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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존 감정노동 연구는 주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시작하여 이에 따라 영향 받는 소비자의 반응을 연구한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소비자 입장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직원의 감정 표출이 어떻게 지

각되는가, 그리고 직원의 내부 상태가 관찰자에 의하여 어떻게 추론 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발신자의 의도를 넘어서 감정이라는 사회적 

메시지에 대하여 수신자에게 메시지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

고자 한 것이다. 특히 소비자의 권력 수준과 서비스 상황의 특성이 감정노

동의 지각과 해석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 1에서는 긍정감정표출, 실험 2에서는 부정감정억압 감정노동 

상황을 설정하고 관찰자(고객)의 권력 수준을 조작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폈다. 그 결과 권력의 증가는 대상에 대해 비 진정성에 대한 추론을 증

가시키고, 감정전염매개에 따른 긍정 반응 형성을 저해하며(실험1) 대상이 

겪고 있는 내적 상황에 대한 지각 능력을 저하(실험2)시킴을 살필 수 있

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서비스 대상을 서비스자체, 기업, 서비스 직원으로 

나누어 살핌으로써 소비자가 서비스에 대하여 대상별로 태도를 분리하여 

형성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감정노동

이 긍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논한다. 

주요어: 감정노동, 권력, 정서조절, 표면행위, 심층행위, 감정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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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연구의 배경  

 우리는 흔히들 일상생활에서 진짜 감정을 감추고 거짓된 감정을 

표출해야할 때 “나는‘감정 노동’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서비스 직원들이 감정 노동자라고 불리는 것을 인

지하고 있다. 서비스 직원의 감정노동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감정노동

이라는 표현은 같은 것일까?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점에서 그러할까?

또한 우리는 종종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감정노동의 어두운 측면

들을 마주한다.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서비스 직원은 자신의 실제 감정 표

출을 일방적으로 억압당함은 물론 고객 만족을 위해 엄청난 모욕을 감당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한 사회적 상황들을 보며 우리는 분노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서비스 기업을 방문하였을 때 기분 좋게 웃으며 우리

를 응대하는 서비스 직원을 보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한다. 본 연구

는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가? 감정노동은 항상 부정적인 

것인가? 아니라면, 감정노동이 긍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고

려해야 하는 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감정노동이라

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고자한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서비스가 전체 경제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서비스 지배 논리(service dominant logic)’의 사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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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aglio and Spohrer 2008; Vargo and Lusch 2004; 이유재, 이청림 

2014). 여기서 서비스 지배논리란 무형재(서비스)와 유형재(제품)를 포함

한 모든 상품이‘서비스’를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Vargo and 

Lusch 2004). 즉 이제는 제품에 내재된 속성에 따라 소비자의 만족이 결

정 되는 것이 아닌, 제품 자체를 넘어서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며 그 과정

에서 서비스 전달자 또는 서비스 환경이 어떻게 고객과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총체적 경험이 고객의 만족을 결정짓는 것이다(이유재 2013). 이러

한 서비스는 주로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과 직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고객 경험은 그들이 지각하는 서비스의 품질

에 큰 영향을 미친다(Bitner et al. 1990; PZB 1985; 이유재, 이청림 

2014). 그러나 무형의 성질을 지니는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재고화가 불가능한‘비분리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이유재 2013). 따라서 기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객 응대 내

용을 표준화함으로써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응대규칙 

안에는 직원의 감정표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는데 이는 서비스 직원이 

행동하는 방식 또는 말하는 방식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김상희 2007), 

특히 감정적 요소가 고객의 서비스 평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Ashforth and Humphrey 1993, Morris and Feldman 1996 Groth 

et al. 2009, Grandey et al. 2013). 따라서 이를 관리 하는 것은 현대의 

서비스 기업의 차별화와 이익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Staw and Barsade 

1993). 이에 따라 근래의 서비스 접점 관리 연구들은 감정의 역할에 대해

서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직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감정노동의 효

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Groth et al. 2009). 

이와 같이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 사회로의 변화는 기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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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제고의 차원에서 고객을 기쁘게 하는 감정을 사용하는 직무 내용을 발

생시켰다(Hochschild 1983).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직원의 정서조절의 수

준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느냐에 따라 이것이 수행자인 직원에게 심리적

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감정 표현 관리(displayed emotion 

management)의 부정성이 사회학자 Hochschild의 저서‘관리된 마음

(Managed Heart)’을 통해 제기되었다. 그녀는 기업의 목적을 위하여 자

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서비스 직원의 직무 특성과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

는 개인의 내적 경험에 대해 분석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직원이 표현하도

록 요구되는 감정과 실제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감정의 부조화(emotion dissonance)를 겪게 되며 이는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우울증과 탈진(burnout)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것

이다(Hochschild 1983). 그 후 Hochschild의 연구를 시작으로 감정노동

에 대하여 사회학적, 심리학적, 조직 행동론적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

어졌다. 

감정노동의 효과는 직원내면 수준, 기업 수준, 그리고 소비자 수준

에서 논의 되었는데 소비자 수준에서의 연구는 주로 서비스 직원의 행위

나 행위의 의도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나

아가 그 영향이 기업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 여기에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직원의 진정

성에 대한 여부가 주요한 변수로써 논의 되었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 직원

의 행위에 의하여 지각한 뒤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로서 소비자를 상정할 

뿐 이들이 어떤 능동성을 지니어서 지각 한 후‘추론하여’반응을 형성하

는 가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Côté et al. 2013).

따라서 본고는 현 시대에 노동의 형태로 교환되어지는 직원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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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절(감정노동)이 관찰자인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

하여서 능동적인 관찰자로서의 소비자 관점을 통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표현된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추론하는 주체로서의 소비자를 설

정하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관계적, 문맥적(context) 변인들이 영향

을 주는가에 대해서 밝힌다.

이를 위해 사회적 정보로써 기능하는 감정에 대해 소개하고 사회 

속에서 개인에게 정서조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한 뒤 이것이 어떻

게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는지 설명한다. 그 후 사회학, 조직

학, 심리학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해 어떻게 서로 다르게 개념을 정의하고 

이것의 결과를 논하는지에 대해 다룬 뒤‘소비자 관점’에서 감정노동과 

이것의 효과에 대해 논한 연구들을 소개한다. 또한 문자(text)가 어떠한 

맥락을 통해 제시되는가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해석의 결과를 일으키는 

맥락 효과(context priming effect)가 존재함과 같이(Yi 1990), 사회적 

정보로써의 감정도 이것이 어떠한 상황(관찰자의 상태, 인물들의 배경 등)

에 놓이느냐에 따라 의도한 감정의 표현 외에 다른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대해서 논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수신자 차원의 특성으로‘권

력’을 맥락 차원으로는‘감정노동의 형태’를 제안한다.

이의 검증을 위해 두 가지 서로 다른 감정노동 형태의 실험을 설

계하였으며 실험 1은‘긍정 감정 강화,’실험 2는‘부정 감정 억압’서비

스 상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상황에 대하여‘권력’의 조작집단과 통

제 집단의 집단 간 차이를 살핌으로서 권력의 수준이 상황에 대해 느끼고, 

지각하고 평가하는 반응 내용에 차이를 나타내는지 밝혔다. 특히 실험 1번

은 권력의 조작과 더불어 직원의 감정 사용 응대 유무를 집단별로 나누어 

이들의 차이를 살핌으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감정 노동에 대한 효과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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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함께 검증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감정 노동에 대한 현 시대가 갖는 부정성

을 탈피하고 긍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다양한 원인 중 관찰

자(고객) 측면에서의 상황적 변수(긍정/부정)와, 개인의 관계적 차원의 변

수인 권력(Power)을 제시하고 이들이 감정노동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감정의 사회적 기능

 감정이 사회적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관점은 

감정을 정보의 한 종류로써 본다(Schwarz and Clore 1983). 예를 들어 

분노를 느끼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상황에 대한 정당성을 평가하게 하

는데(Solomon 1990; Kletner and Haidt 1999) 이러한 감정에 대한 

의식적인 느낌이 평가 과정(appraisal process)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서 또 다른 감정이 생성된다(Kletner and Haidt 1999). 이 감정에 대한 

의식적 느낌이 개인이 당면한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정보를 제공하게 되

고(Campos et al. 1989; Kletner and Haidt 1999)이를 통해 개인은 

그 정보에 기반을 둔 적절한 사회적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감정은 

이러한 개인 수준에서의 정보 제공 이외에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서도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감정이 표출자의 감정(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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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Scherer 1986), 감정표출에 대한 사회적 의도(Fridlund 1992), 

상대방에 대한 지향성, 태도(Kletner and Haidt 1999)등 다양한 사회적 

정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Frijda and Maquita 1994; Kletner and 

Haidt 1999; Van Kleef 2009, Côté et al. 2013). 감정은 감정의 전염, 

감정의 확산, 감정의 인지를 통해 무의식 또는 의식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데(Ekman and Friesen 1969)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는 

이러한 기능은 인류의 생존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

랜 시간을 걸쳐 자동 반사적으로 기능하도록 적응 되었다(Öhman and 

Mineka 2001)고 한다. 따라서 사회적 정보로써의 감정은 개인의 내면 차

원에서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Schwarz and Clore 1983),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표출되는 감정적 표현을 지각하고 해석한 뒤 

이에 대한 반응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등(Cöté et al. 2013) 타인에게 감

정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2.1.1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이렇듯 감정이 사회적 정보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타인이 

표출하는 감정적 단서로부터 그것의 사회적 내용을 지각, 추론하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역으로, 상대방의 그러한 동기를 인지한 표출자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

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 이렇듯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행위들은 

단순한 개인의 내면 차원의 것을 벗어나서 사회 내에서 감정이 갖는 감정 

법칙에 따라 상호교환의 방식으로 사용된다(Hochschild 1983). 그리고 

이런 통제행위가 오가는 사이에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은 서로에게 예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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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게 된다(Hochschild 1983). 이러한 감정의 사용을 관리함으로써 상

호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을‘상호 관계적 정서조절

(interpersonal emotion regulation)’이라고 한다(Niven, et al. 2009). 

즉 정서 조절은 1)상황의 선택 2)상황의 변경 3)주의의 배치 4)인지의 

변화 5)반응에 대한 변경 등을 통해 개인이 어떤 감정을 언제 어떻게 느

끼고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해 영향을 주는 과정이며(Gross 1988), 개인

은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여 감정 지각부터 감정 표현에 이르기

까지 감정을 증가, 유지, 감소시키게 된다(Gross 2002; Levenson 1994; 

Côté et al. 2013; Grandey et al. 2013).

정서조절의 종류

 정서조절은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는데 이는 조절의 방

향(direction of regulation), 조절의 형태(form of regulation), 그리고 

특정감정(specific emotion regulation)에 대한 정서 조절이다(Cöté 

2005; Levenson 1994; Cöté et al. 2013). 이 중 조절의 방향은 공적인 

영역에서 정서 조절의 방향이 상향인지 하향인지에 관한 것으로 감정의 

분출을 증폭, 확장 혹은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Hochschild 1983; Levenson 1994). 조절의 형태는 선행중심

(antecedent focus)적 정서조절, 반응중심(respond focus)적 정서조절이 

있다. 선행중심은 감정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스스로 주의 배치나 인지의 

재조정 등을 통해 상황의 해석에 영향을 줌으로서 감정 발생에 대해 영향

을 주는 것이고, 반응중심은 감정 발생 후에 감정 표출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유사하나 표출자의 내면 과정은 

차이를 지니기 때문에 표현하는 사람의 심리상태와 그들의 정서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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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떤 정서조절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지닌다. 

정서조절의 영향

정서조절의 효과와 이것에 따른 영향은 조직 과학자들의 큰 관심

을 받았는데(Cöté 2005,2013; Elfenbein 2007; Grandey 2008) 이는 

기업 장면에서 직원의 적절한 감정 조절이 소비자와의 상호 관계를 원활

하게 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기

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Hochschild 1983; Cöté et al. 2013).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직원의 정서조절이 소비자에 대하여 어떠

한 영향을 주게 되는가에 관한 것으로(Grandey 2003; Groth et al. 

