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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thus attempt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ustomer personality on
service performance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onsumption emotion.
In addition, the moderating role of customer contact is examined. Our analysis
reveals that some dimensions of customer personalit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onsumption emotion. Only positive affect of consumption emotion has significant
effects on perceived service quality. Also, the effects of conscientiousness,
neuroticism, and openness on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are stronger when
customer contact is high than when customer contact 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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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서비스품질의 성과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 특히
고객의 참여행동, 시민행동, 불량행동과 같은 행동적

기존 연구는 서비스 제공자의 성격에 대해 많은 관

개념과 서비스품질지각간의 관계는 이미 연구된바 있

심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서비스 제공자의 성격과

다(이유재, 공태식 2004; 이유재, 공태식 2005; 이유재,

직무성과와의 관계(Brown et al. 2002), 직무만족과

공태식, 유재원 2004; Yi and Gong 2006). 그런데 비

의 관계(Furnham et al. 2002), 고객의 서비스 품질지

록 행동과 같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감정

각과의 관계(Lin, Chiu, and Hsieh 2001) 등 다양한

과 같은 현상도 서비스품질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연구가 진행되었다. 반면에 서비스 접점 내에 양자적

는가? 고객감정에 관한 연구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있는 또 다른 구성요소인 서비스 고객은 상대

아직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연구는 존재

적으로 간과하여왔다.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를 전

하지 않고 있다.

달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작용은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조직의 성과 지표로서 고객관

필수적이며, 최근 문헌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고객

점에서 측정한 서비스품질을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유재

연구는 서비스 제공자, 관리자, 동료, 제공자 자신이

2008; Yi and Gong 2006, 2008; Zeithaml, Bitner,

평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 조직의 성과를 평가

and Gremler 2006). 따라서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 성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고객이 지각한 서비스

격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고객의 성격 역

품질은 서비스 산업의 성공에 중대한 결정요인으로

시 중요한 변수로 부각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

간주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전달하는 데 있어

객 성격에 관한 실증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서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서비스 기업의 경

고객 성격이 고객의 소비감정 및 서비스품질지각으로

쟁력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측정된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안

있는 실정이다(Lin, Chiu, and Hsieh 2001).

타깝게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고객 성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객접촉 수준을 조절변

격은 서비스 제공자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수로 분석하였다. Lovelock(1983)은 서비스 분류에

중요한 관리항목이며 유용한 시장세분화 변수이기 때

관한 연구를 통해서 고객접촉 수준이 서비스를 분류

문에 이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고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객의 소비감정과 고객이 지각

객이 지각하는 서비스 경험 및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하는 서비스품질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는

다는 최근의 연구 등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주로 서비스품질 지각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만

실정이다(Bearden, Malhotra, and Uscategui 1998;

관심을 집중했다. 하지만, 고객은 서비스 전달과 제공

Soteriou and Chase 1998). 하지만 서비스 고객의 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이 제공받는

격 및 감정에 관한 연구에서 고객접촉 수준을 조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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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고려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Wulf, and Schumacher 2003). 서비스 마케팅에서의

따라서 본 연구는 고객의 성격이 고객이 서비스 접

성격 연구에 대해서 Hurley(1998)는 심리학의 상호

점 중에 경험하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감정

작용적 관점과 역할 이론을 통합할 때 중요성이 부각

이 매개변수가 되어서 서비스품질지각에 영향을 미친

된다고 지적하였다. 역할 이론적 접근법에 의하면 서

다는 연구모델을 설정하여 이를 구조방정식모델을 사

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역할에 적절한 행동을 학습하

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아울러 고객접촉 수준을 조

는 사회적 배우인데 이때 역할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절변수로 사용하여 연구모델의 결과가 어떻게 차별적

다른 개인들의 행동이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

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함으로서 추가적인 시사점을

하였다. 이때 성격은 다양한 상황에 있는 개인들의 유

도출하였다.

사한 행동을 가리키며 상황과 성격간의 일치성이 높
을수록 역할 갈등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함으로서 성격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II. 문헌연구
2.1 성격연구의 중요성

2.2 서비스 제공자의 성격

Lin, Chiu, and Hsieh(2001)는 성격을 일관된 행

1990년대 이후로 성격 연구는 많은 학자들의 주목

동 양식을 설명하는 개인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연

을 받게 되었다. 서비스 제공자의 성격 연구는 크게 직

구자들은 성격이 개인의 생각과 행동방식에 영향을

무성과와의 관계, 직무만족과의 관계, 그리고 기타 개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Schneider

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and Bowen(1995)은 개인들이 성격에 있어서 대체

서비스 제공자의 성격과 직무성과간의 관계에 대해서

로 부정적이거나 우울한 것, 행복한 것 간에 상대적인

살펴보도록 한다. Smith and Canger(2004)는 메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성격이 한 개인에 있어서 평생

분석을 통해서 종업원의 성격이 일관되게 직무성과를

에 걸쳐 고정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서비스 종업원

예측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Salgado and

이라면 이러한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직장으로 가져

Rumbo(1997)는 125명의 금융 서비스 종업원을 대

가며 그 결과 직무만족의 일부는 서비스 종업원 자신

상으로 성격과 직무 성과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였는

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데 그 결과 성격이 직무성과의 유효한 예측변수임을

Wiggins(1996)는 성격이 인간 행동의 예측변수라고

확인하였다. Hurley(1998)는 패스트푸드 편의점을

지적하였는데, 성격은 환경적 상황과는 독립적으로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 결과 종업원의 성격과 고객 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일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

비스 성과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게다

적 특성으로 연구되고 있다(Odekerken-Schröder,

가 종업원의 성격과 서비스 지향성간에도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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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지향

내는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며(Tan et al. 2003), 고객

성은 서비스 성과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은 선

이 지각하는 서비스 품질과도 관련되며(Lin, Chiu,

행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바 있다고 지적하였다.

and Hsieh 2001), 조직시민행동 및 반생산적 행동과

이와 관련하여 Brown et al.(2002)은 종업원의 고객

도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Organ

지향성이 종업원 성격과 자기평가 혹은 관리자평가

and Ryan(1995)은 메타분석을 통해서 성격 구성개

성과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념과 조직시민행동 차원간의 관계의 크기에 관한 추

하였다. 또한 Harris, Mowen, and Brown(2005)

정치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Borman et al.(2001)은

은 19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

Organ and Ryan(1995)의 메타분석을 확장하여 성

구를 통해서 판매원의 성격이 학습과 성과의 목표 지

격이 직무성과보다 시민성과에 더 강한 관계를 갖고

향성과 판매지향성을 매개해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조직시민행

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의 반대개념인 반생산적 행동과 성격과의 관계에

성격이 목표설정, 기대 및 자기 효능감 동기부여로 구

대해서는 Salgado(2002)의 연구 결과를 참고해 볼

성된 성과 동기부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Judge

수 있다. 그 역시 메타분석을 통해서 성격이 일탈행동,

and Ilies(2002)의 메타분석과 일관된 결과이다. 그

이직의도와 관련이 있으며 반면 결근, 사고발생과는

밖에 Bozionelos(2004)는 직무관여가 직무 수행에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대한 개인의 동기부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자의

에 조직 관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성격이 직무성과, 직무만족, 감정 및 다양한 행동개념

제시하면서 실증연구를 통해서 종업원의 성격과 직무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관여간의 유의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있었다. 따라서 서비스 접점의 또 다른 인적 구성요소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성격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
에 대한 연구도 역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인 고객의 성격 역시 의미 있는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음
을 추론할 수 있다.

