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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뷰티산업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증가와 K뷰티의 해외시장 진출 등으로 꾸준

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환경변화와 과열 경쟁, 해외 프랜차이즈의 국내시장 진출 등으로 인

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뷰티업도 과도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단순기술 위주의 운영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뷰티산업은 같은 공간에서 대면을 통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종업원의 인적서비스에 대

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고객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태도나 기술력에 따라 서비스품질 수준이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뷰티 

내부마케팅 활동이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뷰티업은 내부마케팅, 직무만족, 고객

지향성이 구조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뷰티 관리자는 종업원들의 필요와 욕구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보상제도, 권한위임 등을 

개선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종업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

여 고객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In recent years, the beauty industry has grown steadily due to an increase in living standards along with economic development, an 

increase in human desire for beauty, and K-beauty’s entry into overseas markets. However, despite such external growth, competition 

is intensifying due to rapid environmental changes, overheated competition, and overseas franchise entry into the domestic market. 

Now, the beauty industry has become a reality in which excessive competition cannot be avoided, and simple technology-oriented 

operation cannot survival.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internal marketing activities on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ince the beauty industry is structurally closely related to internal marketing,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the beauty manager first establishes a differentiated strateg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ompensation 

system, delegation of authority, etc. It can be seen that it is desirable to do it. In addition,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by 

enhancing the job satisfaction of employees through efficient manpower management to realize customer satisfaction can be seen as 

the most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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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뷰티산업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증가와 K뷰티의 해외시장 진출 등으

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사회문화 및 생활방식이 비대면 시대로 바뀌면서 서

비스산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외적성장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환경변화와 과열 경쟁, 해외 프랜차이즈의 국

내시장 진출 등으로 인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뷰티업도 과도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단순기술 위

주의 운영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뷰티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객서비스는 물론 AI 시각엔

진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나 염색 색상을 가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뷰티산업은 같은 공간에서 대면을 통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종업원의 인적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고객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태도나 기술

력에 따라 서비스품질 수준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1,2]. 또한 종업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제품의 효용

이나 가치가 창출되고, 이는 고객만족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내부마케팅은 필수적이다. 

외부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종업원을 대상으로 내부마케팅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3]. 한편, 뷰티업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고객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태도나 기술력에 따라 서비스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종업원들의 직무만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고[4], 뷰티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부마케팅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5]. 고객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고객지향적인 사고를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였고[6],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고객서비스(MOT)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직무만족이 선행될 때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고객지향적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7]. 뷰티업은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동기요인을 파악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서비스 기

술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부마케팅, 직무만

족, 고객지향성에 관한 연구는 항공사, 호텔, 병원 등 대규모 기업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뷰티산업의 내부마케팅과 직

무만족, 고객지향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뷰티업의 내부 마케

팅이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심층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직무만족변수를 직무자체 만족, 근무환

경 및 제도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이는 뷰티업 관리자가 종업원들의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보상제도, 서비스교육, 관리지침 등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2. 관련연구

2.1 내부마케팅에 관한 선행연구 

병원 내부마케팅이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비전, 조직속성, 의사소통, 보상 및 

복리후생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간호사의 업무량을 능력 및 직급에 맞게 배분하고 업무에 대한 적절한 책

임을 부여하여 본인의 업무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8]. 내부마케팅 요인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고

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권한위임, 보상, 복리후생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9].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자들의 내부마케팅의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보상제도, 의사소통, 권한위임, 교육훈련, 경영층지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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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스포츠관광시설의 내부마케팅, 직무만족, 조직몰입, 고객지향성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내부마케팅은 직무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10], 국내항공사의 내부마케팅과 직무만족, 조직신뢰 및 고객지향성에 관한 연구에서 커

뮤니케이션과 보상제도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11]. 종업원이 내면에서 진실로 느껴지지 않는 

정서를 가장하여 표면행위(surface acting)를 할 경우에는 종업원의 직무만족도가 낮아지고 정서고갈 및 자아효능감이 떨어져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신이 표현하기를 원하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거나 경험하기 위하여 심층행위(deep 

acting)를 할 경우에는 종업원의 복리증진, 자아효능감 및 직무만족도가 높아져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조직성과에 긍정

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자의 직무만족의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직무자체, 환경 

및 지원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3 고객지향성에 관한 선행연구

항공사의 내부마케팅이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의사소통과 교육이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공사의 보상제도와 경영층의 관심과 배려를 내부마케팅의 주요수단으로 강화하고 내부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직무환경을 조성한다면 종업원들이 고객지향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의 고객지향성의 구성요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4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지금까지 내부마케팅, 직무만족, 고객지향성에 관한 연구는 항공사, 호텔, 병원 등 대규모 기업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아 왔

