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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이직의도 철회 경험이 있는 상담원이 이직의도 철회시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
기 위해 모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3개월에 걸쳐 인터뷰 설문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업무이동,
동기부여, 자기효능감, 정서조절이 상담원 이직의도 철회에 주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상사지원, 동료지원은 이직
의도 철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정서조절과 업무이동은 이직의도 철회에 있어 다른 요인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에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고객센터 부서의 상담원 
이직률을 낮춰 조직의 안정화를 극대화하고, 또한 고객센터 상담원의 이직의도 철회에 관련된 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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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n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for three months by a counselor who had 
experience of retractation of turnover intention to find out what facto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tractation of turnover intention. The results found that task shift, motivation, self-efficacy, and 
emotion control were the major factors in the retractation of counselor’s turnover intention, while 
superior support and  colleague support did nop affect. Among them, emotion control and task shift 
had more influence on retractation of turnover intention than other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maximize the stabilization of the organization by lowering the turnover rate of 
counselor in the customer center department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 enterprise and to 
provide an important theoretical basis for studies related to retractation of customer center counselor’s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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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객센터는 기업에서 고객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나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고객센터, 고객컨
택센터, 고객만족센터, 전화고객 상담센터, Reservation 
Center, Service Center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
다[1]. 또한 고객 MOT(Moment of Truth)관점에서 고객
센터는 기업과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담당하는 전
략적 마케팅 채널로써, 과거의 단순한 불만/질문/요구내
용을 처리하는 역할을 넘어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고, 고객 
유지율 및 신규고객 유치를 증가시키는 역할 증대를 통해 
Cost Center에서 Profit Center로 전환하고 있다[2,3].

제품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매스마케팅 전략에서 일
대일 마케팅 전략으로 빠르게 전화되어가는 최근 경영환
경에서 고객관계형성과 유지를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역량이야 말로 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많은 기업들이 고객관계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에 중점을 두
고 있다. 고객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업 내 여러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객센터는 단순한 실행부서가 아
닌 기업의 전략적인 실행부서 또는 커뮤니케이션 허브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이며, 기업의 고객관계관리
(CRM) 전략에 있어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4]. 이렇게 기업 내에서 고객센터의 중요성
과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객센터는 상담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대
부분의 고객센터는 운영비용의 약 80%이상을 상담원 관
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상담원의 효율적인 관
리가 자동화를 위한 각종 솔루션 및 시스템 장비의 도입
보다 중요함을 의미하는데, 특히 우수한 상담원의 이직은 
단순 상담인력 자원의 손실이 아니라 결원으로 인한 추
가 채용, 교육 등의 직접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
외에도 생산성 및 고객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간접비용
도 발생시킨다. 따라서 지속적인 고객만족을 확보하려면 
고객센터의 효율성 운영도 중요하지만, 경험 많고 우수한 
상담원들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상담원의 역할을 변모시
키고 있다. 과거 단순 업무까지 콜센터에 문의하던 고객
들이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채널을 활용, 간단한 
업무는 스스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상담원의 역할도 
단순 업무 처리보다는 고객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의에 대한 맞춤형 정보나 컨설팅 위주의 상담

을 제공하는 역할로 바뀌고 있다. 최근 콜센터 업계의 인
입콜 동향을 분석해보면, 전체 인입콜은 감소하고 있지
만, 오히려 고객과의 평균통화시간(Average Talking 
Time)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과거 얼마나 
빨리 콜을 처리하느냐의 효율성 중심에서 고객에게 얼마
나 맞춤형 정보제공 또는 컨설팅을 잘 해 주느냐의 효과
성 중심으로 중요성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담원
에서 컨설턴트로 역할의 패러다임이 변경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업에서 고객센터의 중요성이 점
점 커지면서 고객센터 상담원의 높은 이직률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고객센터 서비스에 대한 
학문적·관리적 초점은 서비스 운영기술과 비용절감에 맞
춰져 왔다. 또한 고객센터 상담원의 이직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직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대부분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거나 
원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요인들이 많다. 그리고 실제 
고객센터를 운영·관리해 보면, 이직을 결심한 상담원들이 
이직을 결심하게 된 요인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이직의사를 철회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객센터 상담원의 이직의도 철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파악하여 고객센터 조직의 안
정화를 극대화하고, 고객센터 상담원의 이직의도 철회에 
관련된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보고자 진
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고객센터 개념 및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2.1.1 고객센터 개념
고객센터는 기업 내에서 고객의 단순문의전화를 응대

하는 곳이었으나 최근에는 고객맞춤형 정보제공, 마케팅, 
고객서비스, 기업이미지 제고 등 고객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 
고객센터는 고객이 어떠한 채널로 연결되더라도 항상 친
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갖추고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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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고객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고
객의 요구에 적절하고 만족할 만한 답변을 직접 제공해
야 하는 곳이 고객센터라고 할 수 있다[5,6].

