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turnover intention, job performance of call center representatives
based on the adaptive structuration theory (AST). This study intended to empirically examine how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representative affect the technological and task adaptation, how they affect job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also explains how r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 a reputation which are considered
as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ffe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ver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 Finally this paper aim to provid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order to solve the above research problems, this research proposed a model based on
the adaptive structuration theory. In order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posed variables and the AST
for individual, we conducted an empirical test on the call center representative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ounselors, such as communication
skills, multitasking abilities, and innovativeness have a positive effect on skill adaptation, and skill adapt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ask adaptation, furthermore, it influences on job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 Respectively.
In addition, among the factors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al dimensions of the call center, it was found that organi-
zational reputation not only increase continuance commitment but also increase normative commitment.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perceived rational culture didn’t have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lso, continuance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are valid predictors of job performance, but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turnover intention. On the contrary, emotional commitment is the only one variable among three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have a posi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but is not a valid predictor of job performance.

Keyword：R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Reputation, Technology Adaptation, Task Adapta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Performance,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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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콜센터 상담사들은 고객접점에서 고객들의 다양

한 목소리와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기

업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기여함은 물론, 궁극적

으로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미래

의 경영전략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에도 다양하고

중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콜센터는 기업의 대

고객 전략적 마케팅채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박득, 2011; 박종무 외, 2014). 상담사들은

출근과 동시의 본인의 근무 상태를 나타내는 CTI

(computer telephony intergration) 툴바를 통해

본인의 상태를 체크하여 중․휴식 및 교육시간을 포

함한 이석관리는 물론, 이력입력 시간, 평균통화시

간, 총통화건수 및 총통화시간 등의 생산성 관리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콜센터

의 성과 평가가 보다 중요한 활동으로 고려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도 콜센터의 성과측

정을 주로 운영지표, 수입지표, 비용지표, 서비스품

질 등 조직수준의 성과로 측정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상담사 개인수준에서 직무성과 평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김종명, 금영정, 2020).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보기술이얼

마나 잘 활용하여 지원해주는지를 나타내는 기술과

업무적응이개인의직무성과에미치는긍정적효과는

여러 논문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강소라 외, 2008).

특히 개인이 어느 정도 기술을 받아들여 잘 활용할

수 있는 개인특성이 정보시스템 기술적 이용과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 변수임을 입증하

고 있다(정남호, 이건창, 2005). 이에 본 연구는 여러

시스템 기술을 활용하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이러한

개인적 특성과 기술적응, 업무적응이 직무성과를 좌

우하기 때문에 이러한 콜센터의 상담사들의 개인특

성들이 기술적응, 업무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 이에 따른 직무성과 향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콜센터에서 상담사는 실질적인 이윤창출 및

고객접점을 담당하는 핵심에 있고, 이러한 상담사

들의 이직은 인력 재확보에 대한 채용비용 및 신규

상담사의 교육훈련비용 등 직접적인 관리비용을 증

가시키고, 상담품질의 저하, 생산성의 저하 등을 야

기시킴으로서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에 콜센터 상담사의 이직관리는 이러한 이

유에서 중요한 논제이다(박득, 2011). 콜센터와 같

은 서비스 조직은 효과적인 고객응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사들의 처우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

하여 특히 숙련도 높고 직무성과가 높은 상담사들

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

다(박종무 외, 2014). 박득(2011)은 콜센터 상담사

를연구대상으로한연구에서조직몰입과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하

였고, 박영숙 외(2015)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감성

지능이 조직몰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직의도

를 크게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콜센터 상담사의 높은 이직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상담사들의 조직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나타내는 조직결속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전략인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조직

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직무성과 및 이직의도를

검증한 연구가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직무성과와 조직결속을 동시에 고려

하여 이직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콜센터의 상담사들의 개인

특성과 조직적 특성을 감안하고 개인특성은 기술적

응, 업무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조직적 특

성을 합리적 조직문화와 평판으로 고려하여 조직결

속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콜센터의 상담사들이 시스템 이용과 성과에 있어서

기술적응, 업무적응이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콜센

터의 상담사들의 조직결속이 직무성과와 이직의도

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알아보고자한다. 위와

같은 연구문제들을 풀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적응

구조화이론(adaptive structuration theory)을 기반



Factors Affecting Job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 of Call Center Representatives 57

으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제안된 변

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이에 대한 포괄적 통합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콜센

터에 근무하는 상담사들의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성

과와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향후 콜센터 관리자나 수퍼바이저들에게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지원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콜센터의 역할

콜센터는 기업과 고객 간에 정보통신 수단을 통

한 의사결정 접촉이 비대면(non-face to face)으

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서비스, 텔레마케팅, 기술지

원 등을 목적으로 상담들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

나 고객의 전화를 받는 조직 또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김형수 외, 2006; 복미정,

2012).

최근 콜센터가 증가하고 정보통신기술 또한 함께

발달하면서 콜센터의 형태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데

전화서비스, 팩스, 이메일, 인터넷과같은멀티미디어

채널뿐만 아니라(Koole and Mandelbaum, 2002),

모바일을 통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확대되고 있다(서효영 외, 2013). 또

한, 선진화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기술, KM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 등의 운영기술

과 정보기술이 활용되는 첨단 IT 산업 기술의 집합

체로서 진보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채널과

통로로 대고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즉, 콜센터

는 기업의 최일선에서 고객과의 의사결정을 통해 신

뢰감을 조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부서이며 성과를 결정

하는 이익 센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

므로 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더욱 효율적인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진보된 정보기술의 집약체

인 콜센터와 그 기술환경을 이용하는 상담사, 그 상

담사들과 조직이 산출해내는 직무성과 및 성과 달

성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들의 개인특성과

상담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환경적 특성들이,

직무성과 및 이직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2 콜센터 상담사들의 개인특성

콜센터 상담사들은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고 만족

감을 증대시키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재구매 또는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고객과의 상호

의사결정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업무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콜센터의 상담사들의 개인 특

성을 의사소통능력과 다중작업 능력 그리고 IT 혁

신성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2.2.1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Skill)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

며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을 갖

추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소통이란 사람들 간의 생

각, 느낌, 경험 영역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다른 사

람이나 집단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소

통 수단을 얼마나 잘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잘 하는

지를 의미한다(Papa et al., 1989).

또한, 언어적 유창성만이 아닌 대인적 상호작용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상황의 적절성에

대한 효과가 중요하다(이준웅, 2003). 이석재 등

(2003)은 상대방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과 사

회적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언어

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의사소통능력

이라고 정의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상황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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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효과적인 맞는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석재 등(2003)

의 견해를 취한다. 이처럼 다양하게 정의되는 의사

소통능력은 개인의 성격, 심리적 요인, 외부 자극

요인, 메시지 요인, 훈련 요인, 정보 활용 능력 등

과 관련이 있다.