Connolly and Viswesvaran(2000)의 메타분석은
감정적 기질로 측정한 성격이 직무 만족과 관련이 있

2.3 서비스 고객의 성격

음을 보여주었다. Berg and Feij(2003)는 종업원 성
격이 자기효능감과 직무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직무

서비스 고객에 대해서도 성격은 고객의 생각과 행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 성격에

Judge and Ilies(2002)는 성격의 구성요소인 신경증

대한 연구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Kassarjian

과 직무 만족간의 부정적인 관계를 발견하였다.

(1971)은 소비자행동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은 고객의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성격은 서비스 제공자가 나타

성격인데 구매행동, 매체선택, 혁신, 의견 선도자, 시

고객 성격이 소비감정과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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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분화, 사회적 영향력, 제품선택, 지각된 위험, 태

,“임시
1986). 따라서 서비스 고객은“부분적 종업원”

도변화 및 거의 모든 개념들이 고객의 성격과 관련이

종업원”
으로 명명되어 사실상 종업원과 유사한 역할

있다고 역설하였다. Tan, Foo, and Kwek(2004)는

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이유재 2008;

고객이 서비스 전달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Kelley, Donnelly, and Skinner, 1990; Lovelock and

기 때문에 고객 성격이 서비스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Young, 1979; Namasivayam, 2003). 그로 인해 최근

수행한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외향적인 고객이

의 문헌들은 전통적인 인적자원관리 이론(예, 선발, 훈련,

라면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하려하고, 친구나 이웃의 조

교육 등)을

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서비스를 전달받

있는 실정이다(Halbesleben and Buckley 2004;

는 과정에 있어서도 서비스 종업원과 더 원활한 의사

Zeithaml, Bitner, and Gremler 2006). 본 연구에서

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고객이 서비스

도 이러한 연구 흐름과 맥을 같이하여 기존의 서비스

의 구매 여부, 구매 시기, 구매 장소 및 구매방법을 결

제공자 또는 종업원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정할 때에도 자신의 성격에 의해서 전반적인 영향을

성격 연구를 고객 성격 연구에 응용하여 고객관리에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실증연구들은 고객의 성격이 광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래의 서비스 제

고 감정, 고객만족과 같은 구매후 결과, 브랜드 태도

공자의 성격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듯이 성격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해주고

은 직무성과,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역기능행동, 감

있다(Donovan, Brown, and Mowen 2004). 또한

정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개념이다. 따라서

Sheth, Mittal, and Newman(1999)은 고객의 성격

고객 성격 연구에 응용한다면 고객과 관련된 주요 개

에 따라서 상점 충성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념들에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해

고객의 성격에 관한 연구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확장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이론 중심의 연구에 더해서 실증적으로
고객의 성격을 직접 측정하고 관련 개념과의 인과관

2.4 성격측정 도구로서의 빅파이브(Big 5)

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경제
화의 가속화는 인적자원으로서의 고객 역할에 더욱

선행 연구는 성격의 구조와 개념에 대해서 활발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이유재 2008). 서비스 상황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기의 성격 연구자들은 외향성

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불가분하기 때문에 고객의 서

(extraversion)과 신경증(neuroticism)이 성격의 기본

비스 참여가 불가피해지며, 대부분 생산 활동이 고객

차원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빅투(Big 2)”
라

과의 직접 대면(on-site contact)에 의해서 이루어진

고 명명하였다. 후속 연구는 성격의 세 번째 구성요소

다. 그 결과 고객은 종업원이 제공하는 노동력과 정보

로 이상성(psychoticism)을 제시하였다(Lin, Chiu,

제공의 역할을 보충하거나 대체하게 된다(Bowen

and Hsieh 2001). 이후 Cattell(1973)은 16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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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Sixteen Personality Factor

성, 솔직성, 이타성, 순응성, 겸손함, 동정심, 마지막으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으며, Norman(1963)은

로 개방성은 상상, 심미성, 가정의 개방성, 행동의 개

요인분석을 통해서 5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것이 오

방성, 사고의 개방성, 가치의 개방성이 하위 요인으로

늘날 성격 측정 도구로서 널리 사용되는 빅파이브(Big

제시되었다(이경임, 안창규 1996).

요인

5)의 시초가 되었다.

오늘날 서비스 고객은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인적자

최근의 성격 연구자들은 인간 성격이 성실성

원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빅파

(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신경증

이브 모델을 사용하여 고객의 성격을 측정할 수 있으

(neuroticism ), 친화성(agreeableness ), 개방성

며 그 결과 서비스 고객의 종합적인 성격 분석이 가능

(openness to experience)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빅파이브로 측정한 고객

있다고 주장한다(Mount, Barrick, and Strauss

의 성격특성과 마케팅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

1994). 성격 연구자들은 이를 성격의“빅파이브”혹은

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5요인모델로 부르고 있으며 가장 간명하고 종합적인

성격분류 체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다수의 실증

2.5 소비감정

연구에서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어 많
은 학자들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Bozionelos

소비감정이란, 소비 경험 혹은 제품과 서비스의 사

2004). Smith and Canger(2004)는 빅파이브 모델

용 중에 발생하는 감정적 반응의 집합으로 정의되고

이 성격을 의미 있는 차원으로 분류하며 연구를 위한

있다(Westbrook and Oliver 1991). 특히 본 연구에

공통적인 틀을 제공하였고, 성격 개념의 거의 모든 측

서는 소비감정을 서비스 전달과정 중에 발생하는 고

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역설하였다.

객의 감정적 반응의 집합으로 정의한다.

실제로 빅파이브 모델은 조직심리 문헌을 비롯하여

서비스 영역에서 고객이 지각하는 감정은 매우 중요

다양한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하며, 선행연구들은 감정이 다양한 마케팅 측면에 중

(Bozionelos 2004).

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서

한편 Costa and McCrae(1992)는 빅파이브의 5개

비스 접점의 양자적 특성에 기인하는데, 서비스 제공

요인별로 세부적인 하위 요인이 존재함을 지적하였

자의 감정은 자신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고객

다. 성실성의 하위요인으로는 유능감, 정연성, 충실성,

의 감정은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의 행동, 접점 평가 및

성취에 대한 갈망, 자기 규제성, 신중성이 있으며, 외

접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

향성은 온정, 사교성, 활동성, 자극 추구성, 긍정적인

어, 호의적인 감정을 느낀 고객은 도움을 베풀며 쉽게

정서가 하위요인이다. 신경증의 경우에는 불안감, 적

즐거워지며, 긍정적 감정의 고객은 서비스 종업원의

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 심약성, 또 친화성은 신뢰

지시에 더욱 즐겁게 반응하고 기대된 부정적 결과에

고객 성격이 소비감정과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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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덜 부정적으로 대응한다(Gardner 1985).

동에 대한 감정으로 구분하여 매장내 다양한 특성들

Richins(1997)는 소비자행동에서 감정이 중요한 연

이 이들 감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들 감정이 매장

구주제이며, 연구자들이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소

태도와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문

비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조사하였다고 보고하였

식, 김상희(2002)는 소비감정 연구를 인터넷 쇼핑몰

다. 그 결과 감정이 고객 반응의 중요한 요소이며 소비

이라는 온라인 상황으로 확장하여 신뢰성, 고객서비

자 행동 분야에서 감정의 중요성이 확고히 확립되었

스, 및 컨텐츠 등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 특징 차원이

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일관되게 Chebat and

긍정적, 부정적 감정 및 환기로 측정된 고객의 감정적

Slusarczyx(2005)는 고객의 행동이 감정주도적임을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소비감정이 쇼핑몰에

서비스 기업이 인식해야 하며 그에 따라서 서비스 종

대한 태도와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결

업원은 고객의 감정 상태를 사전에 인식하고 관리할

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Bailey, Gremler, and

수 있도록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McCollough(2001)는 서비스 경험이 감정과 불가분

Knowles, Grove, and Pickett(1993)는 서비스 제

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고객들이 서비스 접점

공자와 고객의 상호작용인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의

에서 경험하는 감정은 고객만족과 서비스 품질에 중

감정이 고객의 서비스 평가와 미래행동의도 및 서비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스 품질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감정은 두 가지 차원 즉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Sherman, Mathur, and Smith(1997)는 Donovan

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감정은 열심

and Rossiter(1982)의 자극-조직-반응(SOR) 연구를

(enthusiasm), 활동(activity), 기민성(alertness)등과

바탕으로 환경적 자극이 고객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관련되며 부정적 감정은 분노 (anger ), 경멸

미치며 그 결과 상점 애호도, 상점 검색, 상점 직원과

(contempt), 혐오(disgust), 죄(guilt), 두려움(fear),

의 상호작용과 같은 행동을 유발한다고 제시하였다.

