 .327 .014 .088
PCV7 .679 .146 .046 .228 .029 .114
PCV8 .633 .281 .151 -.208 .107 .138

recidivism1 .322 .809 .109 .134 .153 .035
recidivism2 .336 .805 .097 .166 .124 .069
recidivism3 .240 .751 .313 .206 .133 .046
turnover1 .144 .148 .870 -.021 .062 -.108
turnover2 .158 .059 .863 .145 .098 .139
turnover3 .214 .198 .826 .208 .060 .034

Deterrence1 .102 .222 .051 .778 .180 -.057
Deterrence2 .164 .091 .150 .765 .195 .035
Deterrence3 .318 .076 .136 .667 .303 .140
Transient1 .126 .024 .155 .102 .817 -.096
Transient2 -.013 .170 -.030 .176 .699 -.042
Transient3 .164 .143 .093 .268 .674 .153
Deception1 .147 -.157 .067 -.101 -.046 .831
Deception2 .112 .222 .081 .141 .168 .774
Deception3 .251 .081 -.091 .047 -.121 .648
eigen value 4.821 2.534 2.527 2.259 1.976 1.957
Communality 0.867 0.737 0.864 0.724 0.815 0.874 
Cumulative 

variance 20.96 31.98 42.96 52.78 61.37 69.88

* note: PCV(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Table 1. Factor Analysis Results

하는 것이다. 서비스 노동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는 불만족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심
리적 긴장의 원인이 된다[16]는 주장과 같이 블랙컨슈머
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장기화되면 부정적 정서, 특히 심
리적 계약위반을 지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지각한 심
리적 계약위반이 서비스 노동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변수의 측정
블랙컨슈머행동, 심리적 계약위반, 그리고 이직의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각 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
다. 블랙컨슈머행동은 서비스 노동자가 지각한 고객의 상
습성, 억지성, 기만성, 과도성의 정도로 정의한 이은경 외
(2013)의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1]. 심리적 계약위반은 
Robinson & Rousseau(1994)의 문항을 바탕으로 호텔
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계약위반을 연구한 박호
현(2018)의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는 심리적 계약을 
조직과 조직구성원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의무 및 권리
에 대한 당사자 간의 암묵적 약속으로 정의하였다. 그리
고 심리적 계약위반이란 계약 당사자 간의 암묵적 약속
이 지켜지지 않음을 지각했을 때 느끼는 감정 상태’로 정
의하였다[12]. 이직의도는 조직의 구성원이 현재 자신이 
소속된 조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조직으로 옮기
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로 정의하고, 현재 근무하는 직장
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 등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 연구표본
실증분석을 위해 대구, 경북지역 외식업에 종사하는 

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 16일 동안 설문지 
250부를 배포하여 224부를 회수(회수율 89.6%)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18부를 
제거하고 20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4.1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변수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사

용하여 내적일관성을 분석하였다. 

신뢰성 분석결과 변수들 모두 .6 이상으로 신뢰도 기
준을 상회하고 있어서 측정항목들 사이의 내적 일관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변수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을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들은 6개
의 개념으로 구분되었고, 누적된 분산 설명력은 69.88%
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들이 개념적
으로 구분이 가능하므로 전반적으로 측정변수의 타당성
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2 가설검증결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상관관계 분

석 결과 블랙컨슈머행동의 각 차원들은 심리적 계약위반, 
이직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어서 가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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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1 Hypothesis 2 Hypothesis 3 Hypothesis 4

Black-consumer Behavior 
→Turnover

Black-consumer Behavior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Turnover

Black-consumer 
Behavior+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Turnover

Control 
variable

gender -.086 (-1.251) -.118 (-1.762) -.082 (-1.266) -.033 (-.533)
age -.097 (-1.153) .000 (.001) -.124 (-1.569) -.097 (-1.278)

marriage -.069 (-.848) .011 (.143) -.104 (-1.369) -.074 (-1.009)
years of employment .069 (.978) -.034 (-.496) .099 (1.552) .084 (1.322)

Education -.038 (-.594) .018 (.299) -.013 (-.223) -.046 (-.802)

