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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콜센터의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개인특성과 조직후원인식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지역 콜센터 상담원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성지능을 제외하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모두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이 있으며, 조직시민행동에 대해서는 세 
가지 변인이 모두 정(+)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간에 조직후원인식
이 완전매개하며,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간에 조직후원인식이 부분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
구의 결과는 향후 기업의 콜센터들이 상담사들을 위해 어떤 처우를 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
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감성지능,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조직후원인식,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Abstract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effect of the call center counselor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erceive
organizational support(POS) on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through survey targeting 290 call center counselors in Seoul. Accordance with these conclusions, Self-esteem, 
Self-efficacy except Emotional Intelligence were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Self-esteem, Self-efficacy were positive(+) influence on OCB. Also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CB were full mediation on POS And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CB were part mediation on POS. This result implies call center needs the approach method and 
different perspectives to increase the degree of call center counselors’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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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심화되는 기업 간의 경쟁,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 증

와 함께 서비스 산업의 발 은 모든 것들을 경쟁을 이

기기 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강화시켰고, 그 과

정에서 고객을 응 하는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감정의 

상품화를 통한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감정노동은 

주목받게 되었다. 감정노동은 “상 방에게 한 마음 

상태를 가져다주기 해서 외형 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억제되거나 조 된 감정을 요구하는 노동”이라고 정의된

다[1]. 많은 업종들이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서 고객 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은 고객 계 리의 

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심을 갖

고 있는 콜센터는 특히 고객이 기업과 상호작용하는 

표 인 서비스 으로 그 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

다. 콜센터는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 불평을 처

리할 뿐 아니라 서비스품질 향상, 고객만족, 고객유지, 

활동 등을 통해 기업수익의 증가에 공헌하고 있다[2]. 

하지만 고객요구가 콜센터로 집 되면서 콜센터는 고객

과 잘못된 커뮤니 이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채 이 

며[3], 콜센터와 같이 사람 집약 인 조직에서는 상담사 

리가 조직의 성공을 결정한다는 보고[4]는 콜센터 상

담사들이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표 인 경계 담당자

(boundary spanners)로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하지만 빈

번한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콜센터 직무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직무의 심에 콜센

터 상담사와 고객의 비 면  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 즉, 

콜센터 상담사는 조직의 경계에 치하며 경계 연결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콜센터 상담사는 고객에게 있어 

기업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과의 연결자인 것이다. 

따라서 콜센터 상담사는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에 

치할 뿐 아니라 고객만족을 한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고객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

은 먼  내부고객인 콜센터 상담사를 만족시키고, 이들

이 가지고 있는 애로 사항들을 먼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5]. 

  콜센터는 음성을 통해 고객과 일 일로 상호작용하는 

서비스 으로 콜센터의 상담사는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회사가 정한 응  스크립트 로 특정 감정을 

표 하거나 조직이 원하는 감정규칙을 수해야 하는 업

무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콜센터 상담사들은 업무에 임

할 때 자신의 감정보다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을 표

하도록 강요받고 있어 많은 스트 스에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이유로 이직률이 매우 높은 업종으로 분

류되고 있다. 상담사들의 이직으로 인한 신규 충원은 기

업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 확보

를 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콜센터에 한 

연구들은 주로 콜센터 성과 지표나 고객 에서의 만

족도, 서비스 품질에 치 한 것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개인특성들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

행동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콜센터 직

원의 선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단서를 찾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업의 콜센터들이 상담

사들을 해 어떤 처우를 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 모두를 

발 시킬 수 있을지에 한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상담사들의 개인특성에 관한 연구

콜센터 상담사들의 직무와 직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감정노동에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되는 감성지능,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을 개인특성으로 정의하여 이 요

인들이 상담사들의 조직몰입 정도와 조직시민행동에 어

떤 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특히 콜센

터의 후원에 한 상담사들의 조직후원인식이 이들 계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조사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합성을 고찰하고자 하 다. 