신경과민(nervousness)등과 같은 감정과 연관된다

게다가 Tsai and Huang(2002)는 긍정적 감정을 가

(Kelley and Hoffman 1997). 이러한 긍정적 감정과

진 개인은 쇼핑경험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긍

부정적 감정은 상호 독립적이며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적 구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언급하였다.

이해되고 있다(David et al. 1997). 그래서 긍정적 감

그리고 Ruth, Brunel, and Otnes(2002)는 소비 감

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부정적 감정이 결여되는 것은

정이 불평 행동, 구전 의사소통, 소비자 광고처리, 그

아니며 동일한 감정 차원의 양극에 존재하는 개념이

리고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아닌 별개의 감정 차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하였다.

있다(Huang 2001). Westbrook and Oliver(1991)

유창조, 현소은, 전중옥(1997)은 매장에서 경험하는

는 구매후 감정을 조사하면서 감정을 긍정적 감정과

고객의 감정을 감각적 활동에 대한 감정과 효용적 활

부정적 감정의 두 개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고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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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이해하는데 충분하다고 설명하였다.

2000).

Huang(2001)은 마케팅 분야에서 긍정 및 부정적 감

선행연구는 성격이 감정의 원인변수임을 입증하고

정 구성개념이 제품 및 서비스 만족, 구매후 행동, 광

있다. Gomez, Gomez, and Cooper(2002)는 감정

고에서의 부정적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실증연구가

적 자극의 인지적 처리가 성격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수행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고 주장하며, 성격 특성이 감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Tan et al.(2003)

2.6 성격과 감정의 구분

은 종업원의 성격이 직무시의 정서표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성격과 감정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

Avia(1997)는 하향식(top-down) 모델을 사용하여 신

적으로 혼동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개념을 명확히 구

경성 및 외향성과 같은 성격특성이 부정적 및 긍정적

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성격은 개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또한 David et

인을 둘러싼 자극 세계에 대한 일관된 반응으로 이해

al.(1997)은 최근의 이론과 연구 결과는 성격 차원과

할 수 있다. 개인은 다양한 환경적 상황에 매우 일관되

감정 간에 체계적인 관계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

게 반응하며 이러한 일관된 반응의 일반화된 유형을

공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성격 차원 중에서 외향성

성격이라고 한다 (Kassarjian 1971 ). 그리 고

과 신경증이 긍정적 감정 및 부정적 감정과 강한 인과

Schneider and Bowen(1995)은 이러한 성격이 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간과 상황에 걸쳐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평생에 걸

최근에는 외향성과 신경증 이외의 성격 차원과 감정

쳐서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역시 진행되고 있다(Avia

성격은 환경적 상황과는 독립적으로 태도와 행동에

1997). McCrae and Costa(1991)는 사랑이 많고, 열

일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이다

심히 일하며, 자유로운 개인이 즉, 친화적이고, 성실하

(Odekerken-Schröder, Wulf, and Schumacher

며, 개방적인 개인이 더욱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2003).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친화적이고 성실한 개인은

반면 감정은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정적 감정을 적게 느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발생하는 감정적 반응의 집합으로서(Westbrook and

관련하여 McCrae and Costa(1991)는 외향성과 신

Oliver 1991), 서비스 제공자의 행동, 주위의 서비스

경증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직

환경, 및 소비 상황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반면에 다른 성격 특성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르며 그래서 일시적이다. 따

긍정적인 감정은 증대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은 최소화

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성격과는 대조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간접적으로 감정에 영향을 미

를 이루게 된다(Gardner 1985; Menon and Dubé

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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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할 때 성격과 감정은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성격이 감정의 원인변수임을 이

최근의 관련 연구들은 서비스 분류기준으로서의 고객
접촉 수준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서

서비스에 따라서 고객접촉의 정도는 다양하다. 모든

비스 제공자의 성격연구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고객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고객접촉을 요구하는 것은 아

성격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

니어서 일부 정부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처럼 고객과

히 성격과 감정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상황

여 제한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

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서비스는 거래를 완성하기

객관점의 성격이 고객이 서비스 접점에서 지각하는

위해서 고객과 마주보며 접촉을 할 필요가 있다

감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감정이 서비스 품질지

(Bearden , Malhotra , and Uscategui 1998 ).

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Lovelock(1983)은 고접촉 서비스로서 법률 서비스,
부동산 중개 서비스, 택시 서비스, 미용실, 및 교육 서

2.7 고객접촉 수준

비스를 제시하였으며 저접촉 서비스로는 대중교통 서
비스, 패스트푸드 음식점, 극장, 스포츠 관람 서비스를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접점인 고객접촉은 서비

제시하였다. 서비스는 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누가 행

스업과 제조업을 구별하는 중요한 열쇠로서 그 중요

동을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배열될 수 있

성이 강조되고 있다(Soteriou and Chase 1998). 본

는데, 한 극단은 셀프서비스로서 서비스 생산과 전달

연구에서 고객접촉이란 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고객의

내내 오직 고객의 행동만이 필요한 경우와 또 다른 극

물리적 존재를 의미하며, 고객접촉 수준은 서비스 제

단은 전화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와 같이 오로지 종업

공자와 고객 간의 접촉 시간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원만이 서비스 상황에 존재하는 경우이다(Bearden,

고객접촉 수준은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데 소요

Malhotra, and Uscategui 1998).

된 총시간에서 서비스 제공직원과의 접촉 시간이 차

이와 같이 서비스를 고객접촉 수준으로 구분하는 일

지하는 비율로 측정된다(Chase 1978). 서비스는 고객

은 고객을 서비스 전달 내내 물리적으로 존재하게 해

이 서비스 생산 시스템에 존재할 때에 비로소 생산되

야 하는지, 서비스 거래가 시작되거나 종료될 때에만

기 때문에 서비스 생산은 필연적으로 고객과의 접촉

존재하게 해야 하는지, 혹은 전혀 존재하게 해서는 안

을 수반하게 된다(Bearden, Malhotra, and Uscategui

되는지에 대한 결정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중요

1998). 또한 고객접촉 수준은 서비스에 대한 개념적

하게 인식되고 있다(Lovelock 1983). 또한 고객접촉

분류연구에서 중요한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준은 고객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확립하는데도 큰

(Soteriou and Chase 1998). Lovelock(1983)도 고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객접촉의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를 분류한 바 있으며,

Bearden, Malhotra, and Uscategui(1998)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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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더 많은 접촉은 기업에게 비용 증가를 가져오지

의 통제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성격만을 독립변수로

만 고객의 관점에서는 더 바람직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설정하여 연구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예, Brown

반대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서비스 기업은

2002; Harris, Mowen, and Brown 2005; Odekerken-Schröder

자사에 가장 적합한 고객접촉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et al. 2003 ).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Tuten(2007)은 온라인 고객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et al.