Independent 
variable

recidivism .167* (2.336) .059 (.854) .140* (2.171)
Deception .261** (3.921) .221** (3.419) .162* (2.614)
Deterrence .079 (1.235) .290** (4.639) -.050 (-.821)
Transient .215** (2.837) .266** (3.618) .096 (1.352)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553** (9.141) .447** (6.572)

R² .304 .341 .366 .436
ΔR² .270 .399 .346 .405

F-value 9.021** 10.69** 18.18** 14.28**

Table 3. Regression analysis

recidivism Deception Deterrence Transient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Deception .246**

Deterrence .057 .109
Transient .498** .330** .144*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283** .389** .366** .436**

Turnover .372** .403** .171* .427** .588**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참조). 가
설의 검증 결과 블랙컨슈머행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가설1)에 대한 분석 결과 블랙컨슈머의 상습성, 기만
성, 그리고 과도성이 서비스 노동자의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컨슈머행동
과 심리적 계약위반에 미치는 영향(가설2)에 대한 분석결
과 기만성, 억지성, 과도성이 심리적 계약위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계약위
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심리적 
계약위반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블랙컨슈머행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매개효과
의 검증은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
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둘째,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
해야 한다. 셋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에 매개변수가 추가될 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직접적 영향력이 감소하면 매개효과가 인정된다. 이때 그 
영향력이 감소하지만 여전히 유의하게 유지될 때, 부분매

개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것이 감소하여 더 이상 유의하
지 않게 되면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7]. 블랙컨슈머행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과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블랙컨슈머행동의 상습성, 기만성, 과도성은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2단계에
서 독립변수인 블랙컨슈머행동의 기만성, 억지성, 과도성
은 매개변수인 심리적 계약위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심리적 계약위반은 종속변수인 이
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독립변수인 블랙컨슈머
행동의 기만성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회귀계수
의 크기는 작아졌으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은 유의했다. 이어서 과도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만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계약위반은 부분
매개효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도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계약위반은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Sobel, 
1982)결과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과는 유의(기만성 
Z=2.06, p < .01; 과도성 Z=1.91, p < .01)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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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의 블랙컨슈머
행동이 조직구성원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주목한 연
구이다. 연구결과 블랙컨슈머 고객에 대한 조직적인 관리
의 필요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과 관리적 시사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업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블랙컨슈
머의 문제와 이직의 문제를 함께 고려한 연구라는 점에
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전반적으로 블랙컨슈머행동에 대한 지각이 높을
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직구
성원들의 이직을 높이기 위하여 블랙컨슈머에 조직구성
원들이 장기간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적 대
책이 필요하다. 조직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나 블랙컨슈머가 
등장했을 때, 상급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블랙컨슈머 고객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Resilience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18]를 바탕
으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사내 교육 등도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셋째, 심리적 계약위반이 블랙컨슈머행동과 이직의도
를 매개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블랙컨슈머 자체도 문제이
지만 조직이 서비스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조직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한다. 사회적 교환이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선의 
서비스 제공자가 조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과 
조직으로부터 응원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조
직차원에서 일선구성원을 격려하기 위한 보상제도의 마
련과 격려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19]. 그리고 구성원
들이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도 필
요하다. 블랙컨슈머에 노출된 직원에 대한 즉각적인 휴식
의 부여 등을 통한 지원책에 대한 고려도 가능하다. 이직
이라는 것이 서비스 기업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블랙컨슈머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고, 조직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각하도록 하는 조직
적 노력과 지혜가 필요[20]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설문조사가 
갖는 동일방법의 한계와 횡단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내생성의 문제가 있다. 둘째,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에서 전국적 일반

화에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블랙컨슈머에 대한 평가 과
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블랙컨슈머를 지각하는 
정도가 달라 어떤 고객은 누군가에게는 블랙컨슈머로 비
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블랙컨슈머에 대한 행동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행동 요소를 종업원 측면에서 설
계할 필요가 있으며,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질적 방법의 병행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전
국적 표본을 통한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
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연구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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