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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재 서비스 산업에서는 급변하는 고객의 욕구를 맞추기 위해 기업 간의 서비스 경쟁 심화 및 다양한 각도에서의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들도 기업과 고객이 기대하는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

에 기여하고 있다. 과도한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 종사자의 감정적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기업과 고

객과의 접촉 채널로서의 중요한 역할에 임하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스트레스 해소는 업무 향상에 있어서 필요하다. 스트레스 해

소를 위한 정신적인 긍정어 즉,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의 힘이 ‘회복탄력성’으로서, 콜센터 상담사의 회복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근무경력과 업무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 중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공감능력, 자기효

능감은 근무경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낙관성, 공감능력은 업무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키워드: 콜센터(Call center), 회복탄력성(Resilience)

I. 서 론

서비스 부문의 국가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콜센터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콜센터는 고객욕구의 새

로운 해소 수단이며,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부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많은 기업들

이 대규모의 콜센터를 구축하거나 아웃소싱 전문 업체에 위탁경영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과도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등장할 수 있는 콜센터 상담사의 스

트레스 해소도 기업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스트레스는 개

인마다 차이를 보이겠지만, 개인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정도와 

방법 또한 다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콜센터의 상담사의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사의 근무경력과 업무 유형에 따

라 그 차이가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회복탄력성의 정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역경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

인 힘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탄력성은 원래 물리학에서는 힘이 

가해질 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성질로 물질의 유연함, 탄성

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근래에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사

회과학이나 학문에서도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란 의미로 활용되기도 한다. 

표 1.  회복탄력성의 선행연구

Table 1. Precedence Research of Resilience

연구자 정의

Luthar (1991) 

[3]

스트레스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거나 효능감을 발휘하여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여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 있는 능력

Garmezy 

(1993) [4]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능력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로 역경을 겪으면서 

자신의 의지력이 소실됐지만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

Fraser 

Richman & 

Galinsky 

(1999) [5]

생활의 부정적인 사건들, 외상, 스트레스 등 여러 

다양한 위험요소들에 대해 예측할 수 없거나 훌륭하게 

적응하여 소화해 내는 것

Gu&Day 

(2007) [6]

역동적 과정으로 부정적인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인 변화하는 개인의 능력

김주환 (2009) 

[7]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의 향상, 즉 성장을 

나타내는 탄력성의 합성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0권 제2호 (2012. 7)

116

최근 심리학자들이 힘들고 격한 상황에 빠졌을 때 불안을 이겨

내는 내적 자아 형성 능력을 자아탄력성이라 해석하기도 한다.[1] 
자아탄력성은 회복탄력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적 요구들에 좌절감을 갖고 스트

레스를 받게 되더라도 완고한 모습을 보이거나 굳건하고 유연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경우를 말한다.[2]

2.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는 발

달 과정으로 보고 여러 연구인들은 이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Reivich와 Shatte(2003)가 제기한 일곱 가지 구성 요소를 기준

으로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통제력

(emotion control)은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어디로 두느  

냐에 따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둘째, 충동통제

력(impulse control)은 미래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현재의 욕구와 

충동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력을 말한다. 셋째, 낙관성(optimism)
은 주어진 상황이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 긍정적인 기대

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원인분석력(causal analysis)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능력

으로 어떠한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 사건, 현상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 내린다. 
다섯째, 공감능력(empathy)은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 
몸짓이나 자세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알아채는 능력이다. 여섯째,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은 자신이 능력 있으며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

는 것으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 마지막으

로 적극적 도전성(reaching out)은 자신의 한계 밖으로, 자신의 일

상 너머로 뻗어 나가려는 능동적인 자세이다.[13]

표 2.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

Table 2. Component of Resilience

연구자 구성요소

Wagnild & 

Young(1993) [8]
자기신뢰, 독립심, 의지력, 인내심, 평정심

Russell & Russell 

(1995) [9]

자기신뢰, 개인적 비전, 계획성, 융통성, 

문제해결력, 사회성, 대인관계, 조직력

Constantine et 

al.(1999) [10]

자기신념, 자아인식, 자기효능감, 낙관성, 

목표지향성, 공감능력, 문제해결력, 협동 및 

대화기술

Reivich & Shatte 

(2003) [11]

감정통제력, 자기효능감, 충동통제력, 낙관성, 

적극적 도전성, 원인분석력, 공감능력

Ryan & Caltabiano 

(2009) [12]

자기효능감, 내적통제력, 인내심, 가족⋅사회 

지원망, 적응력

신우열 등(2009) [13]