최근에, Bosnjak , Galesic , and

고객 성격이 온라인 구매의도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독립변수임을 실증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Bove and

III. 연구가설

Mitzifiris(2007)은 고객 성격의 구성차원인 감정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이 고객 신뢰의 중요한 독

본 연구는 고객 성격의 다섯 가지 차원과 고객 감정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선

립변수임을 패스트푸드 상점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여
증명하였다.

행 연구가 고객 감정이 성격 특성에 의해서 강력히 영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3.1 성실성(conscientiousness)

(Pugh 2001). 물론 본 연구처럼 서비스 경험을 비롯

하여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 변수들이 통제

성실성은 개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일을 잘 조직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격과 감정 간의 인과관계에 관

며, 신뢰할 만한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Salgado

한 연구가설은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1997). 그래서 성실성이 높은 개인들은 주어진 과제에

러나 기존의 성격연구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

대한 조직력과 성취 욕구가 강하고, 목적 지향적이며,

과 감정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지지하

의지가 높다. 또한 자신의 의무이행에 철저하고 신뢰

고 있다. Rush and Deckers(1993)는 외향성이 높

할 만하다(Costa and McCrae 1992). 또한, McCrae

은 개인이 다양한 상황에 걸쳐서 더 많이 웃는 경향이

and Costa(1986)는 성실성을 자기훈련, 성취노력,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고, Avia(1997)는 외향

의무감과 관련지었다. 성실한 개인의 끈기와 자기훈

성이 높은 개인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및 비사회적 환

련은 과제를 완수하고 달성하려는 성향을 증가시킨다

경과 무관하게 더 행복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연

(Bakker et al. 2006). 그러므로 서비스 전달 상황에서

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Larsen and Ketelaar(1991)

고객의 성실성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고객이 수행

는 외향성이 높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긍정적 감정을

해야 하는 일련의 과업들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유도하는 것이 쉬우며, 신경증이 높은 개인에게는 부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는 경향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

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과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생산과 전달노력이 촉

또한 많은 관련 연구들은 본 연구와 유사하게 별도

진될 수 있으며 고객은 서비스 접점에 대해서 호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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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3.2 외향성(extraversion)

감정이 증가될 것이다. 한편 Borman et al.(2001)은
성실성이 이타주의(altruism), 순응(compliance)에 정

외향성은 개인들이 사교적이며, 단호하며, 사회적인

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정도와 관련된다(Salgado 1997 ). Costa and

Cue(2002)는 성실성이 개인이 기업의 목표, 정책, 및

McCrae(1992)는 외향성이 높은 개인들이 모임을 좋

규칙들을 받아들이고 지시사항을 따르려는 경향을 증

아하고 적극적이며 자기주장이 강하며 자극과 흥분을

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해서 선행연구들은

좋아하고 열성적이며 낙천적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성실성이 모든 유형의 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Lin, Chiu, and Hsieh(2001)는 외향성이 대인간 상

치는 변수임을 제시하고 있다(Borman et al. 2001;

호작용의 강도, 적극성, 긍정적, 사교적인 특성과 관련

Neuman and Kickul 1998). 고객의 성실성은 서비스

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Tan et al.(2003)은 외

제공자의 지시사항에 협조하려는 경향을 증가시키며

향성이 높은 개인은 호의적이고 사회적인 방식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서비스 제공자를 적극적으로 도우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그로인해 외향성은

려는 노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와의

긍정적 감정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지적하였다. 서비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

스의 생산과 전달과정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

상호작용이므로(Zeithaml, Bitner, and Gremler

할 것이다.

2006), 서비스 고객의 외향성은 서비스 전달시 서비스

반면 성실성은 부정적 감정에는 부의 영향을 미칠

제공자와의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게 하고 적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의 성실성은 서비스 접점에서

극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

의 고객의 참여 능력을 증진시키고 서비스 제공자와

다. 그 결과 고객은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가능성이

의 협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서비스 경험 중에 발생

증가하고 반면에 서비스 실패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

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의 정도를 약화시키거나 발생

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접점에서 긍정적이고 사교적인

자체를 억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특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은 감소할

같은 연구가설을 세울 수 있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증적으로도 외향성과 감정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

연구가설 1a : 서비스 고객의 성실성은 긍정적 감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b : 서비스 고객의 성실성은 부정적 감정에 부정적

해서 입증된 바 있다(Avia 1997). 그러므로 다음과 같
이 연구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a : 서비스 고객의 외향성은 긍정적 감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b : 서비스 고객의 외향성은 부정적 감정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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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친화성(agreeableness)
3.3 신경증(neuroticism)
친화성이란 타인을 따르려는 개인의 성향으로 정의
신경증은 개인들이 불안정하고, 불안해하며, 우울해

된다(Saucier 2002; Tan, Foo, and Kwek 2004). 또

하는 정도와 관련된다(Salgado 1997). 신경증이 높은

한 친화성은 친절, 따뜻함, 그리고 동정심으로 표현될

개인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자신의 충

수 있다 (Saucier 2002). 그래서 친화성이 높은 개인

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스트레스에 처해서도 잘 대

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동정으로 남을 돕고자 하며

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Costa and

이타성을 지니고 있다(Costa and McCrae 1992). Cue

McCrae 1992). 신경증은 개인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2002)는 친화성을 세 가지 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하였는데 먼저 우정적인 성향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경향이 있으며, 시간과 다양한 상황에 걸쳐서 부정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타인과의 관계

인 감정을 더욱 더 경험하게 한다(Tan et al. 2003). 신

를 즐기며, 쉽게 잘 어울리고 사귀는 경향이 있다고 설

경증이 높은 고객은 서비스 접점에서 발생하는 경험

명하였다. 또한 타인의 관심에 예민하다고 지적하였

들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

다. 즉,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면에

문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긍정적 감정을 형성하기 보

서 진심으로 염려하며 사려 깊고 이해심이 깊은 성향

다는 부정적 감정을 갖게 하는 경우가 높으며 목표지

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협력적이며 협동

향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관련이 있어서 서비스 생산

심을 발휘하는 특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공통의 목

과정에 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기 쉽다(Bozionelos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 동료 직원을 돕는 일에 관

2004). 신경증 역시 실증적으로도 긍정적 및 부정적

심을 가지고 있고 기꺼이 팀의 일원이 되는 의향을 갖

감정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는다고 주장하였다.

있는데, 연구자들은 탑-다운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신

Brown et al.(2002)은 Hurley(1998)의 연구결과를

경증이 부정적 및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확산적 역할

바탕으로 친화성이 높은 종업원이 자연스럽게 고객들

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David et al. 1997). 따라

에게 감정이입을 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

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세울 수 있다.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종업원은 타인의 니즈를

연구가설 3a: 서비스 고객의 신경증은 긍정적 감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b: 서비스 고객의 신경증은 부정적 감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데에서 개인적 만족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친화성이 높은 고객도
역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서비스 제
공자와의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 전달에 관련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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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

개발하려는 성향을 포함한다(Bozionelos 2004).

다. 그런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와의 원활한 상호작용

LePine and Van Dyne (2001)은 개방성이 높은 개

을 통해서 만족 혹은 긍정적 감정을 누릴 것으로 기대

인은 일반적으로 상상력이 풍부하며, 호기심이 많고,

할 수 있다. 또한 Tan, Foo, and Kwek(2004)은 친

마음이 넓으며, 또한 대립되는 의견 및 상반되는 관점

화성을 나타내는 고객은 서비스 접점에서 서비스 제

을 기꺼이 고려하고자 하고 단순히 현재 상태를 지지

공자와 양호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본

하기 보다는 다양한 대안들을 고려하는데 노력을 기

질적으로 친절하고, 기분이 좋으며 관대하다고 주장

울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개방성이 높은 고객

하였다. 서비스 접점에서 친화성이 높은 고객은 서비

은 서비스 제공자와의 상호작용 중에 유연한 사고, 새

스 제공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특히 부정

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상반되는 의견 대립을 효과적

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조

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함으로서 발생 가능한 불만족스

절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

러운 경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가능

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고객의 친화성은 부정적 감정

성이 높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기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때문에 부정적 감정의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연구가설 4a : 서비스 고객의 친화성은 긍정적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b : 서비스 고객의 친화성은 부정적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것이 새롭게 느껴질 수 있고 유쾌하지 않은 상황 역시
호의적이며 긍정적으로 지각할 경우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세울 수 있다.