또한, 콜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콜센터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진단도구로 개발하고

자 H보험사와 B보험사 콜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콜센터 상담사 역량진단검사의 척도는

8개요인 3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요인은 업

무성취 지향성, 성실성, 낙관성, 자기관리능력, 심리

적균형능력, 감정조절능력, 관계형성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제시되었다(김현정, 김지현, 2013). 콜센터

관리의 고객접점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콜

센터 상담사와 고객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서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만족하게 되면 영업활동

과 직무적응에, 나아가 직무만족에까지 중요한 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직의도를 줄일 수 있다(김

현정, 손영곤, 2012).

이렇듯 의사소통능력이 콜센터 상담사에게 꼭 필

요한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콜센터 상담사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많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응구조화 이론을 개인에대

해 적용한 Schmitz(2016)의 선행연구(ASTI : AST

for individuals)의 틀에 맞추어 이러한 의사소통능

력이 기술적응과 이어서 업무적응을 통해서 직무성

과 및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2.2.2 멀티태스킹 능력(Multitasking Skill)

일반적으로 멀티태스킹 능력은 주어진 시간 동안

두 개 이상의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

다(이무신, 정세훈, 2013). 인지심리학과 인간과 컴

퓨터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CHI)에 기반하고있는멀티태스킹이론(multitasking

theory)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시간을 분할하여

주작업과 부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순차적 멀

티태스킹(sequential multitasking)과 수행 중인 두

가지의 과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동시적 멀티태스킹

(concurrent multitask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멀

티태스킹 행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경험

할 수 있다. TV시청 중 식사, 식사 중 대화, 운전

중 음악듣기 등이 누구나 흔히 경험하는 멀티태스킹

행동이다. 이러한 멀티태스킹 활동은 한정적인 시간

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

다(배진한, 2015).

콜센터 상담사의 경우 고객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이력을 입력함과 동시에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작업의 전환

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상담 업무의 원활한

진행은 고객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업무의 전환 과정에서 작업의 분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규태, 이주연,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추어 빠르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직무․환경적 특성을 고려

하여, e-Manual을 검색하여 모니터를 보면서 동시

에 고객의 말을 경청하여 상담이력을 입력하는 등

의 전산조작을 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정의하

고 이 멀티태스킹을 잘 수행하는 능력을 멀티태스

킹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멀티태스킹 능

력이 기술적응과 업무적응 그리고 이어서 직무성과

와 이직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2.3 IT혁신성(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veness)

혁신성은 새로운 제품이나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 많은

학자들에의해연구되어왔다(박인곤, 신동희, 2010).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를 접할 때에는 그에 익숙해

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장애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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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불구하고사람들은이러한위험요소를받아

들이며그것에 적응하려 노력하는데 이 역시 개인의

혁신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혁신성 여부

는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높은 혁신성에 기반 한 기술 혁신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막 창업한 기업의 경우 수익성

있는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통해 체질

을 강화하고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기 위한 시동을

거는 경우가 많다(Hyvonen and Tuominen, 2006).

이는 환경 등 외부요인이 아닌 내부역량의 차이로

성과가 결정된다는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theory)관점에서 혁신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혁신성이 시스템

이나 새로운 정보 기술을 사용해 보고자 하는데 앞

장서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에 쉽게 익

숙해지며 그 사용법을 빠른 시간 내에 익히는 것을

IT혁신성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개인의 특성이

기술적응과 이어서 업무적응 그리고 나아가서는 직

무성과 및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2.2.4 콜센터 조직환경에 따른 조직적 특성

1) 콜센터의 합리적 조직문화

조직문화란 조직 내에 공유되는 비공식적인 법칙

으로,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

미한다(이환범, 이수창, 2006). 조직문화는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정의함으로써 조직에서 일어

나는 일을 안내하는 일련의 공유 과정으로, 사람들

과 그룹이 고객,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 상호 작용하

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Ravasi

and Schultz, 2006). 또한, 조직구성원들은 조직 환

경으로부터 획득하는 자료정보로 본인이 직면하고

있는 조직의 현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가치를 판단

하여이해하는데, 이 때불확실한상황으로부터지각

하는가 아니면 확실한 상황으로부터 지각하는가에

따라 융통성지향과 예측성지향으로 구성원의 의식

성향을 나눌 수 있다(Kimberly and Quinn, 1984).

문화유형을 유연성과 통제, 내부지향성과 외부지향

성의 주가지 경쟁적 가치기준에 따라 집단적 문화,

개발적 문화, 위계적 문화, 합리적 문화 등 네 가지

로 분류하고 조직문화유형 모형을 개발하였다. 집

단문화를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상호신뢰, 공동참여

를 강조하고, 위계문화는 안정과 질서 속에서의 조

직효율성 추구를 중시하고, 혁신문화는 기업가 정

신과 창조적 정신을 강조하고, 합리문화는 조직의

생산성을 중요시한다(이재은, 이연주, 2008).

시스템에 의해 행동을 제어 받는 콜센터 상담사

들은 이러한 각종 정보기술의 집약적 환경에서 짧

은 시간 안에 고객의 니즈와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생산성과 고객만족도 등 제반 성과를 향상시켜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생산성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콜센터의 정보기술을 따라올 만한

시스템이 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초 단위의 밀착관

리가 가능한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으며, 관리자들

은 일자별, 주간, 월간 단위는 물론, 실시간으로 상

담사의 상태를 확인하여 콜량이 많은 시간대의 잦

은 이석 상태, 화법 구사력 미흡으로 인한 통화시간

의 과다 현상, 고객대기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특히 혼합형 콜센터업무는 인바운

드 콜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인바운드 콜을 처리

하고, 인바운드 콜이 적을 때는 고객에게 아웃바운

드 업무를 수행한다. 즉, 콜센터 상담사들은 회사가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콜센터의 효울성과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과업지향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박종무 외, 2014). 즉, 콜센터에서는 생산성과

고객만족도 등 제반 성과 등 목표달성이라는 전제

애서 출발하며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조직관리를 강

조하면서 또 외부에서 걸려온 고객의 콜에 적극적

으로 대처해 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콜센터에서 능률적인 과업달성 및 실적

위주의 과업관리와 같은 과업지향적인 합리적 문화

특성이비교적강하게나타나서본연구에서네가지



60 Kyeongsook Jeong․MIN QU

조직문화 중에서 합리적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

업의 합리적 조직문화가 조직결속으로 이어지고

직무성과 및 이직의도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를 파

악하고자 한다.

2) 조직평판

조직평판은 조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전반적

인 평가로서 사람들이 조직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

의나 비호의를 나타내는 평가태도를 의미한다(김용

재 외, 2013; Weiss et al., 1999). 조직평판은 소비

자의 제품에 대한 만족, 윤리적 행동, 종업원에 대

한 바람직한 관리, 사회적 책임의 수행 등 다양한

조직의 행동들에 의해 형성된 조직의 이미지를 바

탕으로 생겨난다. 조직평판은 조직 내부․외부의

관찰자가 조직에 대해 내리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

으로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자산이 된다(김현정, 손

영곤, 2012).