2.1.1 감성지능

개인의 감성이 조직 내에서 요한 화두로 두되면

서 감성지능은 Salovey & Mayer가 처음으로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여 

Goleman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Salovey & Mayer는 감

성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

고, 표 하며, 이해하고, 평가하고, 조 할  아는 능력

으로 정의하 으며, Goleman은 감성지능이 신체, 정신건

강 뿐만 아니라 직무성과  직무성취까지도 향을 미

친다고 주장하 다[6][7]. 한편 Wong & Law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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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지능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

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스스로의 감정을 이용할 수 있

는 능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 다[8]. 결국 감성지능

은 계획한 목표를 성취하기 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 는 인지하고, 이를 조 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

의할 수 있다[9]. 콜센터 상담사들의 감성지능의 정도는 

원활한 업무수행에 상당히 향을 미칠 것으로 기 할 

수 있는데, 특히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타 인 행

동, 자발  행동 그리고 종사자들의 직무성과와 직무태

도  조직시민행동 등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

[10][8]을 미루어 볼 때 감성지능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

행동의 선행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2.1.2 자아존중감

자아존 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11]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일 뿐 아니라 개인이 자기 자신에 

해 갖고 있는 태도로 자아에 한 평가 인 요소가 강조

된 개념이다[12]. 한 자아존 감이란 개개인의 자기 가

치와 수용정도를 포함한 자신에 한 감정으로 표 할 

수 있으며 자아개념과 연계된 개인의 가치와 재능에 

한 정  자기평가를 의미한다[13]. Reasoner의 연구에

서는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며 주  환경이나 사회  계에서 안정감과 소속

감을 느끼며 성취감이 높은 반면, 자아존 감이 낮은 사

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여 모험하는 일이 고 타인에 

한 의존심이 높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

고 보고하 다[14]. 의 결과로 볼 때 콜센터 상담사들

의 자아존 감 정도는 감정노동에 노출된 상황에서 원활

한 업무수행과 련하여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기 한다.

2.1.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성과 측면의 개선을 한 동기부여와 

사기증진을 한 방안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왔다. 자기

효능감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에서 발 된 것으로 

그에 의하면 개인은 자기효능감에 의해서 과거에 수행했

던 일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고 자신의 목표와 행동계

획을 세우게 된다고 하 다[15]. Schunk는 자기효능감을 

애매하고 상할 수 없어 긴장되는 요소가 많이 포함되

어 있는 구체 인 상황을 다루는데 요구되는 행동에 있

어서 그것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한 단이라고 정의하 다[16]. 한 Wood et al.은 자기

효능감을 자신의 체 인 수행능력에 한 믿음으로부

터 래되는 것으로서 과제상황을 다루기 하여 요구되

는 특별한 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

인 평가라고 정의하 다[17].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감

안하여 볼 때 감정노동을 하는 콜센터 상담사들은 특수

한 상황에서도 고객의 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매 순간 자기 제와 통제의 능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 의 하나가 바로 

자기효능감으로 볼 수 있다.

2.2 조직후원인식에 대한 연구

조직후원인식에 한 기본 인 개념은 Blau의 사회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기반하고 있다[18]. 

Wayne et al.에 의하면 사회  교환이론 인 측면에서 

볼 때 조직이 구성원을 배려하고 심을 가지고 있다는 

구성원들의 지각은 조직이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에 하여 보상과 인정 등의 방법으로 교환의 의무

를 이행할 것이라는 구성원의 신뢰를 강화한다고 보고하

다[19]. 이런 에서 볼 때 조직후원인식은 조직이 

구성원의 공헌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조직이 구성원의 

복지를 하여 심을 보이는 정도에 해 구성원들이 

총체 으로 형성하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들

에 따르면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면 조직후원인식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구성원을 조

직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참여와 작업성과에 정 인 효

과를 지니게 된다고 하 다[20]. 

2.3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

조직몰입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  Steers

는 조직몰입을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형성할 수 있는 

요한 태도로 조직을 해 노력하는 의사,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강한 욕구, 그리고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한 강한 신뢰와 수용이라고 하 으며[21]  O'Reilly & 

Chatman은 조직몰입을 구성원이 조직에 해 감정 으

로 애착을 갖고 조직과의 일체감을 갖는 상이라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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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 다[22]. 한 Allen & Meyer는 조직몰입을 조직구

성원이 조직에 감정 으로 애착을 가지고 조직구성원으

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강한 바람, 개인 인 지속  

투자, 조직에 한 충성심을 갖고 의무를 성심성의껏 수

행하려는 내 인 가치 으로 정의하 다[23]. Angle & 

Perry에 따르면 조직몰입은 직무만족과 함께 개인의 조

직에 한 성향 는 태도를 나타내고 이해하는 개념으

로서, 직무만족을 개인의 단기  욕구충족으로 본다면 

조직몰입은 개인의 장기 인 목표와 요구를 지속 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기 의 표시라 주장하 다[24].