연구가설 5a : 서비스 고객의 개방성은 긍정적 감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5b : 서비스 고객의 개방성은 부정적 감정에 부정적

개방성은 내적 및 외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이디어나 가치관, 감정에 민감하고 경험적으로 풍
부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로 정의된다(Costa and

3.6 감정과 지각된 서비스품질간의 관계

McCrae 1992). 개방성은 새로운 아이디어, 문제해결

책 등을 창의력을 통해서 개발하거나 단지 일이나 상

고객의 감정은 서비스 접점에서의 고객행동에 유의

황에 대해서 새롭거나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궁극적으

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Cue 2002). 또한 다양한

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관심사, 사고의 유연성, 이상적인 아이디어나 목표를

음이 제시되고 있다(Gardner 1985 ). Know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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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ve, and Pickett (1993)는 긍정적 감정의 개인은

력은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정은 서비스 환경에 따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태의 개인보다 과정이나 성

라서 순간적으로 영향을 받고 형성되지만 성격은 서

과로 정의된 현상을 더욱 호의적으로 평가한다고 주

비스 상황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

장하였다. 서비스 역시 과정과 성과의 두 가지 차원으

을 미치는 일관된 심리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유재 2008) 서비스 고객의

(Odekerken-Schröder, Wulf, and Schumacher

감정 역시 서비스품질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2003).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객접촉 수준이 높은 상황

으로 기대할 수 있다. Liljander and Mattsson

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상대적으로 긴 물리적 접

(2002)도 고객의 감정 상태가 서비스 접점 평가에 영

촉을 통해서 고객의 안정적인 성격 특성 역시 고객의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긍정적 감정의 고객

감정현상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

은 부정적 감정의 고객보다 서비스 성과를 더욱 긍정

다.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전달 과정 내내 비교적 오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시하였다. Pugh(2001)는

랜 접촉을 통해서 고객의 일시적인 감정 현상 역시 성

개인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때 평가적 정보로서 현

격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며 그 결과

재의 감정 상태를 사용한다고 설명하면서, 고객만족

성격과 감정 간의 인과관계가 더욱 강하게 형성될 수

형성과정에 있어서 감정의 역할에 관한 연구와 일관

있기 때문이다.

되게 감정과 서비스 품질간의 인과 관계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감정과 지각된 서비스품질간의 관계는 감정
및 지각된 서비스품질이라는 개념 모두 서비스 제공
자의 행동, 주위의 서비스 환경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

연구가설 6a : 긍정적 감정은 지각된 서비스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6b : 부정적 감정은 지각된 서비스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고객성격과는 달리 고객접촉
수준과는 무관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연구가설을 세울 수 있다.

3.7 고객접촉 수준의 조절효과
연구가설 7a : 성실성과 긍정적 감정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접
촉 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더 강하게 나

고객의 성격과 감정 간의 관계는 고객의 접촉 수준
에 따라서 차별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성격은 감정과는 달리 시간과 상황에 걸쳐 안정
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객접촉 수
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물리적 접

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7b : 외향성과 긍정적 감정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접
촉 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더 강하게 나
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7c : 신경증과 긍정적 감정 간의 부정적인 관계는 접
촉 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더 강하게 나
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7d : 친화성과 긍정적 감정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접

촉정도가 낮아서 고객의 성격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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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더 강하게 나
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7e : 개방성과 긍정적 감정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접
촉 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더 강하게 나

171부를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업종
별 분포로는 식당이 43%, 편의점이 22%, 이미용실이

20%, 그리고 택시가 15%로서 업종별로 비교적 고른

타날 것이다.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
연구가설 8a : 성실성과 부정적 감정 간의 부정적인 관계는 접

을 살펴보면 남성이 82.5%, 여성이 17.5%이었으며,

촉 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더 강하게 나
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8b : 외향성과 부정적 감정 간의 부정적인 관계는

연령별로는 20대가 49%, 30~40대가 17%, 50대 이
상이 34%로 나타났다. 그 외에 직장인은 49%, 대학

접촉 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생은 51%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연구가설 8c : 신경증과 부정적 감정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접
촉 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더 강하게 나
타날 것이다.

4.2 측정항목

연구가설 8d : 친화성과 부정적 감정 간의 부정적인 관계는
접촉 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8e : 개방성과 부정적 감정 간의 부정적인 관계는 접
촉 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더 강하게 나
타날 것이다.

측정항목의 내용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모든 설
문항목은 기존 연구를 참조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서비스 고객 성격의 차원인 성실성, 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및 개방성은 Costa and McCrae(1992)가 개

IV. 실증분석

발한 성격검사설문지를 바탕으로 해 한국적 상황에

4.1 자료수집

맞게 번역한 이경임, 안창규(1996)의 측정항목을 참
조하여 본 연구 상황에 적합한 항목들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최근에 식당, 편의점, 이/미용실,

성실성은 모두 6개 항목을 사용하여 주의 깊이 일을

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편의표

처리하는지, 부지런한 정도, 노력, 세밀한 계획, 효과

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업종별

적이며 능률적인 일처리, 그리고 자신을 조정하고 규

데이터 수가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문대

제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외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상을 4개 서비스에 한정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정확한

서 5개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경험한 서비스

단계적으로 일을 하는 정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상황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도록 인상적으로 기억나

정도, 의사결정에 대한 숙고 정도, 현명한 결정을 위한

는 점들, 서비스를 이용한 구체적 날짜 및 시간 등을

의향 정도, 생산적인 일 처리 능력을 측정하였다. 신경

먼저 질문하였다. 총 1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증은 모두 5개 항목을 사용하여 걱정을 많이 하는 정

이중 무성의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시킨 뒤 총

도, 사람들과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 정도, 무기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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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을 느끼는 정도, 임무 수행에 대한 걱정, 가치

은 Donovan, Brown, and Mowen(2004)가 사용

없는 존재로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친화성은 역

한 척도를 고객의 관점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서

시 5개 항목을 사용하여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한

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된 총시간에서 서비스 제공

정도,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도, 즐겁고 활기차다

직원과의 접촉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0%에서 100%

고 느끼는 정도, 생활양식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

까지 10% 간격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하는 정도, 그리고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정도
를 측정하였다. 개방성은 5개 항목을 사용하여 측정하

4.3 분석결과

였으며 구체적으로 혼자 지내는 것 보다는 다른 사람
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어떤 사람들이

데이터는 AMOS 4.0 (Arbuckle 1999)에 의한 구조

싫을 때 싫다고 쉽게 표현하는 정도, 행동하기 전에 결

방정식모형(SEM)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Anderson

과를 먼저 생각하는 정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and Gerbing (1988)의 이단계 절차를 따라서 먼저

즐거워하는 정도,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결정

본 연구에서 조사된 구성개념들의 독립성을 평가하였

을 기대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다. 두 번째로 잠재변수들 간의 가설화된 구조관계를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Watson, Clark, and

Tellegan (1988 )이 개발한 PANAS (The Postitive

평가하였다. 모든 모델검정은 공분산 행렬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최우도법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nd Negative Affective Schedule,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 항목)와 이학식, 임지훈(2002)의 소비관련 감정척

4.3.1 측정모델

도를 사용하여 각각 3개의 항목을 사용하여 서비스 고

측정모델 검정을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객의 감정 상태를 측정하였다. 긍정적 감정은 서비스

사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측정항목

를 제공받으면서 즐거움, 좋은 기분, 편안함을 느낀 정

을 사용하여 CFA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표준화 요

도를 측정하였다. 부정적 감정은 마찬가지로 서비스

인적재치가 0.5보다 작게 나타난 항목을 제거하였다.