콜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지각한 조직문화 수준이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 행동, 업무 전념도 등에 영

향을 미친다. 콜센터가 기업과 고객이 소통하는 접

점이라는 점에서 콜센터 상담사와 고객의 비대면

소통 과정 중 고객에게 형성되는 기업에 대한 이미

지는 기업의 평판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콜센터에 대한 긍정적 이미

지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 평판으로 이어지며, 기업

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 평가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자신이 속한 기업에 대한 신뢰, 확신을 갖도록 한

다. 이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쳐 이직의도를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첨예하게 조직의 공중, 소비자 혹은 스케이크

홀더들과 만나는 조직의 콜센터 상담사들을 매개

로 하여 조직평판이 조직결속으로 이어지고 직무

성과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조직결속 및 구성요인

개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애착을 가지면

그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수용하게 되며 더욱 조직

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이를 조직결속(organiza-

tional commitment)이라고 한다(이현소, 임상현,

2013). 즉, 조직결속은 조직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에 대해 가지는 충성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성원

의 조직결속은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

나 의도와 같은 인적 자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김상표, 2007).

Kanter(1972)는 조직결속을 조직구성원의 의지

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조직결속이 조직에 충성하

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구성원이 에너지를 발산하

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의미이다. Sheldon(1971)은

조직결속을 개인의 정체성이 특정조직에 연결되어

지거나 조직에 애착을 갖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조직구성원의 태도 또는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이

상의 조직결속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개념 정의를

종합하면, 조직결속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 조직

에 귀속되고자 하는 욕망,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Mowday et al., 1979).

조직결속은 결속의 대상이나 원인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 때문에 그 정의도 다양하다(정용길, 송인

암, 1996; Mowday et al., 1979). 그 중 Meyer와

Allen(1991)은 결속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조직에 대해 구성원이 감정적인 애착심을 느

끼는 경우의 결속을 정서적 결속(affective com-

mitment)이라 하고, 조직을 떠날 때 발생하는 기회

비용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인해 조직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경우의 결속을 지속적 결속(continuance

commitment)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 개인적인 양심 등을 조직구

성원이 느끼는 경우 이루어지는 결속을 규범적 결

속(normative commitment)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Meyer와 Allen(1991)의 연구에

근거하여결속의유형을정서적결속(affective com-

mitment), 지속적 결속(continuance commitment),

규범적 결속(normative commitment)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Factors Affecting Job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 of Call Center Representatives 61

2.2.5 직무성과와 이직의도

1) 직무성과

직무성과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한 결

과이며 조직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직무 성취를 의

미한다(오인수 외, 2007). 직무 성과는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개인차를 규명하는 요소이므로

기업에서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직

무 성과에 대한 분석을 중시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는 종업원의 직무성과를 행위적(behavioral) 차원

과 결과차원(outcome)의 두 가지 차원(Cravens et

al., 1993; Oliver and Anderson, 1994)을 갖는 것

으로 정의해 왔다. 행위적 차원은 종업원으로부터

기대되는 기능(예를 들면,고객과의 접촉 및 관계유

지 등)에 대한 성과(performance)를 의미하고, 결과

차원은 종업원 노력의 최종적인 결과물(end result)

을 나타낸다(Low et al., 2001).

이병훈 외(2015)는 직무성과를 콜센터 상담사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성과수준이 동료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직무성과에 관한 여러 연

구들은 직무성과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조

직의 목표 또는 효율성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직무

성과를 정의하면 조직에서 종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직무에 대한 달성수준이라고 정의된다.

2) 이직의도

이직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기에 그 정

의가 매우 다양하다. 이직에 대한 정의는 그것을

광의로 보느냐 협의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오인수 외, 2007). 조직의 구성원은 이직을 통해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이수

연, 양해술, 2008).

이직의도는 이직의 직전 단계로서 행동 변수인

이직을 예측하는 사전 지표로 사용된다. 이직의도

와 이직은 일련의 행동과정으로서 하나의 흐름을

구성하며 여러 가지 요인의 상호적 작용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직행위를 이끌어 내게 된다. 이러한

연구들에 비추어 종래의 이직에 관한 연구는 이직

에 대한 과정의 개념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

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직의 과

정에 대한 개념적 모델에서 이직행동의 직전 선행

변수로 널리 수용되어지고 있는 변수가 이직의도

이다(Bluedorn, 1982; 정기주 외, 2015).

종업원이 일단 이직을 해버리고 나면 조직은 다

른 종업원을 고용하여 훈련시켜야 하는 비용을 지

불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이직 자

체보다는 이직의도를 가진 종업원이 있는지 사전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필요하

다(김형섭, 2005). 이는, 특히 잦은 이직으로 인해

끊임없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콜센터에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항목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이직의도는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현재의 직장을 떠나려고 의

도하는 정도로 정의된다(Mottaz, 1988). 본 연구에

서는 인력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면서도 지속적

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콜센터에서 주로 발생하

는 자발적 이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협의의 이직, 즉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

고 현 직장을 떠나려고 의도하는 Mottaz(1988)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콜센터 상담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직의

도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

기 때문이다.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술․업무적응에 따른 콜센터 상담

사들의 이직의도 요인을 도출하고, 상담사의 개인

적 특성 요인과 기술업무적응, 직무성과, 이직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한다. 또한, 콜센터의 조

직적 특성요인과 조직결속, 직무성과, 이직의도 간

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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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3.2.1 콜센터상담사의개인특성과기술적응과의

관계

1) 의사소통능력과 기술적응과의 관계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환경은 다양해지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

보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때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

황에서 정보 이용자들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정보 검색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수

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별하

여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학습하여야 한다. 이

러한 정보 활용 능력은 새로운 지식 창조의 기반이

되는 능력으로, 사회가 발전되고 분화됨에 따라 사

회의 구성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능

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서 필요한 핵심적 역량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협력 능력을 제시해주었다(Schmitz et al., 2016).

콜센터 상담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자

한 선행 연구(김현정, 김지현, 2013)에서는 업무성

취 지향성, 성실성, 낙관성, 자기관리능력, 심리적

균형능력, 감정조절능력, 관계형성능력과 함께 의

사소통능력이 꼭 필요한 역량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은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술을 활용

하는 주체로 인식되며, 업무를 수행할 때 기술을

잘 활용하여 업무수행에 적절하게 지원하게 되면

원만히 업무가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이 최선

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높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

박경자 외(2014)는 사용자 개인특성과 SNS 매

체특성, 과업특성을 통합하여 과업을 수행을 위한

SNS의 업무적 활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SNS환경에서 가질 수 있는 개인능력은 의사소통

능력, 미디어기술과 시회적 효능감 3가지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개인특성, 과업특성과 SNS특성요인

이 과업에 지원하는 매체기술적응과 업무적응의 적

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또, 의사

소통능력과 정보 활용능력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

용 측면에서 유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역량이 정보기술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상우, 김완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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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술적응을 얼마나 잘 하는지를 개인이 판단

한다는 점에서 정보기술 현장에서 사용될 때 갖는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원활함, 정

보처리의 탁월함 등의 개인특성들로 인해 결정됐

고, 사용자로 하여금 기술적응과 업무적응을 잘한다

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정남호, 이건창, 2005).