감정통제력, 생활만족도, 낙관성,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 

관계성, 감사하기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콜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2011년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1차 245명, 2차 120명을 대상으로 총 365명에

게 설문을 실시하여, 304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

외하고 최종 분석자료로 총 294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

로 높았는데, 이는 콜센터 산업이 여성친화직종이기 때문이다. 연

령은 31세 이상이 48.3%, 26~30세 40.8%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에서는 전체 종사자의 약 1/2가량인 45.6%가 대졸 이상의 높은 학

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결혼여부에서는 기혼보다는 미혼이 많았다. 
상담사로써의 근무경력은 4년 이상이 32.7%로 가장 많은 반면 1
년 미만의 경력자도 20.4%의 비율을 보였다. 업무 유형을 살펴보

면 인바운드 유형이 66%, 아웃바운드 유형이 34%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의 특성

Table 3. Summary of respondent characteristics

구분 n %

성별
남 14 4.8

여 280 95.2

연령

25세 이하 32 10.9

26~30세 120 40.8

31세 이상 142 48.3

교육수준

고졸 74 25.2

전문대졸 86 29.3

대졸 이상 134 45.6

결혼여부
미혼 196 66.7

기혼 98 33.3

근무경력

1년 미만 60 20.4

1년 이상~2년 미만 56 19.0

2년 이상~3년 미만 32 10.9

3년 이상~4년 미만 50 17.0

4년 이상 96 32.7

업무유형
인바운드 194 66.0

아웃바운드 100 34.0

IV. 연구결과

콜센터 상담사의 회복탄력성을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낙관

성, 원인분석력,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 등과 같은 

7개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근무경력과 업무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

펴보았다. 
근무경력에 따라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공감능

력, 자기효능감에서는 통제적 차이를 보였지만, 낙관성과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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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근무경력과 업무유형에 따른 회복탄력성

Table 4. Working Period and Work Type on Resilience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낙관성 원인분석력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근무

경력

1년 미만 2.81 .281 2.85 .344 2.91 .383 2.96 .382 2.71 .306 2.91 .322 2.91 .322

1년 이상-2년 미만 2.94 .246 2.68 .298 2.94 .339 2.83 .314 2.65 .366 2.84 .325 2.84 .325

2년 이상-3년 미만 2.78 .360 2.68 .273 2.85 .409 2.58 .343 2.50 .330 2.63 .357 2.63 .357

3년 이상-4년 미만 2.77 .302 2.79 .361 3.00 .390 2.82 .398 2.60 .394 2.91 .335 2.91 .335

4년 이상 2.73 .354 2.77 .349 2.84 .419 2.75 .332 2.52 .386 2.79 .398 2.79 .398

F 4.046** 2.430* 1.616 6.826*** 3.218* 4.291** .521

업무유

형

인바운드 2.77 .296 2.76 .330 2.94 .392 2.81 .384 2.64 .374 2.83 .379 2.82 .416

아웃바운드 2.85 .359 2.77 .350 2.83 .386 2.80 .331 2.52 .345 2.82 .332 2.83 .29

t -1.830 -.129 2.269* .297 2.664** .145 -.213

*p<.05 **p<.01 ***p<.001

도전성에서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감정통제력은 근

무경력 1년 이상~2년 미만인 상담사에게서, 충동통제력, 원인분석

력, 공감능력은 1년 미만의 상담사에게서, 자기효능감은 1년 미만

과 3년 이상~4년 미만인 상담사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 

4년 이상의 상담사들은 감정통제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충동통

제력은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원인분석력, 공감

능력, 자기효능감은 2년 이상~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상담사가 

가장 낮았다. 
업무유형에 따라서는 낙관성과 공감능력 만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아웃바운드보다는 인바운드 상담사들에게서 

낙관성과 공감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근무경력과 업무 유형에 따른 콜센터 상담사들

의 회복탄력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첫째, 상담사의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공감능력, 자기효

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으로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이러한 회복탄력성 구성요소들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향후 기업에서는 상담사들을 근무경력에 따라 분

류한 후  개인에게 적합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둘째, 
인바운드 상담사들이 아웃바운드 상담사 보다 낙관성과 공감능력

이 높았다. 그러므로 업무 성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개인의 근무경력과 업무유형에 따라 회복탄력성의 구성

요소에는 분명 차이를 보이므로 향후 기업에서는 개인의 특성과 

업무유형을 고려한 회복탄력성 진단 프로그램과 보완교육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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