를 제공받으면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불쾌함

그 결과 신경증에서 1개 항목, 개방성에서 2개 항목이

을 경험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탈락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삭제시킨 항목들이 측정

지각된 서비스품질은 Taylor and Baker(1994)가

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의 의미를 변화시키거나 손상시

사용한 척도를 바탕으로 서비스 고객의 전반적인 서

키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구성

비스품질 지각을 측정하였다. 모두 2개 항목을 사용하

개념 간 상관관계와 요약통계량이 <표 1>에 제시되어

였으며 구체적인 설문항목으로는“내가 이용한 서비

있다.

스의 전반적인 품질은 뛰어났다.”및“대체로 내가 이

척도정제를 마친 최종항목을 바탕으로 한 CFA 분

용한 서비스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이다. 접촉 수준

석결과 모델에 대한 x2는 자유도 406에 654.23(p <

고객 성격이 소비감정과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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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관관계와 요약통계량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성실성
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개방성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서비스품질

1

2

3

4

5

6

7

8

1.00
0.16
-0.08
0.04
0.15
0.10
-0.02
0.05

1.00
-0.11
0.10
0.24
0.07
-0.09
0.06

1.00
0.08
-0.07
-0.13
0.14
-0.15

1.00
0.27
0.11
0.04
0.07

1.00
0.24
-0.15
0.26

1.00
-0.60
0.82

1.00
-0.55

1.00

6
6
5.08
0.94

5
5
5.33
0.88

5
4
2.71
0.90

5
5
5.05
0.77

5
3
4.86
1.02

3
3
4.21
1.70

3
3
2.96
1.77

2
2
4.42
1.43

요약통계량
초기항목수
최종항목수
평균
표준편차

.001)로 나타났다. 비교적합도지수(CFI), 터커-루위스

였다. Sharma et al.(2005)도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지수(TLI ), 증분적합도지수(IFI ), 표준적합도지수

에서 적합도 평가 지수로서 GFI를 사용하지 않을 것

(NFI), 및 근사평균오차제곱근(RMSEA)은 각각 0.92,

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FI와

0.91, 0.92, 0.89 및 0.06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AGFI를 적합도 평가지수로서 사용하지 않았다.

는 적합도 지수로서 GFI와 AGFI를 사용하지 않았다.

측정 모수에 대한 표준화 추정치가 <표 2>에 제시되

그 이유는 GFI와 AGFI는 Sharma et al. (2005)이

어 있다. Cronbach’s a로 측정한 신뢰성은 모두 0.7

지적하였듯이 표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지

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지표들은 가설화된

표 개수가 많을수록 그 값이 작아진다. 또한 잘못 명시

요인에 유의하게 적재되었다(p < .001)(Bagozzi and

된 모델(misspecified model)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Yi 1988). 판별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둘씩 짝지어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Steiger (1989)는 GFI

진 구성개념간의 공분산을 1로 고정한 모델과 자유롭

및 AGFI가 표본크기에 비해서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게 허용한 내포 모델간의 비교를 하였다. 모든 구성개

크거나, 지표 개수가 많지 않을 때 하향편의(biased

념 짝에 대해서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였으며 그 결과

downward)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표본

판별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Anderson and

GFI(및 AGFI)는 모집단 GFI(및 AGFI)의 불편추정량

Gerbing 1988).

이 아닌 편의추정량(biased estimator)이라고 강조하
면서,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값을 보고한다고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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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 모수 추정치
지표

성실성

성실성1

0.67
0.69
0.68
0.67
0.84
0.73

성실성2
성실성3
성실성4
성실성5
성실성6
외향성1

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개방성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0.76
0.77
0.70
0.71
0.75

외향성2
외향성3
외향성4
외향성5
신경증1

0.53
0.78
0.70
0.54

신경증2
신경증3
신경증4
친화성1

0.55
0.65
0.73
0.53
0.75

친화성2
친화성3
친화성4
친화성5
개방성1

0.74
0.89
0.51

개방성2
개방성3
긍정감정1

0.93
0.96
0.89

긍정감정2
긍정감정3
부정감정1

0.91
0.95
0.94

부정감정2
부정감정3
서비스품질1
서비스품질2
신뢰성

지각된
서비스품질

0.75

0.85

0.71

0.75

0.72

0.95

0.95

0.91
0.96
0.93

주(註): 적합도 통계량: x2(406) = 654.23(p < .001); CFI = 0.92; TLI = 0.91; IFI = 0.92; NFI = 0.89; RMSEA = 0.065

4.3.2 연구모델

대해서는 Jöreskog and Sörbom(1982)에 의해 제

연구모델은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 주었다(x2 =

안된 단일지표 잠재변수 분석(single indicator latent

139.72, d.f.= 58, p < .001; CFI = 0.95; TLI = 0.94;

variabl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구성개념

IFI = 0.96; NFI = 0.90; RMSEA = 0.065). 표준화 모

의 측정항목을 평균함으로서 각 잠재변수에 대해서

수 추정치가 <그림 1>에 나타나있다. 성격 잠재변수에

한 개의 지표변수만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 측정 경

고객 성격이 소비감정과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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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치는 1로 고정하였고 오차분산은 (1-신뢰성 계

이러한 단일지표 잠재변수 분석은 마케팅 연구자들

수)×척도분산으로 고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예, Andrews et al. 2004; Bettencourt, Brown, and MacKenzie

서 측정오차 효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Hayduk

2005; Childers et al. 2001; Crosby, Evans, and Cowles 1990;

1987).

Sujan, Weitz, and Kumar 1994), 성격 연구자들(예, Berg and

단일지표 잠재변수 분석은 구성개념에 내재된 의미

Feij 2003)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를 간명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agozzi

성실성과 긍정적 감정 간의 경로계수 추정치는

and Heatherton 1994). 또한 측정 지표들이 공통 분

0.16(t=1.832, p<.05)로서 유의하기 때문에 연구가설

산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 지표들을 합산하거

1a는 지지되었다. 하지만 연구가설 1b는 기각되었다.

나 평균함으로서 무작위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

성실성과 부정적 감정 간의 경로계수 추정치가 -

결과 개별 항목에 비해서 더욱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0.002(t=-0.028, p>.05)로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항목묶기(item parceling)에 비

다. 외향성과 소비감정 간의 경로는 오직 부정적 감정

해서 모든 측정도구들을 잠재변수에 동등하게 공헌시

과만 유의한 경로계수 추정치가 -0.15 (t=1.996,

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Berg and Feij 2003).

p<.05)로 발견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2a는 기각되

<그림 1> 연구모델에 대한 최우도법 추정치

주(註):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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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p < .01 (단측검정)

었고 2b는 지지되었다. 또한 연구가설 3a와 3b는 모

법은 잠재변수와 동일한 관계를 충족시키는 매 개별

두 지지되었다. 신경증과 긍정적 감정 및 부정적 감정

표본에 대해 계산된 잠재변수값을 바탕으로 한다. 잠

간의 경로계수가 모두 각각 -0.19(t=-2.347, p<.05),

재변수값은 불편추정량이며 잠재변수와 마찬가지로

0.18(t=2.113, p<.05)로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

동일한 평균과 공분산 행렬을 산출해낸다(Jöreskog

문이다. 하지만 친화성과 소비감정 간에는 어떠한 경

2000). 이 방법은 측정지표들을 곱할 필요가 없으며,

로계수도 0.073 (t=0.979, p>.05), 0.066 (t=0.885,

복잡한 비선형 제약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p>.05)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 사용하기 쉽고 복잡한 구조방정식 상호작용 모델