따라서 콜센터에서 종사하는 상담사들의 개인특성

으로서 의사소통능력이 기술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1-1 : 콜센터 상담사의 의사소통능력은 기술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멀티태스킹 능력과 기술적응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멀티태스킹 연구는 실제 멀티태스킹

의 행동에 초점을 두며, 이 경우 다양한 업무 간에

빈번한업무전환을핵심요소로한다(Pashler, 2000).

또한 콜센터 상담사의 경우 고객과 통화하는 과정

에서 상담이력을 입력함과 동시에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작

업의 전환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상담 업

무의 원활한 진행은 고객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므로 업무의 전환 과정에서 작업의 분

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규태, 이주

연, 2003).

또한 Popski와 Oswald(2010) 역시 직장에서의

멀티태스킹 연구에서 멀티태스킹을 객관적, 주관적

으로 여러 업무 간에 빠른 주의 전환이 요구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고,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직장 내 멀티태스킹의 정의에는 업무 간의 주의 전

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멀

티태스킹 행동을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것과 함께 업무 간에 주의를 전환하며 일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이러한 행동 방식을 요

구하는 환경을 직장 내 멀티태스킹 환경으로 정의

한다(Kirchberg et al., 2015).

개인은 업무적응을 높이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로 인식되며, 개인의 특성은 업무 수행하는 데

지원하는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결정한다.

또한,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적절한 정보

를 제공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정남호, 이건

창, 2005). 김학민과 이예림(2019)은 카카오뱅크 사

용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

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접했을 때, 관련 지식이나 업

무수행에 요구되는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업무수행에 지원되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콜센터

에서 종사하는 상담사들의 개인특성으로서 멀티태

스킹 능력은 직무 환경이 직원들에게 멀티태스킹 업

무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업무전환에 지원되는 기술적응

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을 하였다.

가설 1-2 : 콜센터 상담사의멀티태스킹능력은기술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IT혁신성과 기술적응과의 관계

혁신은 본질적으로 더 큰 위험, 불확실성 및 부정

확성과 연결되어 있으므로(Kirton, 1976), 실질적

인 기술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혁신성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혁신적인 개인은 새로운 시도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강하고(Moore,

1999),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에

적극적이며,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를 잘 할 수 있고

개인의 혁신성은 콜센터에 적용할 때에 새로운 기

술에 대한 자신의 수용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다(Yi

et al., 2006).

개인의 혁신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특정기술을

수용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개인 혁신성이란 일반적으로 타

인보다 특정 기술이나 시스템을 상대적으로 일찍

수용하는 정도를 말한다(박혜진, 차승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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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개

인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

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노력 역시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콜센터에서의 개인의 혁신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개인의 혁신성이 시스템이나 새로운 정

보 기술을 사용해 보고자 하는데 앞장서거나, 새로

운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에 쉽게 익숙해지며 그

사용법을 빠른 시간 내에 익히는 것을 IT혁신성이

라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3 : 콜센터 상담사의 개인의 IT혁신성은 기

술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콜센터 상담사의 조직환경특성과 조직

결속과의 관계

1) 지각된 합리적 조직문화와 조직결속과의 관계

김호정(2004)은 15개 기초자치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 유형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직무만족의 경우 집단문화와 혁신

문화가, 조직몰입의 경우 합리문화, 집단문화와 혁

신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특히 집단문

화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

원들이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게 하며, 조직 생활에

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구성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업무에 전념하고 기업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구성원들의 업무전념도, 충성도, 조직

결속을 결정하고 이직률을 낮추기도 한다(O'Reilly

et al., 1991; 이재은, 이연주, 2008).

이재은, 이연주(2008)는 Kimberly and Quinn모

형을 근거하여 조직문화를 통제와 유연성, 내부지

향성과 외부지향성의 주가지 경쟁적 가치기준에 따

라 집단적 문화, 위계적 문화, 혁신적 문화와 합리적

문화로 구분하고 조직결속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집단문화를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상호신뢰, 조직의

유연성과 내부의 체제유지를 중요시하고, 위계적

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이 공식화 된 규정을 중심으

로, 조직내부의 효율, 통일성, 평가를 강조하고 표

준화된 업무처리 하며, 안정성을 강조한다. 혁신적

문화는 유연성과 외부환경에 적응력 있게 반응하는

것이 강조된다. 합리적인 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이

계획과 목표달성을 중심으로 결속되며,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조직문화 유형에 대한 인식수준

이 정서적 결속, 규범적 결속과 지속적 결속에 적극

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도출되었다.

이해종, 김문중(2017)은 조직문화의 각 유형이

조직결속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합

리적 지향 조직문화가 조직결속에 제일 크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지향문화가 강

한 조직에 있는 관리자들의 주요관심은 개별 구성

원의 직무성과 향상이며, 이을 위해 실적 경쟁을 장

려한다(김호정, 2002; 임재영 외, 2019). 따라서 능

률적인 과업달성 및 실적위주의 과업관리와 같은

과업지향적인 합리적 문화특성이 비교적 강하게 나

타나는 콜센터의 특성을 고려,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 콜센터 상담사의 지각된 합리적 조직문

화 수준은 지속적 결속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콜센터 상담사의 지각된 합리적 조직문

화 수준은 규범적 결속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 콜센터 상담사의 지각된 합리적 조직문

화 수준은 정서적 결속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 지각된 조직평판과 조직결속과의 관계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은 조직과의 일체감

(oneness)을 지각하고 있으며, 그가 속한 조직의

장단점,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공유함으로써 조직

과 자신을 공동운명체로 인식하게 된다(Mael and

Ashforth, 1992). 또 개인은 자신의 조직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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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간의 정적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동일시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 조직에 계속 재직

하거나 몰입하게 된다(Smidts et al., 2001). 즉, 자

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평판이 좋다고 느끼면 조직

과 감정적인 동일시가 나타나고 조직의 문제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서 조직에 대한 몰입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평판은 조직결속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유병우, 박승배, 2012).

또한, 콜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조직평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

결속도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됐다(김현정, 손영곤,

2012).

임창호(2017)는 경찰공무원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경찰공무원들이 지각한 조직평판이 조

직결속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

가 조직시민행동과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3-1 : 콜센터 상담사가지각한조직평판은지속

적 결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 콜센터 상담사가지각한조직평판은규범

적 결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 콜센터 상담사가지각한조직평판은정서

적 결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기술적응과 업무적응과의 관계

Schmitz 등(2016)은 기술적응을 매개로 한 업

무적응과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특히, 기술

적응과 업무적응을 활용적인 특성과 탐색적인 특

성으로 구분하여 영향관계를 밝혔는데, 활용적인

기술적응은 활용적인 업무적응과 탐색적 업무적응

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탐색적 기술적응 또한 활

용적인 업무적응과 탐색적 업무적응에 정의 영향

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기술적응은 업무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조직결속과 직무성과의 관계

조직 구성원의 직무성과는 조직 관리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어 왔고, 개인 업무 목

표달성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이광수, 2013).