2009) 기업은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서비스 직원에게 정서조절 규칙을 

정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접점관리를 도모하는데 이 때 사적 영역에 있

었던 감정조절기능이 공적 영역에서 임금이라는 보상으로서 교환된다. 이

러한 교환가치를 갖는 공적 영역에서의 정서조절을 Hochschild(1983)는 

‘감정 노동’이라고 일컬었다. 따라서 감정 노동은 기본적으로 정서조절

에서 출발 한 개념이지만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무엇에 초점을 두냐(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직원, 감정조절을 요구하는 기업, 감정조절의 대상인 고

객)에 따라 이것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따라서 본고는 감정 

노동에 대해서 학계별 정의와 이에 따른 다양한 효과에 대해 논의 한 뒤,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감정노동을 명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감정노동을 총

체적으로 다루고 정리하였던 Grandey 외(2013)의 권고1) 에 따라 본고

1) Grandey et al.,(2013)은 Emotion Labor에서 감정노동의 연구가 반드시 명시해야 할 세 
가지 정보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가 1)어떻게 정서조
절(emotion regulation)과 차이를 나타내는지 2)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사회적,심리학적,
조직학적) 3)어떻게 감정노동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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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니는 입장의 차이점과 이것이 갖는 함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2 감정 노동 (Emotional Labor)

이렇듯 감정이 조절 및 규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감정이 타인에게 

특정한 사회적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서비스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와 접점에 위치한 서비스 직원에게 적절한 감정 사용 방법 또는 표

현 내용을 관리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 관리를 도모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 즉 기업은 직원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그 범위와 깊이

를 근무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서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감정표현규칙(emotional display rule)

과 이것의 준수를 통한 임금의 획득이라는 조직과 개인 간의 거래는 그동

안 ‘사적’영역의 감정이‘공적’영역에서 교환의 가치를 갖는 대상으로

서의 변모됨을 의미한다(Hochschild 1983).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사회

학자인 Hochschild는 이를 ‘감정의 상업화’라 일컫고, 사람들이 개인의 

기분을 다스려 얼굴 표정이나 신체 표현을 조절하는 행위, 공적으로 주목 

받는 얼굴 표정, 신체적 행위를 만드는데 따르는 느낌을 관리하는 것을 감

정노동(Hochschild, 1983)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감정노동은 본질적

으로 공적영역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보수를 목적으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영역에서 감정의 사용가치에 집중한 감

정조절(emotion regulation), 감정관리(emotion management)와는 차이

를 지닌다(Grandey et al. 2013). 더욱이 Hochschild(1983)의 연구가 

주목받은 것은 기업에 의해서 요구되는 감정조절을 수행하게 되는 감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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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행자들의 직무의 특성과 그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해서 기

술하고 그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실제 느끼는 감정과 차이가 있

을 때 취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감정노동전략을 소개한 것인데 이는 본인

이 실제로 느끼지 않는 감정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외양만을 조작하여 표

현하는‘표면행위(surface acting)’와 자신의 실제 감정과 다른 요구된 

감정을 느끼기 위해 현상에 대해 주의 배치, 재해석 등을 통해 지각적 내

용을 조작하여 요구된 감정을 도출하려고 노력하는‘심층행위(deep 

acting)’이다(Hochschild 1983 Rupp et al. 2006). 둘 다 외면적으로

는 조직이 원하는 감정 표현을 수행하지만 내면적으로 그러한 감정의 도

출 과정에 차이를 지니는데, 이는 직무내용에 대한 내면화의 여부로 구분

하기도 한다(Rafaeli and Sutton 1987). 즉 표면 행위는 내면화되지 않

은 요구된 감정을 단순히 거짓으로 적절한 표현을 표면으로 드러내는 것

인 반면 내면 행위는 내면화된 직무내용과 자신의 실제 감정을 일치시키

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는 것이다(Rafaeli and Sutton 

1987; Gross, 1998). 

감정 노동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다소 혼재된 연구결

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표면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성을 심층행위에 대해서는 긍정성을 보고한다. 

예를 들어 감정 부조화(emotional dissonance)와 상관관계가 높은 표면

행위는 이것이 지속되는 경우 긴장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소

진(burnout)과 같은 상태가 초래될 수 있으며(Hochschild 1983) 기업 

수준에서도 그러한 서비스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기업성과의 저하

를 초래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Grandey et al. 2013). 그러나 

Adelmann(1989)는 감정노동이 직원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긍

정 부정이 혼합된 연구결과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감정노동의 수준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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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낮은 직무만족, 낮은 자존감, 우울증과 같은 열악한 심리 건강상태 

등을 예측하였지만, 오히려 어떤 경우에 감정노동의 수준이 높음에도 근무 

만족도가 높음을 검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Wharton(1989)는 감정소모

와 감정노동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었으며 오히려 감정노동이 직무와 직접

적으로 직무만족과 관계하기 보다는 직무자율성(Hackman & Oldham, 

1975)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직무에 대한 만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

다고 주장하며 Hochschild가 지나치게 감정노동의‘비용’측면에 집중함

으로써 감정노동이 지니는 잠재적인 혜택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Morris 

and Feldman 1996). 나아가 Ashforth and Humphrey(1993)는 감정노

동이 대인 관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하며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과의 관

계에서 적정한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게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Morris and Feldman 1996). 감정노동

의 내면적 전략인 심층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과 긍정의 결과가 혼재

되어 보고되고 있으며(Hülsheger and Schewe 2011) 내면 행위 역시 자기

기만의 형태로 개인을 소외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와(Hochschild 

1983) 심층행위가 개인의 감정부조화를 완화하고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가 감소되며 소비자로 하여금 직원의 감정 표현에 대해 더 진정성 있게 

느끼게 하여(Hennig-Thurau 2006) 조직의 성과를 증진한다고 보는 입

장이 동시에 존재한다(Grandey et al. 2013). 

이렇듯 감정노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학계 별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하

여 Grandey 외(2013)는 감정노동에 대한 논의를 사회학적, 조직학적, 심

리학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본고는 이를 소개하고 그 뒤 본 연구가 

감정노동을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이는 그동안의 연구와 어떤 차이를 지

니는 지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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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감정 노동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Hochschild를 필두로 사

회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감정노동을‘특정한 직업적 요건’(Hochschild 

1979, 1983; Wharton 1993)이라고 본다. 즉 감정노동에 대하여‘노동

의 형태로서 임금과 교환되는 것을 목적으로 감정적 표현을 만들기 위해 

감정 관리를 요구하는 직무의 종류’라고 정의한 뒤 이러한 직무가 지니

는 세 가지 대표적 특징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고객과의 빈번한 접촉,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하여 감정을 끌어내기를 기대하는 직무, 세 번째는 이러

한 감정적 상호관계에 대해 관리 혹은 통제되는 직무이다(Hochschild 

1983; Grandey et al. 2013).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연구자들에 따르면 

근로자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 규칙(feeling rule)을 근무내용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를 습득함으로써 감정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사회화가 이루

어지게 된다(Hochschild 1983; Grandey et al. 2013). 그리고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서비스 직원은 소비자와 상호교류 할 때 마땅히 느끼

고 표현해야 하는 감정의 범위와 깊이를 내재화하게 된다. 이들 연구에서

는 감정노동의 수행 정도가 높고 낮은 때, 감정의 관리를 사적 목적 또는 

재무적 목적으로 했을 때를 각각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감정을 임금의 대

가로 교환하는 것은 그것을 수행하는 개인에게 정신적 고통과 같은 개인

적 비용을 초래함을 밝혔다(Wharton 2009; Grandey et al. 2013). 조

직학적 관점에서는 감정노동을 통해서 직원은 재무적 이득을 얻을 수 있

다고 주장하지만(Chi et al., 2011), 사회학적 관점의 연구자들은 감정노

동과 재무적 혜택의 관계는 감정노동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은 하강하

는 부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Glomb et al. 2004), 실질적인 재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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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는 직무의 지위자체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사회학자들은 직무

가 힘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 노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더 빈

번한 불량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Grandey et al. 

2007;2013). 이들은 가면을 쓰는 표현 규칙을 만드는 것은 직원으로 하

여금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게 하는데 이는 서비스 직원에게 부정적인 심

리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Trougakos et al. 2011) 통합적 표현 요구

(e.g.,“service with a smile”)는 직원의 직무 만족과 건강에 긍정 부정

의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Brotheridge and Grandey 2002; Côté 

and Morgan, 2002; Diefendorff, et al. 2006; Schaubroeck and 

Jones 2000).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은 감정노동의 영향에 대해서‘조

직’에게는 기능적이나‘개인’에게는 반 기능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다(Trougakos et al. 2011; Brotheridge and Grandey 2002; Côté 

and Morgan 2002; Diefendorff, et al. 2006; Schaubroeck and 

Jones, 2000). 즉 이들은 감정표출의 조절을 통해 기업은 이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러한 관리된 감정을 표현하는 개인의 내면 차원에서는 가장 

사적 영역인 감정을 공적영역에서 교환하게 됨으로써 감정이 지니는 생태

적인 신호기능을 잃고, 개인이 스스로 소외되는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

라고 예언하였다(Hochscild 1979; Grandey et al. 2013).

2.2.2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감정노동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내적 심리 과정의 측면에서 감정노동을 논한 

이 관점은 감정이 직장 내에서 관리되는 것에 대하여 감정표출자의 내부

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에 초점을 맞춘 관점이다

(Brotheridge and Grandey 2002; Grandey et al. 2013). 이들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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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의도적으로 개인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 

즉‘대인관계에 관련된 활동 중 조직적으로 기대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

는 노력, 계획, 통제'라고 정의(Morris and Feldman 1996)한다. 이들은 

이전의 연구들이 감정노동을 유무 수준에서만 논한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감정노동의 양적, 질적 수준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기술하며 감정노동에 

대해 네 가지 차원의 구성요소(감정 표현의 빈도, 강도, 다양성, 부조화여

부)를 설정함으로서 감정노동 수준의 높고 낮음을 파악하는데 특히 이 관

점은‘부조화 이론(dissonance theory)’과‘감정 규제(emotion 

regulation)’에 대한 심리학적 논의(Festinger 1954; Gross 1998)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에 대하여 부조화, 표면행위, 심층행위를 중점으로 살핀

다(Grandey 2000; Morris and Feldman 1996; Zerbe 2000). 여기에

서‘부조화’는 개인이 직무 활동 중에 타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감정과 

실제 경험하는 감정과의 차이(Kruml and Geddes 2000) 또는 직무내용

으로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과 실제 감정과의 차이(Hochschild 1983; 

Morris and Feldman, 1996)라는 두 가지 경우로 부터 비롯된다(Zerbe 

2000). 또한 부조화는 감정 노동의 두 전략 중 표면행위와 강하게 연관되

어 있다(Hülsheger and Schewe, 2011; Pugh et al. 2011). 심리학적 관

점은 감정노동의 결과에 대해서 역할 수행자의 내적 관점에서 그들의 직

무 만족과 스트레스, 소진 등과 같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

주로 논의(Hülsheger and Schewe 2011)하였으며 이들은 부조화를 경험

하는 것, 또는 표면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직원의 성과뿐 아니라 심리적 안

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에 악영향을 줌을 밝혔다. 반면 내면 행위

에 대해서는 기능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스트레스를 요구한다고 하였

는데(Brotheridge and Lee 2002; Cöte 2005; Grandey 2000) 이는 표

면행위와 부조화가 긴장과 비 진정성을 불러일으킴으로서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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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Hülsheger and Schewe 2011; Grandey 

et al. 2013). 

2.2.3 조직 행동론적 관점에서의 감정 노동

조직 행동론적 관점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는 Hochschild 의 

‘관리되는 감정과 느낌'이라는 감정노동의 정의가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움을 지적하며 경험된 내적 감정의 과정 보다는 관찰 가능한 외적 

행동과 이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감정노동에 관해 논의해야 함을 

주장했다.(Rafaeli and Sutton 1987;1989 ; Ashforth and Humphrey 

1993) Rafael and Sutton(1987,1989)은 Goffman(1959)의 개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무대 위의 자아’를 연출한다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노동을 직무에서의 감정의 전략적 조절 즉‘역할과 

적합한 감정적 표출’혹은‘타인을 향한 표현’이라고 정의 한다 

(Grandey et al. 2013). 따라서 이들은 감정노동을‘직무 역할을 

수행하는 감정의 표현, 또는 조직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한다. 조직 행동론(organization behavior)적 관점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감정노동 의 수혜의 범위가 기업이나, 소비자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서비스 직원까지 포함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기적 본성을 지닌 합리적인 인간이 자신의 효용 

추구를 위해 이익에 대한 기대에 따라 행동의 동기가 발생한다는 행동에 

관한 동기 이론(Pfeffer 1997) 중 경제적 관점과 맞닿아 있다. 이에 

의하면 합리적 이성을 지닌 개인은 직업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만일 직무 내용으로 감정의 표현, 또는 감정 조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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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규칙이 존재 할 경우에 개인은 이러한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임금으로 획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직원은 자발적으로 기업과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업무의 수행에 참여하여 

임금을 획득하는 한편 기업은 이를 통해 소비자 만족과 기업 성과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노동은 상호간의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적절한 감정을 표출하고 조절하는 것은 직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이며, 이러한 표현규칙은 직업적, 사회적 규범을 포함한다. 