으나 뷰티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뷰티업의 내부 마케팅이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심층적 ‧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직무만족변수를 직무자체 만족, 근무환경 및 제도를 중심

으로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3. 연구 설계 

3.1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뷰티업의 내부마케팅, 직무만족, 고객지향성에 관한 연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변수들에 관련된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Fig. 1.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of internal marketing,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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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내부마케팅과 직무만족의 관계

내부마케팅은 뷰티업 종업원을 내부고객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외부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의 노력이다. 즉, 뷰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직무를 만족시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업원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보상제도, 교육훈련기회 등의 다양한 활동은 종업원의 직무만족뿐

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과의 원활한 상호작용 등과 같은 모든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10]. 이

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내부마케팅과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내부마케팅 활동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내부마케팅과 고객지향성의 관계

고객지향성은 고객이 구매의사결정을 하는 동안 종업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행동이라고 주장하였고[14], 병원 

내부마케팅이 간호사의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에 관한 연구에서 내부마케팅 활동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8]. 이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과의 원활한 상호작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를 종합해 볼 때, 내부마케팅과 고객지향성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내부 마케팅은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의 관계

직무만족은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15], 종업원의 직무만족이 선행되었을 때 종업원

은 고객지향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16]. 직무만족과 보상만족이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승무원의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교육에 대한 시간을 늘리고 관리자 및 경영층과의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3].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내부마케팅과 고객지향성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직무만족은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실증분석

4.1 표본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뷰티업 종업원의 내부마케팅 활동이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 ‧ 경기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뷰티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9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총 274부를 배포하여 273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 응답 2부, 중복체크 등 3부를 제외한 268부

(98.1%)를 분석시 이용하였다. 표본의 현황 및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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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status and characteristics

구분 빈도 구성비(%) 구분 빈도 구성비(%)

성별

남 49 18.3

연령

29세 이하 67 25.0

여 219 81.7 30세-39세 116 43.3

계 268 100 40세-49세 67 25.0

학력

고졸 5 1.9 50세 이상 18 6.7

전문대졸 56 20.9 계 268 100

대졸 207 77.2

경력

5년 미만 77 28.7

계 268 100 5년-10년 78 29.2

소득

100만 미만 65 24.2 10년-15년 47 17.5

100만-150만 102 38.1 15년-20년 66 24.6

150만-200만 55 20.5 계 268 100

200만-300만 22 8.2

직급

디자이너, 직원 196 73.1

300만 이상 24 9.0 원장, 매니져 72 26.9

계 268 100 계 268 100

4.2 신뢰도 및 타당도

4.2.1 고객지향성의 타당도 및 신뢰도

고객지향성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 및 베리멕스(Varimax) 방식을 이용

하였고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이 3개 추출되었으며, 3개 요인의 분산 설명력은 61.5%로 나타났다. KMO(Kaiser 

Mayer Olkin)의 값은 0.865, Chi-squar 1,273.535, df 64, sig. 0.000으로 본 분석의 타당함을 나타내고 있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이므로 변수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customer orientation

요인 변수 요인 적재량 아이젠 값 Cronbach’s α 

고객지향성

고객의 욕구 이해

주문을 신속히 이행

고정 고객

.756

.742

.687

5.672 .761

KMO=.865, Bartlett Chi-square=1,273.535, df=64, Sig.=.000, Total cumulative variance(%)=61.5

4.2.2 직무만족의 타당도 및 신뢰도

직무만족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KMO(Kaiser Mayer Olkin)의 값은 0.847, Chi-squar 1,266.342, 

df 13, sig. 0.000으로 본 분석의 타당함을 나타내고 있고, 분산 설명력은 76.3%이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0.8 이상이므로 

변수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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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job satisfaction

요인 변수 요인 적재량 아이젠 값 Cronbach’s α 

직무만족 
직무자체만족

근무환경 및 제도

.813

.856
2.190 .871

KMO=.847, Bartlett Chi-square=1,266.342, df=13, Sig.=.000, Total cumulative variance(%)=76.3

4.2.3 내부마케팅의 타당도 및 신뢰도 

내부마케팅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KMO(Kaiser Mayer Olkin)의 값은 0.874, Chi-squar 

2,174.540, df 187, sig. 0.000으로 본 분석의 타당함을 나타내고 있고, 분산 설명력은 67.1%이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이므로 변수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Table 4. Validity and reliability of internal marketing