직무성과는 조직구성원의 업무가 달성된 정도(민순

외, 2010), 조직구성원이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하

는 정도(김문성, 박성철, 2011), 구성원이 맡은 직무

를 어떻게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업적과 업

무가 향상되었는가의 정도(이현정, 2015) 등과 같

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또한, 직무성과는 조직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의 행태로 구성원의

업무수행의 결과인 산출과도 구별된다(김문성, 박

성철, 2011).

직무성과에 관한 많은 연구(신철, 황성혜, 2010;

유효근, 김승평, 2008; 전희원, 김영화, 2007; 정미

향, 2004; Amett et al., 2002; Riketta, 2002)가

수행되어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이 직무성과의 선

행변수가 되고 있음을 밝혀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

하였다(전희원. 이호길, 2014). 최점숙(2012)의 연

구결과에서도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은 직무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결속이 업무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선화, 이영민(2013)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무만족은 업무성과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조직결속은 업무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태, 2015).

U-민원콜센터 상담사를 연구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남상민 외, 2015)에서는 조직공정성이 조직

결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조직

결속은 직무만족을 통해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검증됐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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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1 : 지속적 결속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1 : 규범적 결속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1 : 정서적 결속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5 조직결속과 이직의도와의 관계

조직결속은 종업원의 이직의도, 출석률, 지각 등

을 예측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선행변수로써 많은

주목을 받았다(Meyer et al., 1993). 조직결속과 이

직의도 또는 이직(Mowday et al., 1982)과의 부

(－)의 관계는 많은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되었다.

하지만, 조직결속의 각 차원이 종업원에게 서로 다

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Meyer and Allen, 1991). 즉, 모든 유형의 조직결

속이 조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종업원이 어떤 유형의 조직결속을 가지

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Meyer

and Allen, 1991).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조직결속은 다차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차원적 관점에서

Meyer et al.(1990)은 심리적(태도적)접근방법의

정서적 결속과 교환적(행동적)접근방법의 지속적

결속이외에 규범적 결속을 추가하여 조직결속을 세

가지 유형으로 개념화하였다(Meyer et al., 1990).

조직에 결속하는 조직구성원은 조직에 대하여 애착

심이나 충성심을 가지며, 이직율이나 결근율이 낮

고 회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인식하여 자신

을 희생하면서 문제해결에 전념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신철우, 남선희, 2006).

조직결속은 결근과 이직률 감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 직무와 관련한

노력, 직무성과, 조직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게 된

다(Bahadori, 2013). 또한 조직결속은 개인에 대

하여 경제적 욕구, 미래의 경제적 보상, 심리적 보

상 등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의 측면에

서 살펴보면 높은 결근율과 이직률은 조직에 경제

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는데, 조직구성원의 조직결

속 수준을 상승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조직원의 부

정적인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송상호, 김재원,

2009).

박득(2011)은 콜센터 상담사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무만족요인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어서 조직몰입과 직무

만족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2 : 지속적 결속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6-2 : 규범적 결속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7-2 : 정서적 결속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6 업무적응과 직무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

Schmitz et al.(2016)은 기술적응을 매개로 한 업

무적응과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활용적인 업

무적응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탐색적 업무적응 또

한성과에미치는영향관계를연구하였다. Goodhue

and Thompson(1995)에 따르면 업무와 기술의 적

합은 업무를 수행 시 기술이 업무수행에 적절한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이 최적의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며 결과적으로 높은 성과를 가져

온다고 하였다.

정철균 등(2007)은 적응의 결과는 다양한 측면

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선행 연구들에서

는 적응의 결과변수로서 조직결속(Florkowski and

Fogel, 1999), 직무만족(Bonache, 2005), 업무성과

(Kraimer et al., 2001) 등을 제시하고 있다(정철균

외, 2007).

근로자가 이직의도를 갖게 되면 비록 실제 이직

으로까지는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직무만족이나

조직결속을 낮추어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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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뿐 아니라 기업의 인력정책에도 부담으로 작

용하게 된다. 기업의 인력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응의 결과변수로 이직

의도를 선정하였다(정철균 외, 2007).

Pavlou and Sawy(2006)는 정보기술과 직무성

과의 관계에서 실제 최종사용자의 정보기술 활용

을 강조하였으며, 이병훈 외(2015)은 콜센터 상담

사를 연구대항으로 한 논문에서 상담사는 고객들

과 접점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서비

스를 제공할수록 직무성과가 클 것이라고 검증하

였다. 즉,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최대하게 활용을 하는 능력이 직무성과

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8-1 : 업무적응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8-2 : 업무적응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7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와의 관계

콜센터에서 이직률 관리는 성과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채용비용과 교육비용 등 직접적인

관리비용을 증가시키고, 또한 높은 품질과 고객만

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래 동안 조직에 종속하

고 숙련된 상담사가 필요하기에 콜센터 관리자에

게 이직률 관리는 특별히 더 중요하다(박종무 외,

2014). Babakus et al.(1999)은 종업원의 태도 및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종업원의 직무성과

는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

시하였다.

또한 Low et al.(2001)은 종업원 직무성과가 이

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천서, 신용경(2006)은 패밀리레

스토랑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비스지향

성이 높을수록 직원의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이 높

아질 것이고,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김태형·김

현중(2014)는 대전 지역 외식업체에 근무하는 주

방 조리사를 대항으로 한 연구에서 조리직 종사자

의 일자리 불일치가 감소될수록 직무성과가 향상

되고, 직무성과가 높아질수록 조리직 종사자의 이

직의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9 : 직무성과는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조사는 국내에 있는 콜센터 상담사들을 대상

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행되었으며,

총 300부 배부된 설문지 중 270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에서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다

고 판단되는 자료 11부를 제외하고, 25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259개의 데이터 에서

는 남성이 24명(9.3%), 여성이 235명(90.7%)로 나

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연령은 35세～40세가 94명(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46명(56.4%)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 참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과 가설 검증은 SPSS

18.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

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과 주요 변수들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상관계수와 신뢰성을 파악하

기 위해 SPSS 18.0프로그램으로 검증했다. 둘째,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확인적 요인분석, 판별타당

성, 구조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AMOS 18.0 프로그램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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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 비율(%) 변수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4 9.3

결혼 여부

기혼 140 54.1

여성 235 90.7 미혼 119 45.9
합계 259 100.0

합계 259 100.0
19세～24세 이하 11 4.2

근무기간

1년 미만 27 10.4
25세～30세 67 25.9

1년～3년 59 22.8

연령

31세～34세 54 20.8

4년～6년 36 13.935세～40세 94 36.3

7년～9년 51 19.740세 이상 33 12.7

합계 259 100.0 10년 이상 86 33.2

고등학교 12.7 12.7 합계 259 100.0

학력

전문대학교 24.3 24.3

업무유형

인바운드 161 62.2
대학교 중퇴 6.2 6.2

아웃바운드 21 8.1
대학교 56.4 56.4

인바운드+아웃바운드 77 29.7대학원 0.4 0.4

합계 259 100.0합계 259 100.0

<표 1> 응답자의 특성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관련문헌

의사소통
능력

- 콜센터상담사가업무 수행할 때고객이랑적절한 표현으로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수행하는 정도
1. 나는 고객에게 적절한 표현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편이다
2. 나는 고객의 문의에 친절하게 응대하는 편이다.
3. 나는 고객의 상황 맥락에 맞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통하는 편이다.