따라서 연구가설 4a와 4b는 모두 기각되었다. 개방성

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Schumacker 2002). 따라서

과 소비감정 간의 관계는 0.24(t=3.013, p<.01), -

본 연구에서와 같이 조절변수 분석시 5개의 성격 잠재

0.21(t=-2.579, p<.01)로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

변수가 관련된 복잡한 모델의 경우에 적합한 분석 방

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5a와 5b는 모두 지지되었다.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감정과 지각된 서비스품질로 측정된 서비스 성

고객접촉 수준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과와의 관계는 단지 긍정적 감정에서만

Jöreskog (2000 )이 제안한 절차를 따라서 먼저

0.68(t=14.132, p<.01)로서 유의한 경로가 발견되었

SIMPLIS(Jöreskog and Sörbom 1993)를 사용하여

다. 따라서 연구가설 6a는 지지되었고 연구가설 6b는

서비스 고객 성격의 하위차원인 성실성, 외향성, 신경

기각되었다.

증, 친화성, 및 개방성 그리고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잠재변수값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PRELIS2(Jöreskog and Sörbom 1999)를 사용하여

4.3.3 조절효과

고객접촉 수준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본 연
구에서는 잠재변수값 접근법(Jöreskog 2000)을 분석
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잠재변수값 접근

잠재상호작용 변수와 감마 결정계수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가설 7a~7e는 서비스 고객 성격의 하위차원인

<표 3> 잠재변수값 상호작용 추정치
종속변수: 긍정적 감정

γ

t-Value

상호작용 효과
성실성×접촉수준
외향성×접촉수준
신경증×접촉수준
친화성×접촉수준
개방성×접촉수준

종속변수: 부정적 감정

γ

t-Value

상호작용 효과

0.624
-0.254
0.592
-0.156
0.560

2.947**
0.441
1.982*
-0.540
1.647*

성실성×접촉수준
외향성×접촉수준
신경증×접촉수준
친화성×접촉수준
개방성×접촉수준

0.472
-0.493
0.666
0.453
0.357

2.235*
-1.505
2.981**
1.574
1.765*

*p < .05, **p < .01 (단측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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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성, 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및 개방성과 긍정적

미치는 영향은 낮은 접촉 수준에서보다 높은 접촉 수

감정 간의 관계에 대한 접촉 수준의 조절효과에 관한

준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실성

가설이다. 분석 결과 성실성, 신경증, 및 개방성과 긍

과 개방성이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낮

정적 감정 간의 관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감

은 접촉 수준보다 높은 접촉 수준에서 더 강하게 나타

마 결정계수가 각각 0.624 (t=2.947, p<.01 ), -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경증이 부정적 감정

0.254(t=0.441, p>.05), 0.592(t=1.982, p<.05), -

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낮은 접촉 수준보다 높은 접

0.156(t=-0.540, p>.05), 0.560(t=1.647, p<.05)로 나

촉 수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났다. 정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감마계수의 의미

따라서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과 부정적 감정 간의 관

는 서비스 고객의 성격이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

계만이 접촉 수준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

은 낮은 접촉 수준에서보다 높은 접촉 수준에서 더 높

다. 그러므로 연구가설 8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실성과 개방성이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낮은 접촉 수준
보다 높은 접촉 수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V. 결론

분석되었다. 또한 신경증이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부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정적 효과는 낮은 접촉 수준보다 높은 접촉 수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성실

본 연구는 서비스 접점 내의 또 다른 구성원인 서비

성, 신경증, 개방성과 긍정적 감정 간의 관계만이 접촉

스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성격특성을

수준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루어 보았다. 구체적으로 고객 성격이 서비스를 전

연구가설 7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달받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소비 감정에 어떻게 영향

연구가설 8a~8e는 서비스 고객 성격의 하위차원인

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이 궁극적으로는 서비

성실성, 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및 개방성과 부정적

스 기업의 성과지표인 지각된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감정 간의 관계에 대한 접촉 수준의 조절효과에 관한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설이다. 분석 결과 성실성, 신경증, 및 개방성과 부

분석결과를 통해서 빅파이브 즉 5개 요인으로 구성

정적 감정 간의 관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감

된 성실성, 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및 개방성으로 측

마 결정계수가 각각 0.472 (t=2.235, p<.05 ), -

정된 고객성격이 서비스 접점중의 소비감정인 긍정적

0.493 (t=-1.505, p>.05), 0.666 (t=2.981, p<.01),

감정과 부정적 감정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0.453(t=1.574, p>.05), 0.357(t=1.765, p<.05)로 나

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격의 모든 요

타났다. 마찬가지로 양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감마

인들이 감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계수의 의미는 서비스 고객의 성격이 부정적 감정에

못하였다.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모두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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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성격 하위 요인으로는 신경증과 개방

타날 여지가 매우 적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 두 개 요인뿐이었으며 다른 하위 요인들은 긍정적

하지만, 친화성을 제외한 모든 고객 성격의 하위 차

혹은 부정적 감정 중 한 개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

원이 소비 감정인 긍정적 감정 혹은 부정적 감정 또는

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화성의 경우에는 어느 감정 상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태에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고객의 성격에

먼저 예상과는 달리 성실성과 부정적 감정 그리고

관한 연구 역시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

외향성과 긍정적 감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

고 연구해야 할 주제임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객의 감정에 영향

연구의 이론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

을 미치지만 통제되지 않은 제3의 원인으로 인한 결과

는 서비스 접점에서 경험하는 고객감정에 영향을 미

일 수 있다. 종업원 혹은 다른 고객에 의해서 서비스

치는 요인으로서 종업원, 물리적 환경, 제품 특성, 및

접점에서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경

서비스 특성 등을 제시하였으나(Gardner 1985;

험하게 되면 고객 성격 자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Westbrook and Oliver 1991; Sherman, Mathur, and

약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격과 긍정적 및

Smith 1997),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고객성격 역시

부정적 감정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일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성실성과 긍정적 감정 간의 인과관계의 영향력이

서비스 접점 중에 고객이 경험하는 소비감정과 지각

성실성과 부정적 감정 간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된 서비스 품질로 측정한 서비스 성과와 관계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서 후자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나

오직 긍정적 감정만이 지각된 서비스 품질과 유의한

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감정과 서

친화성은 어느 감정과도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비스 품질 간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인과관계가 존재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하기 때문일 수 있다. 서비스 실패상황뿐 아니라 정상

특수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식당이나 편의점 등의 서

적인 서비스 전달 상황에서도 종업원의 행위나 다른

비스는 대부분 서비스 제공자와 1회성 상호작용을 수

고객에 의해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반하게 된다. 그래서 재이용을 하더라도 동일한 서비

수 있고 그로인해 서비스 품질을 다르게 지각할 수도

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가능성이 매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서비스 전달 상황에서 부정적

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바

인 감정이 발생하는 가능성은 긍정적인 감정의 발생

탕으로 한 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친화성이

빈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

일회적인 서비스 접점 상황에서는 감정 경험에 유의

이다. 그 결과 긍정적 감정과 서비스 품질 지각간의 관

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즉, 본 연구 상황에서

계가 더 강하게 나타나서 부정적 감정과 서비스 품질

는 고객의 친화성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 중에 나

지각 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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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고객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Halbesleben and