2.4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

조직시민이란 조직 구성원이 공식 으로 기 되는 행

동외의 비공식  기여를 설명하기 해 Organ & Ryan

이 제안한 용어이다[25].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시민행

동이란 조직 구성원이 의무 인 일도 아니고 보상도 없

지만 자신이 속한 조직의 발 을 해 자발 으로 수행

하는 부수 인 행동 등을 의미한다[26][27]. 이들에 따르

면 조직시민행동이란 조직 구성원이 해야만 하는 공식  

업무와는 무 하게 자유재량에 의해서 행해지며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한 조직시민행동은 공식  역할의무를 통해서도 강제하

지 못하고 계약을 통한 보상의 보장을 통해서도 유도해 

낼 수 없지만 조직에 혜택이 되는 행동과 제스처를 총칭

하는 일차  개념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28][26]. 조직시

민행동에 해 Mackenzie et al.은 조직시민행동을 이타

주의(altruism), 배려 행동(courtesy), 신사  행동

(sportsmanship), 시민 덕목(civic virtue)의 4가지 차원으

로 구성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 다[29]. 

3. 연구의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개인특성이 콜센터의 

상황요인에 한 인식을 통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

을 검증하고자 하 다. 콜센터 상담사들의 조직유효성과 

련한 변수로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을 선정하 으

며, 선행요인으로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직무에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되는 개인특성들을 선행변인으로 하고, 

콜센터가 상담사들에게 지원하는 상황요인이 매개할 것

이라는 가정으로 아래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

하 다. 

OCB

POS

OC

P C

․EI

․S-Esteem

․S-Efficacy

* PC(Personal Characteristics), EI(Emotional Intelligence),

 S-Esteem(Self-Esteem), S-Efficacy(Self-Efficacy), 

 POS(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OC(Organizational 

Commitment), OCB(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설정

3.2.1 개인특성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각각에 

대한 직접효과

손호 은 감성지능  자기인식과 자기통제, 동기부여

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30]. Isen et 

al.은 감성지능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조직의 목표를 증진

시키기 한 역할 외 행동과 자발 인 참여  헌신의 의

지가 높기 때문에 조직시민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러

한 정 인 경험과 분 기 지각은 타 구성원들에게도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 다[31]. 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1-1: 콜센터 상담사들의 높은 감성지능은 조직몰

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콜센터 상담사들의 높은 감성지능은 조직시

민행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Bandura의 주장처럼 사회인지론  에서 볼 때 자

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능력에 한 확신이 높기 

때문에 요한 사건에 해 통제력을 행사하며 실패를 

경험할 때도 명하게 처하여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

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32], Parker의 연구에서처럼 자

아존 감의 정 인 향은 직무시간이나 직무과다에 

계없이 목표달성을 해 노력하고 불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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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사결정과정에서도 합리 인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

를 해결한다는 결과를[33] 볼 때 콜센터 상담사들이 인지

하는 자아존 감의 정도는 그들의 조직몰입이나 조직시

민행동 정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2-1: 콜센터 상담사들의 높은 자아존 감은 조직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콜센터 상담사들의 높은 자아존 감은 조직

시민행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Bandura는 자기효능감이 목표나 성과 기 의 설정 수

, 노력의 투입 정도,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 정도  

의지 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34][35]. 한 Bandura & Wood, Earley & Lituchy, Lee 

& Bobko 등은 그들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직

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으며

[36][37][38], 이와 일 되게 Sadri & Robertson의 연구에

서도 강한 자기효능감이 직무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보고

하 다[39]. 이에 콜센터 상담사들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콜센터 조직에 한 몰입이나 콜센터 발 을 한 조직

시민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단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3-1: 콜센터 상담사들의 높은 자기효능감은 조직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콜센터 상담사들의 높은 자기효능감은 조직

시민행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개인특성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각각에 

대한 조직후원인식의 매개효과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배려

되고 있다고 지각할 경우 지원에 한 보답으로 조직에 

해 몰입하며 훌륭한 성과와 조직시민행동으로 보답하

려 한다[40]. 아울러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종업원들이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덜 받고 있다고 

느끼는 종업원들보다 더 강한 조직몰입을 형성하는 경향

이 있으며[41], 높은 수 의 조직후원인식을 느끼는 구성

원들은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조직으로부터 받은 

후원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려하고 이는 곧 조직에 한 

몰입이나 높은 직무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42]. 