따라서 비록 감정조절이 개인 차원에서의 잠재적으로 정신적 안녕감 

등에서의 비용을 초래 할지라도 직무내용과 상응하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조직과 사회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안녕감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Rafaeli and Sutton 

1989; Beal and Trougakos 2013; Côté et al. 2013). 또한 이들에게는 

‘직무와 관련한’ 감정 표출이 어떻게‘대상(소비자)’에게 영향을 주어 

직원과 기업 이익을 증진 시키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 표현 규칙에 

따라 감정을 표출하는 직원의 내부 과정 보다는 관찰 가능한 감정 표현 

규칙의 효과에 대하여 집중한다(Rafaeli and Sutton 1987). 이 때 감정 

표현에 있어 세 주요한 요소들의 조합이 감정표현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은 감정적 필요(emotional requirement), 

느낌(feeling), 그리고 표현(expression)으로(Rafaeli and Sutton 1987) 

이들 각각이 조화를 이룰 때 감정적 조화(emotional harmony)라고 

일컬어지며, 이 때 진정한 감정이 표출되어 서비스 근로자, 소비자, 서비스 

기업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고 설명한다(Ashforth and Humphrey 1993; 

Côté 2005; Groth et al. 2013). 따라서 감정 노동이 부정적이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세 요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때로 감정표현 기대와의 

불일치 또는 감정부조화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관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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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조화를 막기 위하여 개인의 특성과 직업 또는 직무의 특성이 

서로 얼마나 적절히 잘 조화되는가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적합한 

개인의 선발, 배치, 보상 과 같은 직무 설계에 집중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직 행동론적 관점은 감정 노동의 결과적 효과에 대해 

집중하기 때문에 관찰자인 감정노동과 관련한 감정조절 행위를 수행 한 

후 소비자 반응을 살피어(Groth et al. 2013) 감정 노동이 언제 대상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었고, 

연구결과 직원과의 상호작용 중에 고객이 경험하는 직원의 

‘진정성(authenticity)’이 그러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밝혔다(Grandey et al. 2005; 김상희 2009),

이러한 세 학계간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감정노동은 어

느 한 특정한 구조 안에서 명료한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것이 

어떻게 정의─직업적 요구(사회학적), 감정적 표현(조직학적), 내적심리과

정(심리학적)─되느냐에 따라 이것의 개념과 영향력에 대한 예측도 달라

진 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입장이 우선적으로 옳은 것이라기

보다는 이들의 정의와 효과를 숙지함으로써 개념 간에 역동적으로 서로 

상호 관계하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감정노동을 이해해야 함(Hochschild, 

1983; Grandey et al. 2013)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사회학), 개인의 외적

인 표현이(조직 행동론) 관찰자에 의해 어떻게 인지되는가, 더불어 관찰자

가 감정노동 수행자의 내적 심리 상태(심리학)까지도 추론 가능 한 가에 

대해 감정노동의 대상인 관찰자(소비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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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소비자 측면에서의 감정노동 

 감정 노동 지각

개인이 자신의 기분을 다스려 얼굴표정이나 신체 표현을 조절하여 

상호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Hochschild 1983)‘사적’차원에서의 감정

조절은 이제‘공적’차원에서 감정조절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 

Goffman(1959)의‘무대 위의 자아’는 이제 서비스라는 무대 위에 서게 

되고, 감정을 임금과 교환하는 주체가 되어‘감정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본고는 타인의 정서조절이 관찰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대

해‘관찰자’의 입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이 때 정서조절의 무대를‘서비

스’의 무대로, 그리고 타인을 기업이 요구하는 정서조절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직원’으로 관찰자를‘고객’으로 설정함으로써 감정노동으로 

변모한 타인의 감정관리가 관찰자인 고객의 지각과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이끄는 것에 있어 주요

한 연구 문제에 대해서 소개한 뒤 이에 따라 가정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소비자가 ‘감정노동’을 지각할 수 있는가?

      서두에서 논한바와 같이 사회적 정보로서의 감정은 상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기능하기 때문에(Kletner and Haidt 

1999; Van Kleef 2009, Cöte et al, 2013) 이들은 다양한 사회적 정보

(Ekman, 1993; Scherer, 1986; Fridlund, 1992; Kletner and Haidt 

1999)를 지니고 있는 감정을 지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사회를 살아

가는 개인이 지니도록 오랜 시간에 걸쳐 적응되었다(Öhman and Min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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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이에 관하여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서비스 접점지점에서의 

소비자의 서비스 품질 지각에 서비스 직원과 소비자의 상호관계의 내용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토대로(Bitner et al. 1990; Heskett et 

al. 1997) 고객접점관리와 관련한 연구들이 서비스직원의 감정조절이 고

객과 상호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서비스 경험을 

증진시킴을 밝혔다(Kim and Yoon 2012; Pugh 2001). 그런데 이들 연

구가 전제로 하는 것은 서비스 직원의 감정조절이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가 타인의 감정표출에 대하여 이를 무의식 또

는 의식적으로 지각하여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Pugh(2001)는 은행 직원이 긍정 감정을 사용하여 응대하는 경우 고객에

게 긍정적 감정을 갖게 함을, Tsai and Huang(2002)은 편의점 직원의 

긍정 감정 표출이 소비자의 재방문에 대한 의도와 긍정 구전에 대한 의도

를 높임을 밝히는 등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직원의 긍정적인 감정의 전달

(눈 마주침, 미소 등)은 소비자에게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하고 이것은 소

비자의 서비스 품질의 지각에 영향을 미침을(Mattila and Enz 2002, 

Staw and Barsade 1993)알 수 있다. 

연구자들은 긍정정서를 표출하는 감정노동이 소비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긍정 정서의 전염(emotion contagion)를 

지목하였다. 그러나 긍정감정의 표출이 항상 동일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음을 밝히는(“all smiles are not equal”) 연구 결과들

(Hennig-Thurau et al. 2006)이 보고되었는데, 예를 들어 Barger and 

Grandey(2006)는 계산대의 직원이 긍정적인 감정을 사용하는 것과 소비

자의 긍정정서향상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

으며 또 다른 연구는 긍정정서 향상이 소비자의 구매와 직접적 관계가 있

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Tsai 2001). 더욱이 Sutton and Rafaeli(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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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편의점에서 직원이 긍정적 정서를 표출할수록 오히려 판매가 

하강하는 역의 관계를 갖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일관적이지 않은 결

과는 감정전염 이외의 다른 요소가 감정의 지각에 관여하는 것을 암시하

는 것으로(Côté et al. 2013)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소비자가 직원의 감

정표출에 대해서 이를 무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넘어 의식적으로 지각

하고 인지하여 해석하는지가 소비자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

하였다(Grandey et al. 2005; Groth et al. 2009; Hennig-Thurau et 

al. 2006). 그러한 해석에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은 직원의 감정노동

의 ‘진정성’이었는데, 소비자는 직원이 자신을 진정하게 대우하고 있다

고 판단할수록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김상희 2009; 

Henning-Thurau et al. 2006). 사회심리학에서는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

에서 타인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인지여부가 개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타

인에 대해 솔직함, 진실함, 선호(Frank, Ekman and Friesen 1993; 

Surakka and Hietanen 1998) 신뢰와 협동(Krumhuber et al. 2007)의 

의도 등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직원과 소비자라는 라는 시장에서의 상호관계에서도 진정성

이 대상에 대한 판단과 대상에 대한 태도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

이다.

감정노동의 소비자 반응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진정성’의 논의

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비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진정성을 지각하는

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소비자가 직

원의 감정 노동 전략을 구분하여 지각하는가에 대한 연구라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비스 직원이 느끼는 감정과 표현해야하는 감정 사

이에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취할 수 있는 두 감정조절 전략은‘표면행

위’와‘심층행위’로 이들은 각각 소비자가 체감하는 비 진정성과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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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Groth 외(2009)는 특정 서비스 직

원과 고객의 서비스 응대 후 해당 소비자가 그 직원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서비스 직원이 그 소비자를 응대할 때 어떤 정서전략을 사

용했는지에 대해서 각각 물어봄으로써 이들 사이에 실제적 일치관계가 성

립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직원의‘표면행위’와 소비자

가 체감하는‘비 진정성’은 관련이 있었으며, 직원이‘심층행위’를 수행

할수록, 즉 더 내면적 노력을 기울이는 감정조절노력을 수행할수록 소비자

는 서비스 직원에 대해서 더 진정하다고 판단하는 우호적 태도를 취함이 

밝혀졌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감정전염을 감정확산(affective 

infusion)(Forgas 1995) 차원에서 무의식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과 의

식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소비자가 어떻게 서

비스 직원의 서비스 응대 내용을 각각 지각하는지를 밝혔다. 이와 비슷한 

연구가 Rupp and Sharmin(2006)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들 역시 대

면 상황에 놓인 직원의 정서조절 전략과 소비자의 진정성 감지의‘정확

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의 주된 연구 수행방식은 

감정노동 수행자의 실제 감정조절전략(표면행위 혹은 심층행위)의 사용내

용과 관찰자의 반응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이들이 각각 서로 일치하는가에 

대해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고객이 서비스 직원의 감정노동

전략을 다르게 지각함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소비자는 서비스직원의 표

면행위를 통한 감정노동에서는 비 진정성이라는 부정성을 심층행위를 통

한 감정노동에 대해서는 진정성이라는 긍정성을 지각함을 밝혔다 

(Hülsheger and Schewe 2011).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소비자의 지각 내용은 진정성

의 여부를 중심으로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을(Grandey et al. 2005; Groth et al. 2009)나타내며 결국 고객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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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부적인 정서조절전략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은 직원

의 표출감정과 실제 감정이 차이를 겪고 있음(감정부조화)을 지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직원의 감정표출이‘심층행위’(진정성)에서 비롯되었

는지 혹은‘표면행위’(비 진정성)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무의식적으로 그

리고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연구에 따르면 감

정전염이 상호 관계 결과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만(Hatfield et al. 

1994) 이러한‘무의식적’감정전염보다‘의식적인’추론 과정이 관찰자

의 태도 형성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Brown and Lam, 

2008; Hennig-Thurau et al. 2006). 이에 따라서 앞서 제시한 연구 질

문에 대해 현재까지의 밝혀진 바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관찰자는 무의식적/의식적으로 감정조절행위자의 긍정적 감정 표출을 

  지각하고 이에 따라 대상에 대한 반응을 형성 한다.

⦁무의식적 영향에는 감정전염이 주요한 매개 변수이다

⦁관찰자는 타인에 대해서 이를 표면행위라고 의식적으로 추론하거나 감

  정의 부조화를 겪고 있다고 추론할 경우 부정적 태도를 형성한다.

⦁관찰자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이를 의식적으로 심층행위라고 추론하  

  는 경우 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한다. 

⦁관찰자가 타인에 대해 부정/긍정 감정을 형성하는 데에 주요한 의식적   

  추론 내용은 진정성이다. 

⦁일반적으로 진정성은 심층행위와 상관관계가 높으며 표면행위는 비 진

  정성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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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2. 감정노동의 지각과 추론에 영향을 주는 조절 변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표면행위-비 진정성-부정적 태도, 심층행

위-진정성지각-긍정적 태도라는 관계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논하였

는데 예를 들어 진정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표면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가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다(Chi et al. 2011; Groth 

et al. 2009). 특히 표면 행위에 대해 소비자의 서비스 연구에서 불일치적

인 결과들을 보고하였는데(Chi et al. 2011) 이에 Wang and Groth 

(2014)는 거짓된 긍정감정표출과 부정감정억압 모두 표면행위에 속하지

만 이것의 효과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논하였다. 흥미로운 경계 조건이 

이러한 관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서비스 직원이 명백하게 그들

이 화가 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

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정서를 조절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이들은 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표면행

위일지라도 소비자가 이 표면행위에 대해‘어떻게’해석하는지가 이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감정을 사회적 기능의 측

면으로 볼 때 감정이라는 사회적 정보를 지각하고 해석함에 있어 항상 동

일한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른‘조절변수’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론에 대해 어떤 요인

들이 조절변수로서 작용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Côté et al. 

2013). 

지금까지의 소비자 차원에서의 논의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주로‘발신자’차원에서 진정성의 존재 유무의 차원에서 논

의 한 것에 대하여 본고는 감정을 사회적 정보로 보는 연구를 통해서 정

보의 해석에 발신자뿐 아니라‘수신자’와 정보가 발신되는‘배경’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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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가 발신한 내용의 해석에 어떤 조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검증

하고자 한다.

감정 노동의 해석 

감정의 지각과 해석에 조절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감정을 

‘사회적 정보’로 보는 입장을 통해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감정의 해석은‘맥락(context)’과(Keltner and Haidt 1999; 

Van Kleef 2009) 서비스 조직의‘외생특징’(Solomon et al. 1985)에 

대해서 민감한 특성을 지닌다(Wang and Groth 2014)고 한다. 감정의 

사회적 기능이론은 감정이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개인들의 대인관계의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의 매개, 전달 매체로서의 기능을 강조한다

(Ekman 1993; Keltner and Haidt 1999; Van Kleef 2009). 즉 개인은 

타인으로부터의 관찰 가능한 감정을 정보로서 해독하게 되며 이는 개인에

게 타인의 감정 표출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뿐 아니라 그러한 감정 표출 

내면의 발신자의 의도 또는 동기를 추론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감정을 표

현하는 것은 관찰자로 하여금 표현하는 사람의 태도, 목표, 의도에 대해 

추론하도록 유발하기 때문에(Keltner and Haidt 1999) 개인은 타인의 

감정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결정하며 그들의 표현이 친

사회적 의도에 의한 것인지 혹은 개인의 이기적 목적에 의거한 것인지를 

추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을 취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Tiedens and Fragale 2003).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사회적 정보로서의 감정(EASI)모델(Van 

Kleef 2009)은‘추론적 과정(inferential process)’과‘문맥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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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factor)’가 관찰자의 감정 지각과 해석에 있어 주요하게 영향

을 미치는 요소임을 주장하였다(Wang and Groth 2014).  