Spitzberg(2006)
이석재 외(2003)

멀티
태스킹
능력

- 콜센터 상담사가 업무수행할 떄 e-Manual을 검색하여 모니터를 보는 동시에 고객의 말씀
경청하여 상담이력을 입력하는 등의 전산조작 등 멀티태스킹을 잘 수행하는 정도
1. 나는 고객니즈를 경청하는 동시에 전산조작을 잘 수행하는 편이다.
2. 나는 고객의 콜에 응대할 떄 매뉴얼 검색하고, 상담이력하면서 상담을 진행한다.
3. 나는 업무 행할 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Jeong, et al.
(2007)

강미선(2011)

IT
혁신성

- 새로운기술이도입되었을때그기술을적극적으로채택하려는의지, 또는 기술을사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정도
1. 나는 새로운 시스템의 사용법을 금방 수용하고 익숙하게 다루는 편이다.
2. 나는 새로운 시스템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려 한다.
3. 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일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Midgley and
Dowling(1978)
Hirschman
(1980)

기술적응

- 콜센터 상담사가 자기상황에 맞게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기술기능을 활용하는 정도
1. 나는 우리 콜센터 업무시스템의 표준사용법을 넘어서 내 업무수행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
기능의 사용방식을 나름대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2. 나는 우리 콜센터 업무시스템의 벤더가 추천하지 않는 내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기술기능을 활용하는 편이다.

3. 나는 우리 콜센터 업무시스템의 어떤 기술기능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용하려고 한다.

Schmitz et al.
(2016)

<표 2> 연구변수의 측정항목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에서 이용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관련문헌 등은 <표 2>에 제시하였고,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에서 검증한 문항들을 본 연구의 맥락에

알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각 설문문항은 리커

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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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관련문헌

업무적응

- 본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최대하게 활용을 하려는 정도
1. 나는 우리 콜센터 업무시스템을 업무 수행에 잘 활용하는 편이다
2. 나는 우리 콜센터 업무시스템을 내 업무수행에 최대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3. 나는 내 업무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시스템의 다양한 기능들을 최대하게 운용한다.

Schmitz et al.
(2016)

지각된
합리적
조직문화

- 조직구성원들이목표달성과실적평가를중심으로서로공유된이해, 관점의집합등결속되며,
효율성성을 중요시하려는 정도
1. 우리팀(부서)은 실적위주로 평가한다.
2. 우리팀(부서)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한다.
3. 우리팀(부서) 목표달성 위주로 행동한다.

Quinn and
McGrath
(1985);

윤원수 외(2013)

조직평판

- 조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로서, 사람들이 조직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관찰된 조직에 대한 평가
1. 우리 회사는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회사이다.
2. 우리 회사는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회사이다.
3. 우리 회사는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회사이다.

Weiss et al.
(1999)

Alessandri(2001)
Dowling(2004)

지속적
결속

-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떠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으로 조직에 머물러
하고 싶은 정도

1. 현재 내가 근무하는 회사를 대처할 만한 일을 찾지 못할 것 같다.
2. 내가 다른 회사를 구한다고 해도, 현재 회사보다 나을 것 같지 않다.
3. 내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된다 해도,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Allen and
Mayer
(1990)

규범적
결속

-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남으려는 의무감을 느끼는 정도
1. 현재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2. 나의 동료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3. 나의 회사는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좋은 것 같다.

Standler(2007)
Sirdesmukh et al.

(2002)

정서적
결속

-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감정적 애착, 조직과의 동일시를 지각하는 정도
1. 나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2. 나는 현재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편이다.
3.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겁다.

Chen and Zhou
(2010)

Bhattacherjee and
Sanford(2006)

직무성과

- 본인의 직무성과가 동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지각하는 정도
1. 나는 다른 동료보다 목표달성 기여도가 더 높은 편이다.
2. 나는 다른 동료보다 업무 수행성과가 더 우수하다.
3. 나는 다른 동료보다 업무 일정 완수 율이 더 높은 편이다.

Porter and
Lawler(1986)
Blumberg and
Pringle(1982)

이직의도

- 조직의 구성원이 현재 소속하고 있는 직장을 떠나려고 하는 정도
1. 나는 현재 일을 그만 두는 것에 대하여 가끔 생각한다.
2. 나는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3. 하는 현재 직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Mottaz(1988)
Singh et al.
(1996)

<표 2> 연구변수의 측정항목(계속)

4.3 측정모형의 적합도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χ2(df = 528) = 599.359, p < .017, GFI

= 0.894, RMSEA = 0.023, SRMR = 0.017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au, 1996; Hu and Bentler,

1999; Taylor and Todd, 1995). 특히, RMR의 표

준화 지수인 SRMR의 경우 모형의 오지정 값에

민감하기 때문에 SRMR이 0.05보다 적다는 것은

모형이 적합한 것을 의미하므로 제시된 측정모

형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Hu and

Bentler, 1999).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을 검정하기 위해서 모

든 이론변수를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

하였다.



모델 적합도 χ2(p& df) GFI SRMR RMSEA χ2/df AGFI NFI TLI CFI

평가기준 - ≥ 0.9 ≤ 0.08 ≤ 0.05 ≤ 3.0 ≥ 0.8 ≥ 0.9 ≥ 0.9 ≥ 0.9

분석결과 599.359*** 0.894 0.017 0.023 1.135 0.866 0.911 0.986 0.988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연구변수 측정문항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측정오차 t값 C.R. AVE