고객센터는 고객과 상담원을 연결매개로 하여 커뮤니
케이션과 텔레마케팅 기능이 결합되어 체계화된 시스템
과 다양한 고객접점 채널, 고객응대 업무 프로세스를 접목
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는 고객 지향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7]. 특히 고도로 훈련되고 정예화 된 상담원들
이 고객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이를 수집·축적하
여 그 결과를 가공·분석하고 비교하는 기업의 중요한 무형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조직이기도 하다[8].

2.1.2 이직의도
콜센터 운영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직무는 상담원들의 

이직관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콜센터의 이직률 관
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직률 관리는 콜센터의 성과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채용 및 교육비용의 관리적인 비
용을 증가시키며 또한 고객과의 상담품질과 고객의 만족
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상담사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9,10].

이직은 현재의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구성원의 심리적
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기업이든 간에 구성원
의 이직이 많다는 것은 기업의 성과와 명성에 부정적 결
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콜센터 상담원의 
이직은 금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 창출(경
력 상담원의 우수한 고객만족, 고객유치 등) 면에서 기업
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된다. 콜 센터 상담원의 이직률
과 이에 대한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많은 
관련 연구에서 이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회사의 환
경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
해 노력 해 왔다. 그러나 콜 센터 상담원의 이직은 타 직
업군에 비해 자발적 이적의도가 강하므로, 개인적 심리상
태 즉, 감정노동에 의한 심리상태의 변화에 따른 인과관
계를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11].

2.2 직무에 관한 연구
직무만족은 상담원의 콜 처리, 고객만족 등 주요 

KPI(Key Performance Index)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을 감소시키므로, 조직의 성과나 상담원의 능률을 
관리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본인의 직무
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조직의 목표달성에 자발적·의
욕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상사·동료에게 

헌신을 하게 되며, 조직의 규칙이나 규율을 잘 준수하고 
자기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직무만
족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직무자체, 급여수준, 복리후생, 
근무형태, 승진에 대한 기회, 리더의 기술적·관리적 능력
과 리더십, 동료의 우호적·지원적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친
다[12].

직무만족은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
의 유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무만족은 구성
원들의 높은 직무성과를 이루고, 높은 직무성과는 높은 
직무만족을 이룬다. 또한 직무만족은 낮은 결근율을 나타
내고 낮은 이직률을 나타내는데, 이직률은 바람직하지 않
은 직무, 취약한 업무조건 및 작업환경, 불공정한 임금, 
취약한 의사소통, 승진에 대한 제한된 기회 등이 있는 기
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은 전반
적인 정신건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13]. 위 선행연구
에서 보듯이, 직무만족은 낮은 이직률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 심리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가 결합된 개념이다[14,15]. 
Bandura[14]는 인간의 어떠한 행동은 힘이 많이 들어도 
지속적으로 행하는 반면, 어떠한 행동은 어렵지 않는 행
동이지만 중간에 쉽게 포기하는 이유를 자기효능감으로 
설명했다.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개인의 경우 스트레스 
적응력이 뛰어나며, 감정노동, 탈진감과 같이 감정노동자
의 행동에 부정적인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직무몰입 및 
심층적 감정노동의 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5-17]. 자기효능감이 높은 직원은 업무에 능동적으로 
임하게 되고, 업무수행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
하며, 업무가 완수될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하여 고객 지
향적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18]. 또한 자기효능감
이 높은 구성원은 스스로에 대한 신념 및 정서적 태도 수
준이 높아서 조직에 대한 애사심 및 기여도의 증대로 직
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 이직의도를 감소시킨다. 감정노
동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
이 높은 직원이 업무능력 및 높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채용 시 자기효능감이 높은 지원자를 
선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18-20]. 또한 자신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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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얻게 되는 직무능력 보다 직무성과에 높은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16]. 