Go beyond the Given the Emotion : 감정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문맥효과 

감정이 이렇듯 사회적 정보로서 타인에게 해독될 때 다양한 단서

들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면 일반 정보가 어떤 배경(context)에 제시 

되느냐에 따라 이러한 정보가 프라이밍(priming)되어 기업이 의도한 정보 

이상의 것을 소비자가 해석하게 되는 정보의 맥락효과(contextual 

priming effect)가(Yi 1993) 사회적 정보인 감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

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정보가 수신자에 의해 해석될 때 발신자의 의도와 

항상 일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감정역시 그것이 표출되는 맥락에 

의하여 관찰자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Yi(1993)의 연구에서는 피험자가‘건강’이라는 내용

을 다루는 지면에 노출 된 후와‘기름’라는 정보에 노출된 후에 SUV에 

대한 태도 형성은 독자에게 각기 안전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또는 고

비용이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대상에 대한 가

치가 모호할수록 대상과 연관한 맥락이 가치 판단에 더 많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Pfeffer, 1988)이에 따라 타인의 감정이라는 모호한 실재에 대해 

지각하는 것은 더욱 배경에 민감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Van Kleef 

(2009)는 EASI 모델을 통해 감정이 어떻게 관찰자의 행동과 태도에 영

향을 주는가에 대해 두 조절변수를 제안하였는데 EASI 모델이 감정의 해

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1) 깊게 사고하려는 동기 2) 적절한 

감정 사용에 대한 규범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제안하였다(Wa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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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th 2014). 이를 기반으로 고객과 서비스 직원의 사회적 관계에서 깊

게 사고하려는 동기를‘소비자 차원’에서 그리고 적절한 감정사용에 대

한 규범을‘맥락적’ 차원에서 조절변수로서 제시하고 이들의 효과를 검

증하고자 한다.

1) 감정이 관찰되는 문맥 ‘긍정정서증진’vs‘부정정서억압’  

사회적 정보로서 지각되는 감정노동의 형태가 긍정정서증진의 문

맥인지 혹은 부정정서억압의 문맥인지에 따라 감정노동이 관찰자에게 다

른 반응을 나타나게 할 것인데, 이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이러한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긍

정감정표출의 경우에는‘긍정정서전염’이 그리고 부정정서 억압의 경우

에는 직원의 감정이 억압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인지된 감정부조화가 매개하여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형성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감정노동의 형태(긍정감정표출/ 부정감정억압)는 고객이 대상(서비스, 

서비스직원, 서비스기업)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반응(긍정반응증가/부정반응

증가)을 형성하게 할 것이다.  

H2 긍정감정표출 감정노동은 관찰자(고객)의‘감정전염’효과를 증가시

키고, 이는 고객의 서비스, 서비스직원, 서비스 기업에 대해 긍정 반응 형

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H3: 부정감정억압 감정노동은 관찰자(고객)은‘인지된 감정부조화’를 증

가시키고 이는 관찰자(고객)의 서비스 대상(서비스, 서비스직원, 서비스기

업)에 대해 부정 반응 형성을 증가 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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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자’차원에서 감정노동 해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회적 차원에서의 관계를 볼 때 타인의 상태에 대해서 깊게 추론

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권력’을 제안하는 데 

왜 권력이 사회적 정보에 대한 관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그 동안의 권력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5 권력(Power)

권력(power)은 일반적으로‘자원에 대한 불균형적 통제’라고 정

의 된다.(Emerson 1962, Fiske 2010, Keltner et al. 2003, Magee 

and Galinsky 2008, Pfeffer and Salancik 1978) 권력은 오직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회 관계적이다(Anderson and 

Brion 2014). 개념적으로 권력은 영향력(influence)이나 지위(status)와

는 높은 상관을 갖고 있으나 이들은 각각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영향력은 

자신이 요구하는 바에 대하여 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의도된 행동을 포

함하는 개념인(Cialdini and Goldstein 2004) 반면, 권력은 잠재적인 영

향력의 근원으로 이것은 타인의 동의로부터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Anderson and Brion 2014). 즉 권력에 있어 영향력의 행

사시에 타인의 동의란 그것의 실현에 필수적인 조건은 아닌 것이다. 또한 

지위는 개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존경과 선망을 타인에게 받는 사회-인지 

구조인 것인 반면 권력은 자원에 대해 통제력을 갖는 구조적 위치이다

(Fiske and Berdahl 2007, Fragale et al 2011). 권력은 가치 있는 자

원 점유, 지배 또는 보상이나 처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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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rench and Raven, 1959; Keltner et al, 2003). 최근 권력과 관련

한 실증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Anderson and Brion 2014) 가장 대

표적 연구는 권력과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과의 관계를 밝힌 

Gailinsky 외(2006)의 연구로 이들은 권력 수준을 인위적으로 높게 조작

한 집단에서 타인에 대한 조망수용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자원에 대해 지배력을 가진 개인은 타인에

게 덜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종합적인 이해에 대한 

동기가 감소된다고 설명하였다(Galinsky et al. 2006). 또한 Magee and 

Smith(2013)는 권력의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이론을 제시하였는

데 권력의 기본 전제인 자본의 불균형성이 사회적 거리에 대한 개인의 심

리적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Anderson and Brion, 2014) 따라서 

많은 자원을 가진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대하여 더 큰 심리적 거리

감을 느끼게 되며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거리감의 증대는 대상에 대한 공

감 내용의 정확성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체감, 그리고 동질성에 대한 

느낌을 저하 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Magee and Smith 2013; 

Anderson and Brion 2014). 또한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대상에 대해 성

급한 판단이나 고정관념과 같은 편향적 사고를 할 가능성을 높인다

(Anderson and Brion 2014; Magee et al. 2010;2011). 이렇듯 권력이 

사회적 관계 내에서 상호관계에 대한 인지와 태도에 영향을 준다면 개인

의 권력의 상태는 직원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각과정(감정노동의 

형태에 대한 지각 과정)에 대하여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발

달 심리학에서는 관계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 사회적 지각 발달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것은 도덕 판단이나 관계적 이해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

다.(Piaget 1932; Selman 1980) 또한 연구자들은 권력이 구조적 변수로

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속성을 갖지만 권력이 갖는 심리적인 특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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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관련한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관련한 사고가 활성화 

될 수 있다(Galinsky et al. 2006). 이러한 것은 권력이 특정 상황적 요

인에 의해 이것에 대한 감각이 점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립하였다.

H4 긍정정서표출의 상황에서 권력의 수준이 증가하면, 서비스 직원의 긍

정감정표출에 따른 긍정적 반응을 감소시킬 것이다. 

H5 긍정정서표출의 상황에서 권력의 수준의 증가는 긍정적 추론을(감정전

염, 심층행위)감소 시키고 부정적의 추론을(표면행위)를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고객의 긍정적 반응의 형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H6 부정감정억압 상황에서 권력의 수준이 증가하면 인지된 부조화의 추론

을 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고객이 부정반응을 형성하는 것을 감소시킬 것

이다.

Ⅲ. 연구 가설 및 모형 설계

연구목적 

감정노동을 지각하는 관찰자 입장에서 감정노동에 대한 효과성 규

명이 효과를 조절하는 요인으로서 권력과 감정노동형태에 대한 영향력 검

증  

- 긍정 감정의 증대와 부정 감정의 억압이 관찰자로 하여금 서비스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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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서비스에 대한 지각과 태도 형성에 각각 다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규명

- 타인의 감정노동에 대하여 그것의 추론(표면행위, 심층행위)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권력에 대한 영향 규명 

연구가설

H1: 감정노동의 형태(긍정감정표출/ 부정감정억압)는 고객에게 대상 (서

비스, 서비스직원, 서비스기업)에 대하여 각각 다른 반응(긍정반응증가/부

정반응증가)을 형성하게 할 것이다.  

H2: 긍정감정표출의 감정노동은 관찰자(고객)의‘감정전염’효과를 증가

시키고, 이는 관찰자(고객)의 서비스, 서비스직원, 서비스 기업에 대해 긍

정적 반응의 형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H3: 긍정정서표출의 감정노동의 상황에서 관찰자(고객)의 권력 수준증가

는 행위자(직원)의 긍정감정표출에 따른 긍정 반응 형성을 감소시킬 것이

다. 

H4: 긍정정서표출의 감정노동의 상황에서 관찰자(고객)의 권력 수준의 증

가는 행위자(직원)에 대한 관찰자(고객)의 비진정성의 추론(인지된 표면

행위)을 증가 시키며, 이는 고객의 긍정 반응 형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H5: 부정감정억압의 감정노동은 관찰자(고객)의‘인지된 감정부조화’를 

증가시키고 이는 고객의 서비스, 서비스직원, 서비스 기업에 대해 부정 반

응 형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H6: 부정감정억압의 감정노동의 상황에서 관찰자(고객)의 권력 수준의 증

가는 인지된 부조화의 추론이 감소하고 이는 고객이 부정 반응 형성을 감

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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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모형 

                          [그림 1] 연구 모형

위의 [그림 1]과 같이 감정 노동의 형태와 권력수준에 따라 관찰

자의 추론과 대상에 대한 반응의 형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검증하

기 위해 서비스 맥락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서 권력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도록 하였다. 즉 실험 1은 긍정감정강화 조건, 실험 2는 부

정감정억압 조건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에 대해서 권력이 어떠한 효과를 

감정노동의 지각과 추론에 미치는지 살피고자 인지된 표면행위, 인지된 심

층행위를 공통적으로 매개요인으로 설정하고 추론의 부정성(인지된 표면

행위), 긍정성(인지된 심층행위)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 특히 실험

1은 감정표출이 유무에 대한 조건을 독립변수로 추가함으로써 긍정감정표

출의 감정노동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긍정감정 정서

조절이 무의식적으로 관찰자에게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조건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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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조작/통제

[부정감정억압]

감정�전염

인지된�

표면�행위

인지된�

심층�행위

직원에�대한�충성의도

기업에�대한�충성의도

서비스�평가

긍정감정표출

유/무

[긍정감정표출]

권력수준

상향조작/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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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염을 매개 변수로 삽입하여 이것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피고자 하였다. 실험2는 부정감정 억압조건으로 연구에 따르면 이 상황

에서 직원은 감정부조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관찰자가 지각/추

론 가능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지각된 감정부조화를 매개 변수로 추가하

였다. 마지막으로 각 상황에 대해서 종속변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형성

하게 되는지 측정하는데 본고는 대상을 서비스, 서비스직원, 서비스 기업

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함으로써 상황별, 권력의 수준별로 일관적인 태도를 

대상에게 갖는지 혹은 대상에 따라 각기 구분된 태도를 형성하는지에 대

해 밝히고자 하였다. 

Ⅳ. 실험 설계 및 분석 결과

4.1 실험 1 (긍정감정표출)

실험 1은 서비스 직원의 긍정 감정의 표출을 통한 서비스 응대가 

관찰자인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피기 위한 것으로 긍정감정의 

표출이 있고 없음과 권력의 상향 수준 조작이 있고 없음에 대하여 각 상

황에 대하여 소비자가 어떠한 추론의 과정과 이에 따른 반응을 형성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참가자 및 실험 설계  피험자들은 125명의 수도권 소재의 대학교 

학부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의 나이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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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서 34세의 범위를 가졌다. 실험디자인은 2(서비스직원의 긍정 감정 

사용: 유 vs 무) X 2(권력: 높음 vs 통제) 피험자 간 설계였으며 피험자

들은 총 4개의 조건 중 하나에 무작위로 할당되어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 절차 및 응답 문항  피험자는 집단별로 권력에 대하여 일시

적으로 높아지도록 조작되는데 조작 집단의 경우는 기존의 많은 권력 연

구에서 활용한 (Chen et al 2001, Galinsky and Adam 2003)의 조작 

방법을 사용하였다. 

권력의 상향 조작 집단은 다음과 같이 조작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제했던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때 당신이 느낀 감정에 대해서 적어 주

십시오.“

통제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작을 실시하였다.  

“귀하께서 최근에 산 식료품에 대해서 자유로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피험자는 자신이 떠올린 경험이나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느낌을 

최소 30자 이상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뒤 피험자는 조작이 잘 이루어졌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권력을 연구한 논문에서 활용한 조작 점검 설문

에 대해 응답하였다.(Galinsky et al. 2003) 그 후에 피험자들은 시나리

오를 읽고 매개 변수와 종속변수의 문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응답하였다.