스킬

스킬1 1.000 0.797 0.187 -

0.849 0.654스킬2 0.877 0.665 0.316 8.685**

스킬3 0.966 0.697 0.323 8.867**

능력

능력1 1.000 0.8 0.517 -

0.900 0.751능력2 1.160 0.976 0.060 18.545**

능력3 0.998 0.899 0.218 17.543**

혁신성

혁신1 1.000 0.921 0.159 -

0.933 0.823혁신2 1.024 0.922 0.163 23.471**

혁신3 0.848 0.869 0.207 20.864**

문화

문화1 1.000 0.622 0.391 -

0.877 0.707문화2 1.403 0.857 0.176 9.594**

문화3 1.267 0.828 0.182 9.667**

평판

평판1 1.000 0.79 0.243 -

0.930 0.817평판2 1.073 0.902 0.106 15.161**

평판3 0.918 0.848 0.133 14.624**

기술

기술1 1.000 0.842 0.145 -

0.949 0.862기술2 0.833 0.887 0.066 15.570**

기술3 0.760 0.785 0.127 14.084**

업무

업무1 1.000 0.84 0.019 -

0.994 0.984업무2 1.025 1.002 0.001 19.185**

업무3 0.698 0.739 0.018 14.406**

지속적

지속1 1.000 0.853 0.073 -

0.973 0.923지속2 1.008 0.921 0.036 18.047**

지속3 0.944 0.829 0.079 16.268**

규범적

규범1 1.000 0.939 0.042 -

0.979 0.941규범2 0.949 0.894 0.071 23.980**

규범3 0.940 0.924 0.047 26.171**

정서적

정서1 1.000 0.698 0.049 -

0.986 0.961정서2 1.222 0.883 0.020 12.468**

정서3 1.107 0.892 0.015 12.480**

직무성과

성과1 1.000 0.841 0.131 -

0.978 0.937성과2 0.710 0.981 0.006 21.605**

성과3 0.605 0.895 0.029 19.384**

이직의도

이직1 1.000 0.932 0.080 -

0.968 0.911이직2 0.873 0.921 0.071 23.455**

이직3 0.612 0.834 0.085 19.308**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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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스킬 0.809　　 　 　 　 　 　 　 　 　 　 　

능력 .034 0.867 　 　 　 　 　 　 　 　 　 　

혁신성 -.002 -.050 0.907 　 　 　 　 　 　 　 　 　

문화 -.057 .057 -.067 0.841　　 　 　 　 　 　 　 　

평판 .238** -.009 .095 .005 0.904　　 　 　 　 　 　 　

기술 .133* .186** .129* -.045 .070 0.928　　 　 　 　 　 　

업무 -.008 .050 -.021 .027 .014 .202** 0.992　　 　 　 　 　

지속적 .007 .035 .102 .006 .147* .073 .118 0.961　　 　 　 　

규범적 -.116 .145* -.017 -.001 .208** .076 .109 -.019 0.970　　 　 　

정서적 -.053 .085 .048 -.105 .050 .095 .008 .060 .249 0.980　　 　

직무성과 -.060 .058 .004 -.119 -.016 -.020 .260** .229** .194** .118 0.968　　

이직의도 -.048 -.049 -.053 .012 -.020 -.078 -.175** .008 -.087 -.147* -.214** 0.954　

평균 3.830 3.254 3.480 3.934 4.423 4.593 4.946 4.728 4.682 4.912 4.844 1.311

표준편차 0.621 1.055 0.935 0.674 0.676 0.548 0.205 0.459 0.557 0.258 0.457 0.621

<표 5> 판별타당성 결과

(*) 평균분산추출 값의 제곱근 값.

모델 적합도 χ2(p& df) GFI SRMR RMSEA χ2/df AGFI NFI TLI CFI

평가기준 - ≥ 0.9 ≤ 0.08 ≤ 0.05 ≤ 3.0 ≥ 0.8 ≥ 0.9 ≥ 0.9 ≥ 0.9

분석결과 661.979*** 0.882 0.024 0.026 1.172 0.861 0.902 0.982 0.984

<표 6>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할 때 집중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먼저 집중타당도

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의 요인 부하량이 기준치인

0.50(Hair et al., 200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의 평균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이 기준치인 0.50보다 높은(0.654∼0.984)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의 개념 신뢰도(con-

struct reliability, C.R.)값이 기준치 인 0.70보다 높

은 0.849 이상(0.849∼0.994)으로 나타나(Bagozzi

and Yi, 1988) 집중타당도와 개념 신뢰도가 확보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요인들에 대한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평가하기 위해 개념들 간의 상관계수

와 AVE의 제곱근 값을 비교하여 AVE의 제곱근

값이 상관관계 계수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성이 확

보된다고 할 수 있다(Fornell and Larcker, 1981).

<표 5>와 같이 AVE의 제곱근 값(상관관계 행렬

의 대각선 값)이 모두 다른 변수와의 상관계수보

다 크기 때문에 해당 측정항목들이 판별타당성 조

건을 만족하고 있다.

4.4 연구가설 검증결과

본 연구모형에 제시된 19개의 경로 중에서 12개

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적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콜센터 상담원의 개인특성 중 기술업무적응

에서의 기술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소통능력과

멀티태스킹 능력 그리고 혁신성은 각각 0.129(p <

0.05), 0.086(p < 0.01), 0.075(p < 0.05)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어 가설 1-1, 가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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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 < .01, **p < .05 실선으로 표시된 가설은 채택, 점선은 기각되었음을 의미

[그림 2]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가설 1-3은 모두 채택되었다. 그리고 콜센터 상담

원의 조직적인 특성 중 조직결속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면, 첫째 합리적 조직문화는 조직결속

중의 지속적 결속, 규범적 결속, 정서적 결속에 각

각 -0.003, 0.007, -0.047로 조직결속에 모두 유의

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은 모두 기각되

었다. 둘째, 조직평판은 조직결속 중의 지속적 결속,

규범적 결속, 정서적 결속에 각각 0.102(p < 0.05),

0.181(p < 0.01), 0.023으로 조직결속 중 정서적 결

속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가설 3-1, 가설 3-2는 채

택되었으며,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그리고 기술

업무적응에서의 기술적응이 0.073(p < 0.01) 업무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또한, 조직결속이 직무성과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직결속 중 지속적 결속과

규범적 결속, 정서적 결속이 각각 0.156(p < 0.01),

0.106(p < 0.01), 0.048로 나타나 정서적 결속이 직

무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요

인들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5-1, 가설 6-1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7-1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이직의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직결속 중 지속적 결속과

규범적 결속, 정서적 결속이 각각 0.089, -0.004,

-0.282(p < 0.05)로 나타나 정서적 결속만 이직의

도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 가설 7-2만 채택되

었으며, 다른 가설 5-2, 가설 6-2는 유의미한 영

향을 주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기술업무적응 중 업무적응이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각각 0.470(p

< 0.01)과 -0.474(p < 0.5)로 나타나 두 가지 요

인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8-1과 가설 8-2는 모두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직무성과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0.211(p <

0.05)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9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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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연구결과를 특징

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5.1 연구결과 및 학술적 시사점

본 연구는 진보된 정보기술(AIT)이라는 환경적

조건을 바탕으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있

는 콜센터의 특성에 착안하여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직무성과와 이직의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조직결속력이 직무성과

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새로운 시

각으로 접근하여 그 영향관계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선진 상담 시스템 활용을 통해 신속하게 고객의 니