개인, 역할, 경력, 조직 특성과 조직몰입 간의 계를 조

직후원인식이 매개함을 실증 연구한 이재훈․황성훈의 

연구[43] 등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과 조직몰

입, 조직시민행동 각각에 하여 조직후원인식이 매개효

과가 있을 것으로 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4-1: 콜센터 상담사들의 감성지능과 조직몰입 간

을 조직후원인식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4-2: 콜센터 상담사들의 자아존 감과 조직몰입 

간을 조직후원인식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4-3: 콜센터 상담사들의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 

간을 조직후원인식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4-4: 콜센터 상담사들의 감성지능과 조직시민행

동 간을 조직후원인식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4-5: 콜센터 상담사들의 자아존 감과 조직시민

행동 간을 조직후원인식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4-6: 콜센터 상담사들의 자기효능감과 조직시민

행동 간을 조직후원인식이 매개할 것이다. 

3.3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수행을 해 서울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

단 상담 도 업체인 콜센터 조직의 상담사들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 을 충분히 

달한 내용과 함께 설문지를 달하고 조사 목 , 설문

방법, 시행상의 유의사항에 해 별도로 안내하는 방식

을 채택하 다. 그리고 조사 상자가 직  설문지를 작

성하도록 하고 작성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

하는 방법으로 하 다. 그 결과, 총 321부를 배부하 고 

319부(99.4%)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29부

(9.1%)를 제외한 총 290부(90.9%)를 분석에 활용하 다.

3.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감성지능은 

Schutte et al.의 연구를 근거로 33문항을 리커트 7  척

도로[44], 자아존 감은 Rosenberg의 연구를 근거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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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리커트 5  척도로[45],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연구를 근거로 24문항을 리커트 6  척도로[15], 조직후

원인식은 Eisenberger et al.의 연구를 근거로 17문항을 

리커트 5  척도로[41], 조직몰입은 Mowday et al.의 연

구를 근거로 9문항을 리커트 7  척도로[46], 조직시민행

동은 Organ의 연구를 근거로 12문항을 7  척도로[47] 

측정하 다. 각 변수들의 척도차이 해소를 해 z-score

로 변환하여 분석에 임하 다.

분석도구로는 SPSS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상

계분석, 회귀분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AMOS 18.0을 활용하여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 다. 

4. 실증분석결과

4.1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들이 내  일 성을 유지하

고 있는 지를 검증하기 해서  Cronbach's Alpha를 사

용하여 신뢰성을 확인하 다. 검증결과, 변수들은 0.878 

이상으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보 다. 신뢰도 검토에 

해 Nunnally는 기 연구에서 Cronbach Alpha계수가 

0.7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48], 모

든 변수들을 채택하 다.

<Table 1> Internal consistency of the measured 
variable(Cronbach's α)

variable name question number Cronbach's α

EI 23 0.940

S-Esteem 8 0.881

S-Efficacy 15 0.889

POS 17 0.959

OC 6 0.937

OCB 9 0.878

Total 78

4.2 타당성 검증

변수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측정변수들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 다. 김계

수의 연구결과에 따라 각 요인들의 표  재치가 0.5 이

상으로 나타나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이 확보되

었으며 각 변수들의 분산추출지수 한 감성지능(0.434), 

자기효능감(0.403)을 제외하고는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

나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도 확보되었다. 감성

지능, 자기효능감의 경우 상 계수의 제곱인 결정계수 

값과의 비교를 통해 수렴타당성을 확인한 바 수렴타당성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9].

<Table 2>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validity of 
the measured variable

variable name Construct Reliability
Variance extracted 

index

EI 0.945 0.434

S-Esteem 0.930 0.625

S-Efficacy 0.889 0.403

POS 0.964 0.610

OC 0.878 0.547

OCB 0.903 0.512

4.3 상관관계 분석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변수의 각 요인들이 

서로 어떤 계와 방향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한 상

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analysis results of correlation

variable name 1 2 3 4 5 6

1. EI (0.434)

2. S-Esteem 0.542
**
(0.625)

3. S-Efficacy 0.611** 0.427** (0.403)

4. POS 0.074 0.180** 0.169** (0.610)

5. OC 0.076 0.187
**
0.225

**
0.769

**
(0.547)

6. OCB 0.397** 0.351** 0.430** 0.503** 0.446** (0.512)

AVE 4.803 3.557 3.905 2.833 3.564 4.276

S.D 0.793 0.602 0.634 0.774 1.266 0.868

  

 ※ ( ) is variance extracted index value of CFA

4.4 가설 검증

4.4.1 직접효과 검증

가설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몰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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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아존 감(β=.176, p<.01), 자기효능감(β=.220, 

p<.05)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성지능(β=.074, p=.210)은 조

직몰입에 해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1, 3-1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조직시민행동에 해서는 감성지능(β=.390, p<.01), 자아

존 감(β=.337, p<.01), 자기효능감(β=.421, p<.01)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향이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가설 1-2, 2-2, 3-2 모두 채택되었다.