 시나리오는 일상에서 마주하기 쉬운 일반적 서비스 형태로 카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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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음료를 주문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피험자가 해당 상황 속에서 서비스

직원의 서비스를 관찰하고 이에 대해서 피험자의 느낌을 응답하도록 하였

다. 시나리오는 긍정 감정의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로 두 가지 조건으로 나

뉘며 긍정감정의 표현이 있는 조건은 서비스직원과 고객의 대면 상황에 

대하여 총 5회의‘웃으며, 미소를 지으며’와 같은 긍정 정서 표출의 내용

을 삽입하였다. 감정의 표출이외에 모든 집단에 대하여 서비스직원과의 대

면 횟수는 통제하여 동일하게 제시하였다.(부록 참고)

본 연구는 관찰자는 타인의 감정노동을 지각할 수 있다는 것과, 감

정노동의 두 가지 전략 중(표면행위, 심층행위) 권력은 부정적 추론(표면

행위)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시나리오 

중에 한 시나리오를 피험자가 읽은 뒤 매개 변수에 대한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긍정감정표출에 대하여 감정전염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질문과 자신

을 응대한 서비스 직원의 감정노동전략에 대해 추론하는 문항으로 감정전

염,(“나는 이 상황을 상상하며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다.”,“이 상황은 

나의 기분을 좋게 하였다.”), 신뢰도 값(Cronbach α=0.90) 인지된 표

면행위(“직원이 표현하는 감정들은 단순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체 

하는 것뿐이다.”,“직원은 기업이 손님에 대해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감정

을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쓴 것뿐이다.”,“직원은 실제 느끼고 있는 감정과

는 다른 감정을 나에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Cronbach α=0.76) 

(Grandey 2003; Brotheridge and Lee 2003; Groth 2009). 인지된 심

층행위(“직원은 나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감정을 본인 스스로 느끼기 위

해 노력하는 것 같다.”,“점원은 나에게 보여야 하는 감정과 실제 감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등 세 문항(Cronbach α

=0.89)(Groth 2009)을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7=전

적으로 동의함)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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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종속변수는 고객이 경험한 서비스에 대한 반응의 방향

에 대해 정확한 측정을 위해 고객이 형성하는 태도의 대상을 서비스자체, 

서비스 직원, 서비스 기업으로 각각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

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사용한 서비스 응대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기분을 향상시키고 매출 또는 고객 재방문율을 높임으로서 기업성과를 증

진시킨다는(Mattila and Enz, 2002; Pugh, 2001; Tsai and Huang, 

2002)연구 결과에 착안하여 Rafaeli and Sutton(1987)이 감정노동의 결

과로서 제시한 즉각적인 획득(immediate gain)(e.g.,관찰자의 감정 향상), 

반복적 획득(repeated gain)(e.g., 재방문), 전염적 획득(contagion 

gain)(e.g.,다른 소비자에게 구전)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

다. 이에 따라 서비스는‘인지된 서비스 품질’(Oliver 1997; Brady and 

Cronin 2001; Yi 1990)“나는 이 기업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

한다”,“나는 이 기업이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믿는다”를

(Cronbach α=.881)로 측정한 뒤 기업과 서비스 직원에 대한 행동의도

인 ‘소비자 충성 의도’(Zeithaml et al. 1996)를(“나는 다음 구매 시

에 나는 이 [직원/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나는 이 [직원/

기업]을 재방문 할 것이다”,“나는 [직원/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

할 것이다.”,“나는 이 [직원/기업]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

다.”)(Cronbach α=.79)/(Cronbach α=,90)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재

방문 의도와 긍정 구전 의도를 포함하는 행동 의도이기 때문에(이유재, 라

선아 2003) Rafaeli and Sutton (1987)이 언급한 반복적 획득과, 전염

적 획득의 내용이 지닌 행동적 반응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

단하였다. 

 또한 권력이 사회적 거리감을 멀게 한다는 연구에 의거하여

(Magee and Smith 2013) 지각과정이나 추론과정이 아닌 권력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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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거리감의 변화가 이들에 대한 반응이 형성된 것이라는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피험자들을 시나리오를 읽은 후 그들이 직원에 대하여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에 대해 Inclusion in of others in the Self(IOS)

척도를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Aron et al.,1992).   

그 이후, 피험자들은 인구통계학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한 이후 실

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뒤 실험을 종료하였다. 

실험 결과 

조작검증 본 실험에서 의도한 대로 권력에 대해 인위적으로 높아

지도록 조작된 집단은 통제 집단에 속한 집단 보다 더 많은 권력감을 느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p>0.1)이것에 관한 개선과 논의는 실험2와 결론 부분에서 다루었다.

상호작용 검증 Univariate ANOVA을 이용한 두 독립변수(감정표

현유무/권력조절유무)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p>0.05) 따라서 검

증 절차에 따라 두 변수에 대해 주 효과 검정을 각각 실시하였다.

주 효과 분석

감정노동의 주 효과 분석 감정의 주 효과는 긍정 감정을 표현하

는 것과 표현하지 않는 것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으로 집단에 따라 서비스 

직원이 감정을 사용하여 응대한 집단의 62명과 감정을 사용하지 않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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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6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가장 차이를 보인 것은 ‘감정전염효

과’(emotion contagion effect)를 측정한 것으로 ‘그 결과 긍정감정을 

통해 서비스 응대를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해당 시나리

오를 읽은 후 더 긍정적인 기분을 느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권력의 유

무와 관계없이 서비스 상황에서 긍정 감정을 사용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감정 전염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4.85 , 

SD=1.40 VS. = 4.06, SD=1.27 ;F(1,121)= 11.104, 

p<0.01)  

두 번째로 발견한 긍정감정사용의 주 효과는‘지각된 심층행위’

으로‘점원은 나에게 보여 주어야 하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점원은 실제 느끼는 감정과 표현해야 하는 감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등 3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서비스 직원의 응대

에 대해 관찰자가 느끼는 진정성과 관련이 있다(Groth et al. 2009). 이

에 대하여 각각의 피험자는 감정이 존재할 때(M=4.37)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M=3.92) 더 서비스직원이‘심층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각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121)=4.055, p<0.05) 

마지막으로 종속 변수에 대하여서는 유일하게 기업에 대한 긍정 

구전 의도에서 대해서만 주 효과가 미미한 수준 (p=.095)으로만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을 사용할 때(M=4.43)가 그렇지 않은 경우

(M=4.06) 에 비하여 서비스 기업에 대한 긍정 구전의 의도가 높았다. 

(F(1, 121)=2.836, p=.095)

권력의 주 효과 분석  권력에 대한 주 효과는 세 가지의 매개 

변수 중‘인지된 표면행위’에서 나타났다. 즉 인지된 표면행위는‘점원이 

표현하는 감정들은 단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체 한 것뿐이다.’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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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객 차원에서 느끼는 직원의 진정성에 대한 부정적 추론으로(Groth 

et al. 2009 Cöté et al. 2013)이에 대해 권력이 높게 조작된 집단

(M=4.5)이 긍정 감정의 표현의 유무와 관계없이 권력이 통제된 집단

(M=4.0)보다 서비스직원의 행위에서‘표면행위’를 하고 있다고 추론하

는 경향이 높았다.(F(1, 121)=5,031, p<0.05) 따라서 권력의 수준의 증

가는 감정노동에 대한 부정적 추론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

다. 더불어 미미한 유의수준에서(p=0.09) 권력집단과 통제집단 보다 감정

전의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그림 2] 실험 1. 집단에 따른 감정노동 추론의 차이                         

    

두 변수의 주 효과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자면 [그림 2]와 같

다. 권력집단은 긍정감정 표현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서비스 직원의 응대에 

대해서 진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정적 감정노동의 추론 내용인‘표면 

행위’라고 추론하는 경향성이 높았으며, 진정한 감정노동의 추론 내용인

‘심층 행위’라고 추론하는 경향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일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지된 심층 행위는 권력과 통제 집단 모두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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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으며 이는 감정의 주 효과가 

인지된 심층행위에 대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기존연구에 따라 제안된 대

상과의 심리적 거리감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는데(p>0.1) 즉, 

이는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감보다는 감정노동에 대한 지각적 추론과 관련

한 변수가 감정노동의 상황에서 권력에 대해 영향을 받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매개 효과 검증

                                

가설에 따라 세 매개 요인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매

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Baron 

and Kenny 1986). 분석 과정은 총 3단계로 1단계에서는 회귀분석을 통

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관계가 유의한지 살핀 뒤 2단계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직접경로의 유의성을(direct effect)를 증명하고 마

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와 매개변수가 같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total effect)을 분석한다. 이 단계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이 유의하나 독립변수는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perfect 

mediation)라고 하고 독립변수의 계수 값이 줄어드는 경우 부분매개

(partial mediation) 되었다고 한다. 먼저 권력 수준에 따라 종속변수인 

서비스, 서비스 직원, 기업이라는 세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권력(X)의 수준은 서비스 상황에서의 고객의 긍

정적 반응(Y)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p>0.1). 그러나 권력

(X)의 수준은 지각된 표면행위의 추론의 증가(M)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p<0.05) 본래 Baron and Kenny의 제언에 따르면 직접경로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음으로(2단계) 본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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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다고 결론짓게 되지만, 이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매개요인 

검증에 있어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서의 경로가 유의해야한다는 조건이 

필수조건이 아님을 주장하였는데,(Hayes 2009; MacKinnon et al, 

2000; Shrout and Bolger 2002; Zhao et al. 2010) 간접경로 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직접 효과(direct effect)로서 독립변수(X) 와 종속 변수 

(Y)의 유의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

는데 직접 효과는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서로 간의 

영향의 방향이 반대되는 경우, 또는 중복의 매개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다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매개변수에 

대한 탐구는 이론에 의거해야하며, 충분한 이론적 근거가 있다면 간접경로

의 존재를 예측하는 것 혹은 복수 간접경로에 대해 통합 결과나 X->Y의 

직접 효과에 대한 중요성과 관계없이 검증해야함(Rucker et al. 2011)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도 Baron and Kenny의 매개분석이 지니

는 한계점의 보완을 위하여 제시된 방법 Bootstrap을 이용한 매개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Hayes 2012; 5000 Bootstrap ped samples; 

PROCESS SPSS Macro; Model 4). 긍정감정표출에 대한 감정노동 유무

와 권력수준에 대한 변수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각 변수가 

주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감정과 권력을 각각 독립변수로 두고 분석

하여 주 효과에 따른 매개 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그림 3]의 

PROCESS모델을 통해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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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Spss PROCESS 사용모델 4 

검증절차는 먼저 독립변수를 감정표출유무로 종속변수를 긍정감정

표출상황에서의 고객반응인 서비스만족, 직원에 대한 충성의도, 기업에 대

한 충성의도로 나누어 각 3번의 검증을 실시한 뒤 독립변수를 권력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에 대해 각 세 번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는 감

정전염, 지각된 표면행위, 지각된 심층행위를 두 조건에 대해 동일하게 설

정하여 분석한 결과 서비스 평가, 직원에 대한 충성의도, 기업에 대한 충

성의도에 대하여 감정전염이 긍정감정표현의 감정노동의 효과를 완전매개

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각각의 유의한 경로의 계수와 유의 값에 대한 결

과에 대한 정리는 다음의 [표 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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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코딩방법 매개변수 종속변수 B t p SE LLCI ULCI

긍정
감정
표현

1:� 있음
2:� 없음

감정전염

서비스
평가 .2938 3.571 .0005 .1093 -.5008 -.0712

직원에�
대한

충성의도
.2796 3.636 .0004 .0859 -.4427 -.0898

기업에�
대한

충성의도
.3284 4.377 .0000 .1084 -.5200 -.0880

권력

1:� 높음
2:� 통제

감정전염

기업에�
대한

충성의도
.3369 4.650 .0000 .0942 .0021 .3954

직원에�
대한

충성의도
.2792 3.756 .0003 .0761 .0000 .3090

인지된
표면행위

직원에
�대한
충성의도

-.1571 -1.995 .0483 .0558 .0025 .2376

[표1] 감정의 유무와 권력수준이 감정전염, 표면행위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매개효과 (PROCESS macro) 

* SE = standard error, LLCI=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s, ULCI=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s.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감정표현에 대한 유무는 감정

의 전염이 매개하여 서비스평가, 직원에 대한  충성의도, 기업에 대한 충

성의도에 대하여 긍정 반응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서비스[β=.2938, 

95% CI(-.5008, -.0712)] 서비스직원에 대한 충성의도[β=.2796, 

95% CI(-.4427, -.0898)] 기업에 대한 충성의도[β=.3284, 95% 

CI(-.5200, -.0880)] 또한 [표 1] 하단과 같이 독립변수를 권력(조작/

통제)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권력

의 수준에 따라 감정의 전염과 인지된 표면 행위가 차이가 있었으며, 권력

의 수준이 높은 경우“1”로 통제된 경우“2”로 코딩되었기 때문에 권력

의 수준이 통제된 경우에(1->2) 감정전염에 정(+)의 영향을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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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감정전염이 기업[β=.3369, 95% CI(.0021, .3954] 직원[β

=.2792, 95% CI(.0000, .3090]에 대한 충성의도의 증가를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감정전염이 또 다른 종속변수인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권력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표면행위라고 인지하

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비스 직원에 대한 충성의도의 형성에 부

(-)의 영향을 주었다.[β=-.1571, 95% 신뢰구간(.0025, .2376]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그림 4]과 같으며 어두운 블록은 각 경로가 유

의함을 의미한다.