즈를 해결하고 콜센터의 핵심성과 지표 중 최우선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는 ‘20초 이내 응대율’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콜센

터에서 이러한 상담 시스템을 활용하는 상담사의 능

력과 특성에 따른 기술-업무적응이 직무성과와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또한, 콜센터

조직에서 상담사들이 인지하는 조직문화와 조직평

판이 조직결속을 통해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와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콜센터 상담원의

개인적 특성과 기술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의사소통능력과 멀티태스킹 능력, IT 혁신성 모두

기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사들의 의사소통능력이 우수하면 기술

적응과 업무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멀티태스킹 능력, IT 혁신성이 뛰어나면 기술

적응 능력도 향상되고 업무적 적응 능력까지 올라가

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콜센터 상담사의 조

직 환경 요소와 조직결속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콜센터 합리적 조직문화와 조직평판에 대해 조직 구

성원들이 인식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합리적 조

직문화는 조직 결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

만, 조직평판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합리적 조직문화가 조직 단위로 고유한 특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단위로 설명을 하는 경

우가 많이 있으나 위와 같은 선행연구나 본 연구에

서는 동일 조직 내에서 개인이 인식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기에 같은 조직 내에서 자기

조직의 문화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조직결속으로의 영향관계는 그 효과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선

행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는데 조직문화의 일

부 차원이 조직결속으로의 영향 관계가 기각이 되거

나(이재은, 이연주, 2008; 이환범, 이수창, 2006) 일

부 학자들의 주장처럼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을 저

하시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유형의 공유된 문화는 조직원들이 다양한 기회

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나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

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조직문화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려는 것을 막음으로써, 변

화에 대한 저항의 역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

다(Schneider, 1990). 반면, 조직 평판은 조직 결속

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

용재 등(2013)의 연구결과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조

직평판이 좋을수록 상담사들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을 느끼며 자신이 속한 조직에 결속하려 하기

때문에 결속력은 높아진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기술적응과 업무적응의 관계

를 규명한 결과 기술적응이 업무적응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기술에 대한

적응이 빠를수록 자신의 업무에 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결

과를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넷째, 조직결속이 직무

성과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는

데, 우선 조직결속은 지속적 결속과 규범적 결속이

직무성과에 가설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결속이직무성과에미치는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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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에는 조직결속 중

정서적 결속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지속적 결속과 규범적 결속은 그 영향 관계

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을

떠날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조직에 머물고 싶어 하는 의미의 지속적 결속과 조

직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인해 이뤄지게

되는 규범적 결속력이 높아진다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며, 이것이 성과

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또 지속적

이고 규범적인 결속력이 높거나 낮은 것은 이직 의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많은 선행 연구

에서 제시하였듯이 정서적 결속이 높은 상담사의 경

우 이직하려는 의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인 결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직하려는 의도 또한 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

할 수 있으며 의무감이나 금전적 부담감으로 인해

생기는 규범적, 지속적 결속력은 결과적으로는 이

직의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상담사

들의 정서적 결속을 높일 수 있는 제도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업무적응이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

하였는데, 업무적응력이 높으면 직무성과에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의도

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핵심성과지표(KPI) 달성이 수반되어

야 하는 콜센터 특성상 업무적응력이 높으면 직무

성과가 잘 나오게 되고 또한, 업무적응력이 높으면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한 심리적 요소들이 제

거되어 이직의도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와

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직무성과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콜센터 상담사의 직무 성과가 높은 경우 이

직하려는 의도, 나아가서는 행동이 낮아지며 기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다. 콜센터 상담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을 개인적 특성 차원과 조직 환경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기업

에서는 이직의도와 관련된 개인적, 조직적 차원의

선행변인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여 이직으로 인한 손

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력 관리의 지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는 기업이 효

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차원의 대안을 마

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첫째, 관리자들이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효과

적인 기술-업무적응의 통로와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담사의 기술-업무적응도는

떨어질 것이다. 상담원들의 상담스킬이나 고객만족

도를 높이기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 툴 외에 기술-

업무적응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이나 멀티태스킹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채널의 교육,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한, 채용의 단계에서부터 의사소통능력이나 멀티태

스킹 능력, 혁신성을 잘 발휘할수 있는 인력을우선

적으로 채용하도록 인력 채용 측면에도 실무적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채용된 인력을 유지, 관리하

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수인재 발굴

및 경력개발의 툴로 삼을 수 있다. 둘째, 기업으로

하여금 콜센터 상담사들이 기업에 대한 평판, 그 조

직에 대한 평판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

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

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기업은 상담사의 마인드

관리 교육, 실제적인 상담사의 처우 개선 등 제반문

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함으로써 콜센터 상담사

들이 그 회사, 그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많

은 콜센터는 KPI 달성을 위해 S/L(service level :

20초이내응대율)을중시하기때문에업무시간중교

육의기회는마련되지않고충분한휴식시간도고려

되지 않은 채 응대인력 투입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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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콜센터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

으며, 콜센터 상담사 또한 외부의 사람들이 콜센터

를 바라보는 시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곧

조직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기업은 평판 관리에 더욱 노력해

야 할 것이다. 셋째, 콜센터는 성과 달성을 위해 초

단위로 상담사들의 성과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

간적 압박감을 느끼는 상담사들은 비인격화, 개인화

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콜센터 내 조직결속이 잘 이루어지고 나

아가 성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경영자

들과 관리자들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결속을 가져 올 수 있는 여러 가

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개인의 성과는 물론, 기업의

성과에 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는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면, 관리자와의 면담,

동료와의 유대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힐링 캠프

등의 대내외 다양한 행사 마련을 통한 상담사의 스

트레스해소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이러한기업

의 노력은 상담사의 이직을 낮추어 인력관리에 소모

되는 불필요한 재원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인재를

육성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나타낸다. 첫째,

콜센터 상담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

고자 하였는데 콜센터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

템의 기술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한계점을 지니

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 IT기술특성을 포함시켜 연

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콜센터 상담사

들의 합리적 문화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결속과

직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지만,

조직문화는 다양한 가치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

어서 한 조직가 한 가지 문화로만 나타날 수 없으므

로 향후연구에서 조직문화의 다른 유형도 통합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합리적 조

직문화와 조직평판에 대한 상담사의 인식수준으로

테스트 하였는데 이 중 조직문화는 이론적 고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구성원의 행태와 조직 전체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다(이환범·이수

창, 2006).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 즉, 상담사가

인식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측정하였으

나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단위의 조직문화를 측정하

여 콜센터에서의 조직문화가 상담사들의 조직 행동

과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지를

조직단위의 측정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인특성들이 기술적응에 영향을 미치

고, 이어서 업무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

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 개인특성요인과 직무성과

관계에서 기술적응과 업무적응의 조절효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상담사뿐만이 아니라

상담사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스트레스 및 업무

강도가 가중됨에 따라 수퍼바이저 또는 매니저 그룹

의 이직의도에 대한 별도의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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