4.4.2 매개효과 검증

콜센터 상담사들의 개인특성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

동 각각에 한 조직후원인식의 매개효과  검증을 해 

Baron과 Kenny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4>, <Table 5>에 제시하 다[50]. <Table 4>, 

<Table 5>의 결과에서 보듯이 자아존 감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간에 조직후원인식이 완 매개하며, 자기

효능감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간에 조직후원인식이 

부분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성지능은 매

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4-2, 4-3, 

4-5, 4-6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4-1, 4-4는 기각되었다.

<Table 4> The mediated effects of POS between 
PC and OC

Independent 

variable
step

dependent 

variable(OC)
R2 F

EI

1(β1) 0.073

0.592
**

68.475
2(β2) 0.074

3(β3) 0.019 

3(β4) 0.766**

S-Esteem

1(β1) 0.169**

0.594** 68.992
2(β2) 0.176

**

3(β3) 0.047

3(β4) 0.759
**

S-Efficacy

1(β1) 0.163**

0.601
**

71.023
2(β2) 0.220**

3(β3) 0.098*

3(β4) 0.751
**

<Table 5> The mediated effects of POS between 
PC and OCB

Independent 

variable
step

dependent 

variable(OCB)
R2 F

EI

1(β1) 0.073

0.394
**

30.673
2(β2) 0.390

**

3(β3) 0.356
**
 

3(β4) 0.476
**

S-Esteem

1(β1) 0.169
**

0.272
**

17.617
2(β2) 0.337

**

3(β3) 0.000

3(β4) 0.501
**

S-Efficacy

1(β1) 0.163
**

0.387
**

29.787
2(β2) 0.421

**

3(β3) 0.349
**

3(β4) 0.445
**

5. 결 론

와 같은 실증연구 결과를 토 로 본 연구가 시사하

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가은 등이나 강명희 등의 연구 결과처럼 감성

지능이 조직몰입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이 발견되

지 않았으나[51][52], 콜센터 상담사들의 감성지능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강명희 

등이 보고한 것처럼 감성지능은 지 지능과 달리 개인의 

노력에 의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52], 이를 해서 

콜센터는 상담사들의 감성지능 향상을 한 로그램 개

발과 제공이 지원되어야 하며 상담사들의 성 등과 같

은 개인의 특성에 기반을 둔 인력배치  리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천보  등(2012)이 보고한 것처럼 자아존 감을 

증진시키는 것도 매우 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53], 높은 자아존 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와의 합

성을 높게 인지할 뿐 아니라 직무 련 소진을 감소시키

고 직무스트 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54]. 

셋째, 본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보듯이 콜센터 상담사

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Bandura에 따르면 자기효

능감이 증가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제안하 는데 구체

으로 성공경험, 리 모델링, 구두 설득, 그리고 활력이 

넘치게 만드는 각성을 통해서 자기효능감이 증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15]. 이런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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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한 다각

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콜센터 상담사들의 조직몰입 정도를 높이

기 해서 좀 더 다른 시각과 근방법이 필요하다는 것

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감성지능의 정도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볼 때 조직몰입 증진을 한 다

른 변인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어윤

선․이형룡의 연구에서 언 한 것처럼 최근에 입사하는 

은 세 들의 경우 더욱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

다[55]. 따라서 타업종에 비해 근무 연령 가 낮은 콜센

터 상담사들의 성과창출을 해 콜센터는 가  개인 

맞춤형 코칭을 통해 개개인의 불만이나 애로사항 등을 

악하여 이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 실증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났

듯이 상담사들의 높은 감성지능,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은 조직시민행동에 정(+) 인 향이 있는 바, 콜센터는 

상담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이기 해서 개인특성(감

성지능,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강화를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와 같이 본 연구는 다양한 이론 , 정책  함의를 도

출하 으나 설문조사 상의 특정성, 선정된 변수의 한

정성, 응답자의 자기보고식 설문지 조사에 따른 오류, 횡

단 연구의 한계  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방안을 포함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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