[그림 4] 실험 1 매개 효과 검증 정리 

위의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실험 1에서 종속변수와의 관계

를 유의하게 한 주요한 매개 변수는 감정의 전염였다. 따라서 감정전염에 

대해서 Univariate Anova를 권력과 감정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 2]는 그것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감정전염은 권력과 감정의 상호

작용이 유의하지 않으며 권력에 대해서는 미미한 유의 수준을 보이며

(p=.099) 감정에 대해서만 매우 유의함(p=.001)을 알 수 있었다.  즉 

감정�전염

인지된�표면행위

인지된�심층행위

직원에�대한�충성의도

기업에�대한�충성의도

서비스�평가감정�표출의�유무

감정�전염

인지된�표면행위(-)

인지된�심층행위

직원에�대한�충성의도

기업에�대한�충성의도

서비스�평가권력수준

상향조작/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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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권력 4.883 1 4.883 2.756 .099

감정 19.677 1 19.677 11.104 .001

권력*감정 .953 1 .953 .538 .465

오차 214.423 121 1.772 　 　

합계 2717.750 125 　 　 　

직원의 긍정감정을 사용한 응대가 있고 없음에 따라 소비자의 시나리오를 

읽은 후에 기분 향상에 대한 효과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표 2] 권력과 감정사용유무가 감정전염에 미치는 개채-간 효과검정(ANOVA)

실험 결과 해석 

본 실험을 통해 긍정감정표출을 통한 서비스 응대는 고객의 기분

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긍정감정을 사용한 서비스 응대는 

감정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서비스평가, 서비스직원에 대한 충성의도, 

기업에 대한 충성의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였고 이는 감정전염에 의해서 

완전 매개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권력의 수준이 증가할 경우 감정전

염에 대한 효과를 감소시키고 부정추론내용을 증가시켜 이에 따라 권력은 

긍정감정표현응대에 대한 긍정반응의 효과를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권력 수준이 조작(1)에서 통제(2)로 조건이 변화할 때 이에 따라 감정전

염이 향상되는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긍정감정을 사용했을 때 주요한 매

개변수인 ‘감정전염’에 대해서 권력 수준의 증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설과 같이 권력이 높아지도록 

조작된 집단은 서비스 점원의 감정노동 내용을 추론할 때 이를‘표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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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라고 추론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이러한 증가된 인지된 표면행위는 서

비스직원에 대한 충성의도의 형성에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본다면 긍정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서비스보다 소비자의 반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이는 서비스는 감정전염이 매개하여 그러한 효과를 드러내었다. 반면 고객

의 권력 수준이 높을 때는 이러한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는 권력이 

감정노동의 추론에 대하여 표면 행위라고 추론하는 경향성의 증가와 긍정

정서전염에 대한 효과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2 실험 2 (부정감정억압)

실험 2는 앞의 연구가 서비스직원의 긍정감정을 강화하는 조건에

서 관찰자의 권력이 높게 조작된 경우와 통제된 경우에 미치는 관찰자의 

태도 및 추론 내용의 변화를 살폈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서비스직원이 부

정감정을 억압하는 조건에서 권력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실험하기 위

해 고안 되었다. 부정감정을 억압하는 조건에서 통제 집단은 서비스직원과 

유사하게 감정노동의 부정성을 의미하는 감정 부조화를 체감하고 이러한 

부조화에 대한 인지를 통해 서비스직원, 기업, 서비스에 대한 태도의 형성

에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권력 집단에서는 서비스직원이 부정감정을 억압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는 할 수 있지만 권력 수준이 증가와 타인에 대

한 조망수용 감소라는 기존 연구결과에 따라(Galinsky et al. 2006)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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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직원의 내면 상태을 의미하는 정서부조화를 겪고 있을 것이라 추론하는 

경향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서비스, 서비스직원, 기업에 

대한 태도형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가설을 증

명하기 위한 실험 2에서는 감정노동의 부정성을 논하는 직접적 변수인 

‘감정 부조화’를 추가적으로 측정함으로서 관찰자 입장에서 서비스 직

원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참가자 및 실험 설계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111

명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실험디자인은 

‘감정억압’에 대한 시나리오를 두 가지의 집단유형(권력 높음 vs 통제

집단) 별로 측정한 1 요인 피험자 간 설계를 설정하였으며 피험자는 무작

위로 각각의 집단에 할당되었다. 감정의 사용유무를 넣어 긍정감정노동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실험1과는 달리 감정억제는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

게 감정을 서비스 직원이 감정을 억압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권력의 수준

만을 집단 간 조절하여 이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험 절차 및 응답 문항  피험자는 먼저 집단별로 권력에 대하여 

높아지도록 조작하거나 혹은 통제하였는데 실험 1에서의 Galinsky(2003)

의 글쓰기 과제에 이전에‘권력, 통제, 영향력, 지배’권력과 관련한 

Scramble test를 실시하게 하였다. 이는 권력의 조작이 미미한 유의 수준

에 불과하였던 실험 1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었다. 

통제집단은 권력과 관계없는‘노래, 놀이, 동물’등의 낱말이 들어간 단어 

과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그 뒤‘최근의 식료품을 산 경험’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요청 하였다. 두 권력과 관련한 조작 과업을 수행한 후 피험자

들을 3가지 척도로 구성된 조작 검증 설문에 응답하게 하여 조작의 유의

성에 대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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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피험자는 시나리오를 읽게 되는데 이 때 시나리오는 서비스 

직원이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압하는 부정적 상황을 설정 하였다. 즉 의류

를 구매하러 간 주인공인 고객이 다른 손님과 실랑이 중인 서비스 직원을 

목격하는 것으로, 분쟁의 내용에서 누구에게 잘잘못이 있는지는 확연히 알 

수 없도록 설정한 뒤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서비스직원이 관찰자

인 나에게 와서 일반적인 서비스 응대를 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해당 상황

에 관한 설문을 응답하도록 요청 하였다.(부록 참조)

매개변수로는 실험 1과 동일하게‘인지된 심층행위’와‘인지된 

표면행위’에 대한인지를 측정함과 더불어 실험 2번은 부정적 감정을 억

압하는 조건이므로‘긍정 감정의 전염효과’에 대한 측정 대신‘인지된 

감정 부조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추가 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감정 노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Groth et al. 2009)“나는 내 감

정을 왜곡 하였다”,“나는 실제 감정과 표현감정에서 차이를 느낀다.” 

“나는 감정에 대해서 혼란을 느낀다.” 등의 3문항인데 이를 관찰자 차원

에서 측정하기 위하여‘인지된’이라는 단어를 삽입함으로써 고객 입장에

서 서비스직원의 내면적 상태인 감정 부조화를 지각하는가에 대하여(“직

원은 감정을 왜곡하는 것 같다.”,“직원은 실제 감정과 표현 감정에 차이

를 느끼는 것 같다.”,“직원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 측정 하였다. 

종속변수로 실험2는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만족, 서비스직

원과 서비스기업에 대한 충성의도(만족, 재방문 의도, 긍정구전의도)를 각

각 나누어 측정 하였으나 각각의 대상에 대한 ‘태도’를 추가적으로 측

정 하였다. (‘좋다/싫다’,‘마음에 든다/들지 않는다’,‘긍정적이다/부

정적이다’)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박은아 2005; 성영신 외 

2007). 이는 대상에 대해서‘우호적 태도’를 지니는 것과‘재방문,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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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값 유의확률

1 50 4.84 .97646
집단�간
집단�내

6.364 .013
2 61 4.21 1.5178

적인 구전 등’의 행동적 의도와 태도를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각 변수

에 대하여 권력의 차이가 주는 행동적 의도의 변화에 대해 태도라는 잠재

적 매개 변수를 삽입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실험 결과

 

조작검증  권력이 높도록 조작된 집단이 자신에 대하여 더 권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아래의 [표 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05) 집

단의 조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 Power의 조작검정(ANOVA) 

다음으로 억압조건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본 실험의 의도대로 참가

자들이 서비스직원의 억압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작 검정을 시행하

였다. 질문은“서비스직원은 감정을 표현하였다”,“서비스직원은 감정을 

억압하였다”로 측정 하였고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표 4]와 같이 응답자

들 간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시나리오에 대하여 권력의 조작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서비스직원의 억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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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내용
집단
유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값

� �
유의확
률

서비스�직원이�
감정을�표현함

권력 50 2.4 1.4

109 .024 .878

통제 60 2.4 1.3

서비스�직원이�
감정을�억압함

권력 50 5.3 1.5

110 1.027 .313

통제 61 5.6 1.5

[표 4] 시나리오 조작 검정 (ANOVA)

주 효과 검증

권력의 수준차이는 부정감정억압조건에 대해서 직원의 상태에 대

한 서로 다른 추론에 영향을 주었는데 인지된 부조화(‘직원은 실제 감정

과 표현해야 하는 감정의 차이에서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에 대하여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권력=3.5, SD=1.54 VS.통제=4.39, 

SD=1.59;F(1 ,111)=8.88, p<0.05) 더불어 인지된 표면행위(‘직원은 

실제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가진 체 한 것뿐이다‘)에 대해서 통제집단

(통제=5.1, SD=1.39)과 권력집단(권력=4.58, SD=1.45)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111)=9.36, p<0.05)

권력의 수준의 차이가 기업, 서비스직원, 서비스에 대한 태도 등의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매개 변

수와 관련한 인지부조화와(f(1,109)=4.867, p=0.29) 인지된 표면 행위

에 대해서 권력의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여서(f(1,109)=4.076, p=0.46)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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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효과 검증

1번 실험 과 동일하게 Baron and Kenny(1986)가 소개한 절차

에 따라 매개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절차에 따라 먼저 표면행위를 종

속변수로 두고 집단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 하였다.(β 

=.419, t=2.019, p< .05) 다음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집단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β=-.231, t=-1.467, p= .145) 따라서 실험 1과 같

이 Baron and Kenny의 매개분석방법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붓스트랩을 이용한 매개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Hayes 2012; 5000 

Bootstrapped samples; PROCESS SPSS Macro; Model 4, 6) 독립변

수로 권력의 상향 조작 유무를, 매개변수로 인지된 감정부조화, 인지된 표

면행위, 인지된 심층행위를, 종속변수로 서비스, 서비스직원, 기업에 대한 

태도와 서비스직원, 기업에 대한 충성의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종속변수１)서비스 Hayes(2012)가 설명한 절차에 따라 SPSS 

macro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PROCESS model 4 표면행위(M1), 심

층행위(M2), 감정부조화(M3) 그룹유형(X), 서비스태도(Y)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 먼저 첫 번째 모델은 표면행위(M1)에 대한 집단유형(X)을 회

귀분석 하였다. 이 분석 모델은 유의하였으며( =.0360 f(1,109) 

=4.07, p<.05). 그 다음 모델은 심층행위(M2)에 대한 집단유형(X)의 상

관관계를 회귀분석 하였다. 이 분석 모델은 유의하지 않았다.(P=N.S) 그 

다음 모델인 감정부조화(M3)에 대한 집단유형(X)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

한 결과 모델은 유의하였다.( =.0427 F(1,109) =2.20, p<.05) 그 뒤 

설정한 종속변수인‘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표 5]

와 같이 모델이 유의하였다.( =.1009 F(4,106)=2 .9731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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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변수� SE T 유의확률

상수 4.5746 .4872 9.3887 .0000

표면행위 -.2106 .0781 -2.6954 .0082

심층행위 .0513 .0652 .7889 .4319

감정부조화 -.0281 .0751 .3742 .7090

집단차이� (H/C) -.1322 .1577 -.8382 .4038

[표 5] 권력의 수준이 표면행위, 내면 행위, 감정부조화의 인지를 통해 서비스 

태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SPSS macro) 

그 다음으로 Y에서 X의 간접효과(indirect effect)가 매개 변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를 Bootstrap 결과를 살펴보면, 매개변수가 ‘표면 

행위’일 때만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95% CI:-.2297, 

-.0120) 이 조건에서만 매개변수가 유의 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태도가 서비스에 품질지각에 매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Hayes의 6번 

모델을 시행 하였다. 그 결과 모델이 유의하였으며( =.2078, F(3,107) 

=9.3565, p<.00) 간접효과에 대한 모델의 Bootstrap 결과 0이 

신뢰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95% CI:-.1375, -.0083)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5]과 같은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5] 종속변수: 서비스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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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2)서비스직원  앞에서 시행한 것과 동일한 방법

(PROCESS model 4)으로 세 변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되 종속변수를 

서비스직원에 대한 태도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앞의 분석과 같이 독립변

수인 집단유형과 감정부조화( =.2067,F(1,109)=4.86,p<.05), 표면행

위( =.0360,F(1,109)=4.07, p<.05) 는 회귀 분석의 관계가 유의한 반

면. 심층행위는 유의하지 않았다. 더불어 종속변수는 서비스직원에 대한 

태도는 오직 인지된 감정 부조화의 경로를 통해서만 유의함을 알 수 있었

다.(β=.2608, t=2.9588, p<0.01) 최종적으로 모델이 유의하였으며( 

=.2972, F(4,106)= 2.5672, p<.05) Y에서 X의 간접효과가 매개 변수

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를 Bootstrap 결과를 통해 살피면 매개변수가 감정

부조화의 경우만 0이 신뢰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95% CI: 0166, 31 

91) 이 조건에서만 매개 변수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모델이 

유의하였으며(  =.2972 ,F(4, 106)=2.5672, p<.05) 간접효과에 대한 

모델의 Bootstrap 결과 0이 신뢰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95% CI: 

0166. 3191)‘완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의 서비스에 대

한 태도와는 달리 서비스직원에 대한 태도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집단유형과 서비스직원에 대한 사이에 인지된 감정 부조화가 이를 매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종속변수: 직원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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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3)기업  SPSS Process를 이용한 분석으로 모델 4번을 이용하

여 세 변수의 매개 효과를 측정하였다. 역시 독립변수인 집단유형과 감정

부조화(=.2067, F(1,109)=4.86, p<0.05)와 표면행위( =.0360, 

F(1,109)=4.07, p< .05)와의 회귀 분석의 관계가 유의한 반면 심층행위

는 유의하지 않았다. Hayes 4번 모델에서 종속변수를 기업에 대한 태도

는 모든 매개가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모델이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기업에 대한 태도는 부조화가 신뢰구간에 0(95% CI:.0020 .3117)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유의한 매개 효과를 나타냈지만 모델에 대한 유

의도가 marginally significant한 수준(p=.0505)이었다. 