의 성격이 서비스 접점 중에 고객이 경험하는 소비감

Buckley(2004)는 은행이라면 ATM 기계의 편리성을

정에 중요한 예측변수이며 이러한 소비감정이 결과적

강조하는 광고를 수행하거나, 온라인 뱅킹의 장점을

으로는 서비스 성과인 지각된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부각시키는 촉진활동을 전개한다면 이런 셀프 서비스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에 관심을 갖고 있고 원활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서비스 제공자 및 판매원의 관점에서 성격 연구를 진

있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적절한

행하여 왔다(Bozionelos 2004; Brown et al. 2002

고객을 선발”
하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등). 하지만 서비스 접점의 또 다른 구성원인 서비스

본 연구의 실증분석 내용을 위에 살펴본 고객선발

고객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맥락에 적용해 본다면 성실성이 고객의 긍정적 감정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대표적 성격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긍정적 감정이 서비

측정 도구인 빅파이브 모델로 측정한 서비스 고객의

스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성격이 실제로 고객이 경험하는 소비감정에 유의한

때문에 광고와 촉진 활동을 전개할 때 성실성이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서 서비스 고객의

고객에게 유리하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을

성격 역시 서비스 기업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집중적으로 강조할 수 있다. 또한 개방성이 높은 고객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들로 하여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이나 신사

Zeithaml, Bitner, and Gremler(2006)는“적절

업 진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유도하고 이를 적절히 보

한 고객을 선발하라”
는 소제목 하에 서비스 기업은 자

상해 준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

사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채워줄 수 있는 적절한 고객

고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을 유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광고, 인적 판매, 다른

또한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종업원 선발의 경우

기업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기대하는 역

와 같이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사

할과 책임을 명확히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

의 고객으로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하였다. 즉 서비스 종업원과 같이 인사부서에서 직접

수 있다. 특히 회원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잠재고객

고객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 및 판촉과 같은

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고객성격을 고려하는 것이 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객을 선발할 수

능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바와 같

있다(Halbesleben and Buckley 2004). Zeithaml,

이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 설문지에 고객 성

Bitner, and Gremler(2006)는 이것을“자기 선택”

격 설문항목을 추가함으로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라고 명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 조직 내에서

그리고 사후 서비스 제공시 그 고객성격정보를 활용

고객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미리 보여줌으로서 고객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

로 하여금 스스로 서비스 조직 내에 진입할 것인지를

객성격 조사 결과를 고객카드 등에 입력하여 매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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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마다 사전에 서비스 제공자

적으로 분배되고 더 높은 서비스 성과를 가져오게 될

가 고객성격을 판별할 수 있게 한다면 성격에 따른 차

것이다.

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경증이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객접촉 수준에 따라서 고객성

높은 고객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

격과 감정 간의 관계가 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로 특히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

실증 결과는 접촉 수준이 높을수록 성실성, 신경증, 개

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개방성이 높은 고객의 경우에

방성과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 간의 관계가 더 강하게

는 긍정적 감정을 많이 지각하고 부정적 감정을 덜 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객접촉

각하므로 종업원이 상대하기 수월한 고객이므로 그에

수준과 같은 서비스 설계의 중요한 요인과 고객 성격

상당하는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자사의 우량고객

및 감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기업은 자사의 서비스 제공 시

아울러 본 연구는 관리자들에게 특정 소비 감정을

스템 설계시 고객과의 접촉 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 즉

유발하는 성격 특성을 가진 고객들을 식별하는 데 유

고객의 접촉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함을

용한 관리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시장 세분화와 타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고객접촉 수준에 대한 실증연구

겟마케팅(target marketing)의 관점에서 기업의 자원

가 매우 제한적인 실정에서 본 연구는 서비스 설계시

을 어떠한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가에

고객접촉 수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고객 특성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 시장 세분화 및 고객 세분

맞는 접촉수준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화는 자사에 유리한 고객을 확인하고 집단화하는데

필요성을 새롭게 부각시켰다.

사용되는 유용한 도구이다. 서비스 마케팅 문헌에서

서비스 관리자는 고객접촉 수준으로 구별되는 서비

는 다양한 시장 세분화 변수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

스 유형에 따라서 어떤 성격의 소비자를 우선적인 대

한 변수들에는 성별, 나이, 지리적 위치 등이 있었다.

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하지만 본 연구는 새로운 세분화 변수로서 고객 성격

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마케팅 활동에 임할 수 있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점들을 바탕으로

다른 성격 특성을 가진 고객은 서비스 접점 중에 경험

서비스 고객의 성격연구가 기업에게 유용한 관리적

하는 소비 경험 역시 다르게 하였고, 그 결과 서비스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연구임을 이해할 수 있

품질 역시 다르게 지각한다. 따라서 마케팅 관리자는

다.

자사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객 성격을 파악하여 시

그리고 서비스 접점 중에 고객이 경험하는 소비감정

장세분화 및 표적시장선정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

과 지각된 서비스 품질간의 유의한 관계 역시 주목할

다. 자사에 유리한 성격 특성을 가진 고객들을 공략하

만한 결과이다. 서비스 기업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고 우선적으로 관리한다면 기업의 자원은 더욱 효율

일선 종업원의 교육 훈련 시에 고객의 감정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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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추가해야 할 것

서 고객의 감정 뿐 아니라 서비스 종업원의 감정 역시

이다. 서비스 종업원이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

함께 측정하여 분석하였을 때 보다 정확한 분석에 이

더라도 정작 고객이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지 못한

를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관리적 시사점을 도출할

다면 결국 서비스 품질을 낮게 지각하기 때문이다. 이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의 감정과 고객의 감정

와 관련하여 Pugh(2001)는 고객이 감정 전염 과정을

역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 서비스

통해서 종업원의 감정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지

접점은 서비스 종업원 및 고객 일방이 별도로 존재하

적하였다. 특히 실증 분석을 통해서 접점 종업원의 긍

지 않기 때문에 함께 분석하였을 때 더욱 현실적이며

정적 감정이 고객의 긍정적 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친

타당한 연구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Tsai and Huang

후속 연구에서는 고객감정과 종업원의 감정을 함께

(2002)은 종업원의 감정적 전달(Employee Affective

측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Delivery: EAD)을“서비스 거래 중에 종업원이 표현

둘째로, 실무적으로 고객 성격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감정 행동”
으로 정의하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서 EAD가 매장내 고객의 긍정적 감정에 긍정적인 영

을 기업에서 도입하여 활용하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향을 미친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접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보기술이 조만간 더

점 종업원은 고객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도

욱 발전하여 주어진 세분 시장의 고객 프로파일을 전

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

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게 된

비스 기업은 종업원이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수 있

다면 마케팅 관리자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자사에 잘

도록 교육 훈련과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종

맞는 성격을 지닌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마케팅 활동

업원 감정뿐만 아니라 고객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전개하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는 다른 요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로, 고객성격 이외에 고객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추가 된다면 연구모델의 설명
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접점의 고객들은

5.2 연구의 한계점 및 미래 연구방향

다양한 상황에 직면한다. 서비스 접점 내의 물리적 환
경, 서비스 접점 내에 있는 다른 고객으로 인한 영향

여느 실증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역시 개선되어

그리고 고객의 다양한 인구 통계적 특성 등을 추가로

야 할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고려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것으로

서비스 고객의 감정만을 매개변수로 제시하였다. 하

생각된다.

지만 본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서비스 접점은 서

넷째로, 본 연구는 고객접촉 수준만을 조절변수로

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양자적 관계의 산물이다. 따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외에도 고객의 참여수준,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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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정도, 서비스 이용기간 등 다양한 변수를 추가적으
로 조절변수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모델임
에도 불구하고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
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성격과 감
정 및 감정과 서비스 품질간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변
화를 하는 지를 관찰한다면 보다 흥미로운 연구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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