요인 변수 요인 적재량 아이젠 값 Cronbach’s α 

보상제도

보상제도

복지제도

고객과의 관계 

.745

.767

.713

3.491 .769

의사소통

직원들간 원활한 소통

의사표현의 자유로움

부서간 협조

.873

.762

.735

3.372 .852

교육훈련

교육 기회 제공

교육훈련 가치

적극적인 참여

.847

.773

.683

3.519 .733

권한위임

자율적인 의사결정

직원들 판단 존중

현장직원에 권한 위임

.826

.612

.758

1.250 .859

경영층지원
제안, 개선의견 등 수용

경영층에 접근 용이 개방된 의사소통

.739

.761

.764

1.429 .703

KMO=.874, Bartlett Chi-square=2,174.540, df=187 Sig.=.000, Total cumulative variance(%)=67.1

4.3 가설검증

4.3.1 내부마케팅 활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설 1> 내부마케팅 활동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기 <가설 1>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내부마케팅변수 중 보상제도(β=.218, t=4.306(p<.000), 의사소통(β=.337, 

t=4.384(p<.000), 권한위임(β=.235, t=3.412(p<.000)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에서 급여수준, 의사소통 분위기, 현장에 권한위임(MOT) 등이 활성화될수록 종업원들의 직무만족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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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f the impact of internal marketing activities on job satisfaction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표준오차 β

(상수) .413 .221 2.243 .017

보상제도 .257 .192 .218 4.306 .000

의사소통 .356 .154 .337 4.384 .000

교육훈련 .104 .092 .098 1.438 .527

권한위임 .243 .174 .235 3.412 .000

경영층지원 .098 .048 .063 1.853 .473

R=.702, R2=.537, F=70.782, p=.000

주) *p<.05, **p<.01, ***p<.001

4.3.2 내부마케팅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설 2> 내부마케팅 활동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기 <가설 2>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내부마케팅변수 중 보상제도(β=.356, t=9.420(p<.000), 권한위임(β=.358, 

t=3.932(p<.000)은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에서 급여수준이나 권한위임이 활

성화될수록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품질은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Table 6. Analysis of the impact of internal marketing activities on customer orientation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표준오차 β

(상수) 2.842 .148 77.342 .000

보상제도 .374 .027 .356 9.420 .000

의사소통 .451 .074 .438 4.601 1.053

교육훈련 .104 .035 .096 1.074 .604

권한위임 .364 .068 .358 3.932 .000

경영층지원 .153 .048 .057 1.682 .475

R=.543, R2=.451, F=64.810, p=.000

주) *p<.05, **p<.01, ***p<.001

4.3.3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설 3> 직무만족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기 <가설 3>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직무만족변수는 직무자체(β=.262, t=6.048(p<.000), 환경 및 제도(β=.223, 

t=6.163(p<.000)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업원들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고객들에게 제공하

는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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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alysis of the impact of job satisfaction on customer orientation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표준오차 β

(상수) 2.185 .192 14.759 .000

직무자체 .289 .048 .262 6.048 .000

환경 및 제도 .256 .051 .223 6.163 .000

R=.673, R2=.432, F=28.538, p=.000

주) *p<.05, **p<.01, ***p<.001

5. 결 론

최근 뷰티산업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증가와 K뷰티의 해외시장 진출 등

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환경변화와 과열 경쟁, 해외 프랜차이즈의 국내시장 

진출 등으로 인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뷰티업도 과도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단순기술 위주의 운

영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뷰티산업은 같은 공간에서 대면을 통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종업원의 인적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고객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태도나 기술력에 따라 서비스품질 수준이 결

정된다. 따라서 뷰티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마케팅, 직무만족, 고객지향성에 관한 구조적 연구가 부족한 뷰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설문

조사는 서울 ‧ 경기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뷰티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총 274부

를 배포하여 273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 응답 2부, 중복체크 등 3부를 제외한 268부(98.1%)를 분석시 이용하였다. 가설

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 WIN Ver. 19을 이용하였고, 통계분석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하였다.

<가설 1>을 검증 결과, 내부마케팅변수 중 보상제도(β=.218, t=4.306(p<.000), 의사소통(β=.337, t=4.384(p<.000), 권한위

임(β=.235, t=3.412(p<.000)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에서 급여수준, 의사소통 

분위기, 현장에 권한위임 등이 활성화될수록 종업원들의 직무만족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가설 2>을 검증 결과, 내부마케

팅변수 중 보상제도(β=.356, t=9.420(p<.000), 권한위임(β=.358, t=3.932(p<.000)은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에서 급여수준이나 권한위임이 활성화될수록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품질은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가설 3>을 검증 결과, 직무만족변수는 직무자체(β=.262, t=6.048(p<.000), 환경 및 제도(β=.223, t=6.163(p<.000)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업원들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좋

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뷰티업은 내부마케팅, 직무만족, 고객지향성이 구조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뷰티 관리자는 

내부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보상제도, 권한위임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종업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고객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

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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