따라서 두 개의 매개요인을 검증하는 6번 모델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충성의도를 기업에 대한 태도가 매개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종속 변수인 기업에 대한 충성의도는 오직 기업에 대한 태도의 경로를 통

해 유의하였다.(β=.4449, t=4.0688, p<.01) 최종적으로 모델이 유의하

였으며(β=.1579 ,F(3, 107) =6.687,p <.01) Y에서 X의 간접효과가 

매개 변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를 Bootstrap 결과를 살피면 매개변수가 

그룹에서 인지된 표면행위를 통해 기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간접

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PROCESS분석결과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만 

0이 신뢰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95% CI:-.0994, -.0019) 완전 매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종속변수: 기업에 대한 매개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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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해석 

실험2는 서비스직원이 감정을 억압하는 조건에 대하여 고객이 이

러한 서비스직원의 감정노동을 지각하는지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지각하였

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것과 동시에 이러

한 모든 과정에 권력의 수준이 어떠한 영향을 소비자의 기업, 서비스, 서

비스 기업에 대한 태도, 충성의도의 형성에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

한 실험이었다. 그 결과 서비스직원의 감정억압에 대한 지각은 권력에 따

른 집단 간 차이 없이 억압의 상황을 인지하였지만 이러한 억압에 대하여 

권력집단은 감정 부조화를 덜 느낀 반면 권력통제 집단은 직원이 감정부

조화를 느끼고 있다고 인지하였다. 즉 자신들에게 응대하는 직원들이 감정

을 왜곡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에 따라 혼란을 느낄 것이라고 추론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과정이 매개하여 통제집단은 서비스직원에 대하여

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였지만, 기업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

도의 형성이 감소(-) 되었고 이러한 태도 형성에 인지된 표면행위의 증가

가 매개하였다. 즉 통제 집단은 직원이 진정하지 않은 표면적인 응대를 하

고 있다고 추론하였고, 이에 따라 서비스와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 형

성이 감소하였지만,‘상황’에 대한 부조화의 인지를 통해서 서비스 종업

원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은 증가하였다. 즉, 사전 연구에 따라 ‘표면

행위’의 인지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표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배경에 대한 충분한 공감은 이들에게 긍정적 태도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 태도의 형성이 직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직원의 감정억제를 지각하는 것은 서비스와 기업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권력집단은 직원이 감정을 억압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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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내용 결과

H0

감정노동의 형태(긍정감정표출/ 부정감정억압)는 고

객에게 대상 (서비스, 서비스직원, 서비스기업)에 

대하여 각각 다른 반응(긍정반응증가/부정반응증가)

을 형성하게 할 것이다.  

부분적

지지

것을 지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원의 감정조절전략이 표면

행위일 것이라는 추론 내용이나, 직원이 부조화를 겪고 있을 것이라는 추

론 내용이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권력의 증대는 대상이 감정을 억압하

는 상황에 대해서 지각은하나 서비스 직원의 감정노동에 대한 추론은 통

제집단과의 차이를 나타냄으로서 결과적으로 두 집단은 대상 (서비스, 직

원, 기업)에 대해서 상이한 태도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가설 검증

 본 연구는 관찰자인 고객의 권력수준과 대상자인 서비스직원의 

긍정감정표출 또는 부정감정억압간의 관계가 서비스, 서비스직원,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론적 배경 연구

에 있어서는 감정에 대한 지각, 감정노동, 사회적 정보로서의 감정과 권력

에 대해 살펴본 후 실시된 실증연구는 설문지를 수집하여 이루어졌다. 수

집된 설문지는 SPSS 20.0을 이용하여 ANOVA, Linear Regression 

Model, Bootstrapping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

를 통하여 나온 가설 검정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의 [표 6] 같다.

[표 6 가설 검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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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직원의 긍정감정표출은 고객의‘감정전염’효과를 

증가시키고, 이는 고객의 서비스, 서비스직원, 서비

스 기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의 형성을 증가시킬 것

이다.

지지

H2

긍정감정표출 상황에서 관찰자(고객)의 권력 수준

이 증가하면, 서비스 직원의 긍정감정표출에 따른 

긍정적 반응을 감소시킬 것이다.

 지지

H3

긍정감정표출 상황에서 권력의 수준의 증가는 

비 진정성의 추론(인지된 표면행위)을 증가시킬 것

이며, 이는 고객의 긍정적 반응의 형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지지

H4

부정감정억압 상황에서의 직원의 감정조절은 고객

에게 인지된 감정부조화를 증가시키고, 이는 고객의 

서비스, 서비스직원, 서비스 기업에 대해 부정적 반

응 형성을 증가 시킬 것이다.

부분적

지지

H5

부정감정억압 상황에서 관찰자(고객)의 권력 수준

이 증가하면 인지된 부조화의 추론의 수준이 낮아

지고 이는 고객이 부정반응을 형성하는 것을 감소

시킬 것이다.

지지

Ⅴ. 결   론

5.1 연구 결과 및 의의

   본 연구를 통해 감정노동은 관찰자에 의해서 지각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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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서비스 직원의 감정노동전략인 표면행위, 심층행위 또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추론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과정에 서비

스 상황이 긍정감정표출인지 혹은 부정감정억압 조건인지, 그리고 관찰자

의 권력 수준에 따라 관찰자의 추론내용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추론 과

정을 통해 서비스, 서비스 직원, 서비스 기업에 대한 반응이 달라짐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실험결과 긍정감정표출 상태에서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가장 주요한 매개변수는 감정전염였는데, 관찰자의 권력 수준

의 증가는 감정전염 효과를 감소시키고, 부정적 추론 내용인 표면행위에 

대한 추론이 증가되면서 직원의 긍정감정을 표출한 감정노동은 관찰자에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더불어 실험 2에서 부정감정억압 

서비스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통제 집단은 서비스 직원이 감정을 억압하

고 있다고 느끼고, 이에 대하여 그들의 실제 감정과 현재 표현하고 있는 

감정이 불일치되는 정서부조화를 추론하여 이에 따라 태도를 형성한 반면, 

권력집단은 직원의 인지부조화에 대한 추론수준이 낮았고 따라서 부정 감

정을 억압하여 응대하는 것에 대해 반응의 차이가 없었다.

서비스, 서비스직원, 서비스기업에 대한 태도의 분리현상

흥미로운 것은 통제집단의 관찰자인 고객이 직원의 감정 부조화를 

인지한 후에 기업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 반면 직원에 대해서

는 오히려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즉 서비스 기업과 서비스 

직원에 대하여 고객이 분리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

데 이것은 소비자가 기업과 직원을 동일시하여 생각하지 않고 상황에 따

라 다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것은 직원이 표면행위를 

하고 있다고 고객이 인지함에도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 형성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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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음을 발견한 것으로 이는 최근 표면행위의 혼합 된 영향에 대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Wang and Groth 2014). 따라서 진정성

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감정

노동의 연구가 서비스 전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측정한 반면에 본 연구

는 이러한 종속변수의 대상을 구분하여 응답하게 함으로써 긍정과 부정의 

반응이 서비스, 기업, 서비스직원 중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검증한 것이다. 

긍정상황에서는 각각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보였으나 부정감정억압 상황

에서는 각 요소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일치하지 않았다. 즉 직원의 부정감

정억압은(불량 고객에 대해서 무조건 적으로 수긍하는 등) 소비자로 하여

금 기업에 대해 항상 긍정적 반응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할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

이다.  

권력의 효과

        권력은 자원의 불균등성을 의미하는데 사회 내에서 개인 간의 권

력의 불균형성은 대상간의 관계를 멀게 한다. 이러한 것을 감정노동의 맥

락에서 언급한 이유는 고객과 직원간의 권력의 불균형이 서비스 맥락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함이다. 권력이 상황적 단서로도 점화될 

수 있다는 것(Galinsky 2006)은 권력의 구조에 대한 변동성을 의미한다. 

즉 개인은 언제나 일정한 권력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

라 권력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때 높은 권력감은 서비스 상황에

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권력

의 수준이 증가 할수록 긍정감정전염 효과가 감소하고 직원의 감정조절 

행위에 대해서 겉으로 인위적으로 꾸민 것일 뿐이라는 부정적 추론의 내

용이 증가하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이는 최근 권력 연구가 보고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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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각의 편향성(Galinsky 2006; Anderson and Brion 2014)을 증가

시킨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권력은 대상에 대한 

조망수용능력(perspective taking)을 감소시켰는데 본 연구에서 또한 부

정 상황에서 직원에 대한 감정부조화의 지각은 통제집단과 권력 집단 간

에 차이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권력이 상대방에 대

해 정확히 지각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킨다(Galinsky  et al. 2006)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 제품 판매 맥락에서‘관여도’의 

역할을‘권력’이 서비스 맥락에서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찰자인 

소비자의 권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도록 상황적으로 점화하는 것은 긍정상

황에서는 긍정적반응의 형성을 저해하고, 고정관념에 의해 직원에 대한 부

정추론을 증가시키며, 부정 상황에서는 서비스 직원의 내면적 상태(감정부

조화)에 대해 추론하지 못하여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직원의 경험과 소비자

의 경험이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직원의 내부만족을 저해하고 직원의 내부만족이 외부고객의 만족이라는 

기업성과의 연결고리(이유재 외 2009)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독립변수-권력 권력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것이 비록 구조적 변

수로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속성을 갖지만, 이것의 심리적 특성이 권력과 

관련한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Galinsky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에게 권력에 관한 글쓰기를 수행하게 

하자 이에 대해서 죄책감과 같은 감정을 상기하거나 단어에 대한 불편함

을 표현하는 피험자가 많이 존재하였다. 이에 영향력, 통제력과 같은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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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경하였지만 직접적인 권력의 조절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한계가 있

을 수 있으며 실제로 실험1에서는 권력의 조작이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실험2 에서는 단어 맞추기 테스트와 같은 추가적 과제를 통해 이를 

극복하였으나 권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권력에 대해서 국내에서 더 효과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방

법적 측면의 개선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권력의 조작에 대해서 상향수준과 통제수준을 나눈 뒤 

일반적인 서비스 응대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살폈는데 이 때 권

력이 높은 조건(power high)과 통제조건(권력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은)을 살피고 권력이 낮은 수준 (power low)조건은 설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가 의도된 감정 표현이 어떻게 왜곡되는가에  관한 검증 이

였음을 볼 때 실질적으로 기업이 추구하는 서비스 관리 내용에서 권력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도하

는 바와는 달리 소비자가 자신의 권력이 저하되는 느낌을 받는 서비스 응

대는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급 사치 매

장에서 자신의 권력의 감소를 경험하거나, 고객이 자신 스스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때와 같이 고객은 권력 수준은 감소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경험과 이들이 서비스

직원의 감정 조절 전략을 마주했을 때 어떠한 지각적, 행동적 효과를 나타

내는 지에 대한 것을 밝히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또한 권력 조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객과 직원의 관계에서 권

력의 비대칭성을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 권력 점화를 통

해 관찰자의 권력수준을 상향되도록 조작하였는데 이것이 해석에 있어 고

객과 직원의 권력의 비대칭성이라고 논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

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어떠한 서비스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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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권력이 점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인들을 밝히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예를 들어 직원의 지위, 매장의 지위(Wang et al. 

2013) 혹은 판매하는 물건의 지위, 무조건 적으로 복종하는 서비스 응대

방법과 같은 것도 그러한 일시적 권력 향상을 도모하는 요인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매개 분석 더불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관계에 대해서 직

접효과가 존재하지 않고 매개요인에 의해 완전 매개되었는데 특히 독립변

수와 매개변수는 양(+)의 관계를 매개변수와 종속 변수는 음(-)의 관계

를 갖게 되어 이를 Baron and Kenny 분석 방법으로 매개 효과를 검증할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 이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한계를 살

필 수 있었다. 이를 그동안의 연구자들이 밝힌 Baron and Kenny 매개 

분석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Bootstrap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Hayes 

2012; 5000 Bootstrapped samples; PROCESS SPSS Macro; Model 

4,6)을 통하여 극복하였지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직접경로가 유의하

지 않은 이유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종속 변수 종속변수인 서비스에 대한 태도 형성에 대해 서비스를 

구성하는 서비스자체, 서비스 직원, 서비스 기업에 대하여 소비자가 다른 

태도를 형성한 것에 대해서 본 연구는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

나게 되는지(부정감정억압)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 

가에 대한 메커니즘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기에 고객이 직원에게는 긍정의 

태도를 유지하나 기업에 대하여서는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원인에 대해

서 밝혀보는 것도 서비스 접점관리 연구에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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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에 대하여 

“이상한 것은 손님을 왕으로 대우해 주니, 더 많은 클레임이 들어

온 다는 겁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참을성 없이 우리에게 불만을 표시합니

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해주면 손님은 

우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해줘도 우리에게 감사함

을 표시합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골프캐디 5년차 직원 S양) 

“저도 서비스 직원이니 어느 정도 친절해야한다는 제 역할은 인

식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이라고 인식하는 때요? 아무래도, 무언가가 분

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조건 참아야 하는 때입니다. 

화가 나는데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모를 때 무력함을 느낍니다.”(음료 프랜

차이즈 서비스업 근무 5년차 직원 S군)

“고객 클레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그래야 나중에 편하거든요, 어차피 고객이 다 옳은 것이 

될 것이니 되도록 분쟁은 회피하는 편이에요.” (음료 서비스업 근무 2년

차 L양)

위는 서비스에 오랫동안 종사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친

절하게 응대하고 고객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임을 인식하

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감정노동이라고 생각하는 때는 바로 부정적 사

건이 발생했을 때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지를 모를 때, 

또는 기업이 중재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고객 편

을 들어줄 때 이 때 감정노동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함을 알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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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정노동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응대에 대하여 소비자는 정말로 만족할까? 첫 

번째 인터뷰 내용과 같이 지나친 권력 상향은 오히려 더 자주 불만족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데 연구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권력의 상향은 

오히려 감정노동(긍정감정표출)의 효과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권

력이 통제된 집단 역시 부정 감정을 억압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

에 따라 기업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볼 때 꼭 권력집단이 

아닌 일반 소비자 전반에 대해 무조건 적인 복종의 효과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는 진정성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것

은 비단 사회 전반뿐 아니라 서비스 접점지역서도 고객은 진정한 서비스

를 기대한다. 현재까지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 역시 진정성에 대한 역할

을 인식하고 이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

가 주로 발신자 차원에서 직원이 진정하게 표출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여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것은 결국 모든 귀인을 직

원의 진정성의 여부로 귀착시키는데 개인이 내면적으로 갖추는 진정성은 

실제로 기업 수준에서 강요하거나 관리하기가 다소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직원이 진정성을 갖도록 내면화하는 교육을 수행함과 동시에 진정성이 소

통되는 데 있어 좀 더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러한 효과를 조절하는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김상희, 서문식(2005)은 직원이 감정부조

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요인, 거래상황요인, 서비스 점

원의 상태 요인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이유재, 이청림 2014). 앞으

로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감정노동과 진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의 

활성화는 감정노동이 갖는 부정성의 회복에 대해서 이것이 갖는 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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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화하고 조절 변수를 밝힘으로서 문제에 대해 좀 더 실질적 해결책을 

가져다 줄 수 잇을 것이다.

또한 발신자 차원의 진정성 표출의 향상을 위해서는 진정한 서비

스를 하게 하는 서비스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이 주요할 것이다. 그것에는 

분명 발신자의 특성상 그러한 직무가 잘 맞는 성향의 사람을 잘 채용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교육하여 내면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의 개인이 업무에 있어 만족을 느끼는 데에 있어 영향을 변수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본고는 소비자와 직원의 불균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보았지만 권력과 진정성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진실한 자기표현과 권력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관계를 연구하였는데(Neff and Suizzo 2006) 이들 연구에 따르면 권력

의 불균형은 낮은 권력을 지닌 개인에게 진정한 자기표현(authentic self 

expression)을 저하시켰다고 한다. 즉 권력의 불균형성이 수신자(고객) 

차원에서의 추론과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발신자 차원(직원)에서 진

실한 표현의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진정한 표현

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변수 이외에 진정성을 이끌어내는 직원 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는 것도 직원만족이 소비자 만족이라는 관계(이

유재 외 2009)를 감안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조직 연구에

서는 직원이 느끼는 자율성(autonomy)이 직무 만족의 주요한 변수임을 

밝혔는데(Hackman and Oldham, 1975)이는 실제로 감정노동의 연구에

서 감정노동의 수준보다는 직원의 자율성의 여부가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증명한 것이다(Wharton 1989). 또

한 소비자 차원에서도 나를 응대하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나를 친절하게 

대우하느냐 혹은 강요에 관한 추론은 진정성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한 고려요인 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진정성의 논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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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발신자, 배경차원에서의 논의와 더불어 이에 주요한 발신자 차원

에서 무엇이 근무에서의 진정성을 이끄는 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

루는 것은 서비스 접점에서 더 효과적인 고객만족을 이루는 함의를 가져

다 줄 것이다.

감정 노동의 긍정성 회복을 위해서  

사회적 대면행위에서 적절한 감정의 규제는 원활한 상호관계에 필

수적이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쾌감을 경험할 것이다. 따

라서 적절한 감정조절능력은 고객의 서비스 품질지각에 주요한 영향을 준

다. 하지만‘감정 노동’이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 문제로서 화두가 되는 

경우는 주로 소비자가 비인격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무리한 요구

를 하는 등 명백히 불량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직원에게 일관된 미

소와 친절한 태도 등의 과한 복종과 순응을 요구하는 경우로 주로‘콜센

터’직원과‘항공사’에서 이러한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문제가 붉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인 권력의 비대칭성이 실제로 그

들에게 만족을 제공해주지 못함을 본 연구를 권력이 갖는 편향적 추론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의사소통의 매개로써의 감

정, 그리고 서비스 기업이 수행하는 직원의 감정노동은 단순히 긍정감정을 

전염하여 고객에게 긍정적 태도가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직원의 

감정조절에 대해서 어떻게‘추론’하는 가하는 추론내용이 고객의 태도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서비스 기업에게 고

객 만족 달성을 위한 실무적 함의를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서비스 

기업은 감정을 하나의 사회적 정보로서 활용하여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공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할 요인들에 대해 직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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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좀 더 총체적인 시각(메시지내용 자체, 메시지가 전달되는 문맥, 

그리고 수신자와 발신자)을 겸비함으로써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으로는 감정‘노동’이라는 현대 사회가 지니고 있는 부정성

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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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실험 1

조작집단

.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

람들을 통제했던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때 당신이 느낀 감정에 대해서 적어 주

십시오.

통제집단

귀하께서 '최근에 식료품을 구매한 경험'에 대해서 자유로이 작성해 주십

시오.   

조작확인

귀하에 대하여 본인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나는 "000" 사람이다 (1=전혀그렇지 않다, 7=매우그렇다)

1. 영향력이 있는

2.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귀하께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가상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마치 귀하께서 직접 겪고 있는 상황이라 상상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읽고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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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당신은 길을 걷던 중 커피가 먹고 싶어 근처의 커피전문점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입장하자 점원이 웃음을 지으며 

 “환영합니다. 000(매장이름)입니다” 라며 말합니다.

 

메뉴판 앞에서서 당신은 어떤 음료를 마시면 좋을지 고민하며 메뉴판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카페라떼를 마시기로 결정하고 점원에게 주문합니다.

 

주문을 기다리던 점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른 것 더 필요한 것 있으세요?”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계산을 완료한 점원이 미소를 띄며  

 “진동벨 울리면 픽업대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 당신은 매장을 좀 둘러본 뒤 진동벨이 울리자 픽업대에 갑니다.

 

 음료를 제조하는 직원이 웃으며

 “주문하신 제품 나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제품을 들고 출입문으로 나갑니다. 

 

점원이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 밑줄 그은 부분이 제시되는 가의 여부에 따라 감정표현사용 있음/없음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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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느끼는 점원과의 거리에 대한 느낌입니다. 가장 공감이 가는 

모형의 숫자를 골라 주십시오.

2. 제시된 상황에 대해서 귀하께서 느낀 감정에 대해 표기하여 주십시오.

1) 나는 이 상황을 상상하며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다

2) 이 상황은 나를 기분 좋게 하였다. 

3. 귀하께서 상상하신 장면에 대하여 귀하께서 직원에 대하여 느끼신 바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물음에 귀하께서 동의하는 바를 체크하여 주십시

오.

1)직원이 표현하는 감정들은 단지 그러한 감정을 가진 체 한 것뿐이다.

2)직원은 기업이 그들에게 손님에게 표현하도록 요구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가면을 쓴 것에 불과하다.

3)직원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4. 귀하께서 상상하신 장면에 대하여 귀하께서 직원에 대하여 느끼신 바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물음에 귀하께서 동의하는 바를 체크하여 주십시

오.

1) 직원은 나에게 보여줘야 하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기 위해 노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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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2) 직원은 나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감정과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을 일

치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3) 직원은 나에게 보여야 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실제로 그 감정을 느

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5. 직원에 대한 귀하의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해당하는 칸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1) 나는 서비스 직원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말할 것이다.

2) 나는 이 서비스 직원을 누군가가 나의 조언을 구할 때 추천할 것이다.

3) 다음 방문 시에 나는 이 서비스 직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6. 시나리오에 제시된 커피전문점의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느낌을 묻는 질

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1) 나는 이 기업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믿는다.

2) 나는 이 기업이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믿는다.

7. 시나리오에 제시된 커피 전문점의 기업 대한 귀하의 느낌을 묻는 질문

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1) 나는 이 기업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말할 것이다.

2) 나는 이 기업에 대해 누군가가 나의 조언을 구할 때 추천할 것이다.

3)다음 구매 시에 나는 이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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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 향 영 통

력 한 지 배 제

이 돈 익 힘 치

노 상 동 세 조

래 지 물 리 사

구 윤 한 람 통

실험 2

권력조작

1번과 동일하나 다음의 항목 수행 후 실험 1의 조작 실행

조작집단

  아래 퍼즐을 보고 두 단어 낱말을 최대한 찾아 주십시오。 

통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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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당신은 겨울 코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방문하였습니다. 

 매장들을 대략적으로 둘러 본 뒤 S 매장에 입장하였습니다.

그 뒤 맘에 드는 코트를 집어서 한번 착용해 보기로 결정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점원을 찾습니다.

당신이 점원을 부르자, 
한 점원이 뒤돌아 본 뒤 미소를 지으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고객님”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당신에게 대답한 그 점원은 이미 다른 손님과 
대화중이었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살펴보니 
손님이 점원에게 ‘환불’을 요청하는 것 같았으며,

점원이 환불이 어렵다는 내색을 하자
손님이 짜증난 얼굴로 무어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매장을 좀 더 둘러보고 있기로 하였습니다.

잠시 후 아까 그 점원이 당신에게 다시 다가와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아까 그 코트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 착용해 본 뒤 
구매를 하고 매장을 떠납니다.

당신을 향해 그 점원이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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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에서 추가된 설문문항

인지된 부조화

다음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직원은 자신의 실제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왜곡 한 것 같다

2) 직원은 실제 경험 감정과 표현 감정 간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3) 직원은 표현하는 감정과 실제 감정의 차이로 인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대상에 대한 태도

다음의 각 대상에 대하여 귀하께서 느끼는 바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종업원

 좋다-------------싫다

 마음에 든다-------마음에 들지 않는다

 부정적-------긍정적

서비스

 좋다-------------싫다

 마음에 든다-------마음에 들지 않는다

 부정적-------긍정적

기업

 좋다-------------싫다

 마음에 든다-------마음에 들지 않는다

 부정적-------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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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 Beyond Given The Emotion:

The Impact of Power on

Perceiving Emotional Labor from

Customer’s Perspective

Hyuna Bak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research investigates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from customers’perspective. Drawing on emotional 

contagion, perceived surface acting and deep acting effect, this 

research suggests that customers’state of power and employees’ 

different emotional labor types can affect how customers perceive 

and infer emotional labor. Illustrating the differences in definitions 

and findings in sociology,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literatures, this research focuses on what emotional labor 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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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to effectively deliver the 

message of emotion. To test the hypotheses, 223 students 

participated in one of the two simulated service encounters (the 

positive emotion displayed condition and the negative emotion 

suppressed condition) after they were manipulated or controlled 

their state of power. In study 1, the results reveal that emotional 

contagion is an important factor to make customers’ positive 

response after encountering the employee who displays the 

positive emotion. However, participants in the high power- 

manipulated condition do not show emotional contagion effect as 

much as the participants in control condition do. Furthermore, 

participants whose state of power is high tend to infer surface 

acting from the employees who displayed the emotion, which is 

related to unauthenticity. In study 2, participants in both conditions 

similarly perceive the suppressed emotion from employees, but the 

two conditions show difference in respect of inferencing the 

employees’emotional dissonance. In turn, it leads them to react 

differently to the suppressed situation. This research is closed by 

suggesting further research which considers emotion as social 

information and looks into all the processes and parts about 

information delivery including sender, receiver, the message itself, 

and the context. In this way, restoring positive aspects of 

emotional labor could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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