서비스 최일선에서 고객과의 빈번한 접촉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표현과 자신
의 실제 경험이 일치하지 않을 때 감정부조화(emotional 
dissonance)를 경험하게 된다[21]. 감정부조화는 긴장과 
스트레스, 소진 등을 야기하고, 자기감정으로부터의 소외
와 그에 따른 자존감 저하, 직무불만족을 가져오며 이직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22]. 고객센터 
상담원은 하루 100콜 이상의 고객 전화에 응대하며 고객
의 통화 내용에 따라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응대 상황
에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능
력이 필요하다. 정서조절은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소진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감정조절능력이 
이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21].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기존 연구는 많으나, 고객센터 상담원 대상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고객센터 상담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서비스 최접점에서 고객을 응대하기에 감정노동 
정도가 크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은 업무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2.4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원이란 상담원이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어려움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정서적·심리적 도
움을 주고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
거나 상황적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3].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관계
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24]. 
상담원은 수많은 업무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다양한 고객
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목표와 요구사항에 직면
하게 되는데, 무력감과 자기존중감 하락, 회사 및 상사와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사회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25]. 또한 상사의 지원과 동료의 지원이 감정노동과 서
비스 제공수준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완충시키는 역할
을 한다[24,25]. 특히 조직지원인식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기제로 작동되며, 감정노동자
들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 유대를 느껴 일심동체가 되어 

규정된 업무행동 범위를 초월하여 자발적으로 타직원이
나 고객을 돕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26]. 이는 
서비스품질 향상 및 이직의도 철회에 중요한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지원에는 상사의 지원과 동료의 지원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는데, Kwon[23]의 연구에 따르면 상사의 지
원이 낮다고 느낄수록 높은 소진을 경험하며, 동료의 지
원은 소진에 매개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사의 실질적 업무 지원으로 성공적 성취감을 경
험하는 것이 업무소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Kim[24]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
원 중 동료지원만 서비스제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콜센터 업무 특성상 사회적 지
원은 업무지속 및 소진 해소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
겠다. 중요도에 비해 콜센터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기에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참조하

여, 직무(업무이동, 동기부여), 심리(자기효능감, 정서조
절), 사회적지원(상사지원, 동료지원)을 이직의도 철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도출 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해당 요인들은 상담원의 업무지속, 소진해소, 직
무스트레스 소진 감소, 업무 몰입도 향상, 직무만족 등에 
주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직을 결심한 상담원들이 이직을 결심하게 된 요인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의사를 철회
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위 
요인들이 이직의도 철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요인 해결이 용이한 
고객센터 상담원의 이직의도 철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을 파악하여 타 업종에 비해 이직률이 높은 고객센
터 조직의 안정화를 극대화하고, 상담원들의 이직의도 철
회에 관련된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개념적 모델은 Fig. 1과 같다. 

본 연구는 모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사전에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지
원자 208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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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1 2 3 4 5 6 7 Comm-
unality

Tas1 .797 .227 .072 .111 .168 .199 .171 .744

Tas2 .811 .232 .086 .107 .216 .185 .198 .807

Tas3 .822 .234 .107 .109 .164 .181 .172 .771

Tas4 .798 .223 .093 .105 .155 .107 .263 .805

Tas5 .785 .233 -.003 .173 .206 .063 .103 .861

Mot1 .195 .063 .059 .278 .691 .237 .208 .845

Mot2 .449 .118 .053 .200 .593 .167 .223 .700

Table 2. Factor Analysis

Fig. 1. Conceptual Model

3.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이직의도 철

회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업무이동에 대한 5문항, 
동기부여에 대한 6문항, 자기효능감에 대한 6문항, 정서
조절에 대한 4문항, 상사지원에 대한 5문항, 동료지원에 
대한 5문항, 이직의도 철회에 대한 4문항으로 Table 1
과 같이 구성되었다.

Category Subcategory Number
of items

Cronbach’s 
alpha

Task
Task Shift 5 .941

Motivation 6 .891

Psychology
Self-efficacy 6 .926

Emotion Control 4 .916

Social
Support

Superior Support 5 .936

Colleague Support 5 .951

Retractation of Turnover Intention 4 .873

Table 1. Construction of Questionnaire

업무이동, 동기부여, 이직의도 철회는 Lee et al.[27], 
Babakus et al.[28], 자기효능감은 Chen[29], 정서조절
은 Brotrid and Lee[30], 상사지원과 동료지원은 
Park[31]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을 토대로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다. 설문자료의 측정은 인구통계학적 
문항들을 제외하고 모두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018년 9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이직의도 철회 경험이 있는 고객센터 상담원을 대상
으로 인터뷰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불충분한 응답을 하
였다고 판단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197부를 최종분석
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
석을 하였으며, 측정항목들의 평가를 위해 신뢰도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직의도 철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모든 분석은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4 측정항목의 평가
본 연구의 측정 항목들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
고 판단되지만, 조사 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신뢰성 또는 
타당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항목에 대
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32].

3.4.1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의 신뢰성은 Table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Cronbach’s   계수가 0.873 이상으
로 기준치 0.7 보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항
목들의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4.2 타당성 분석
요인분석의 사용 적합성은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증

과 KMO(Kaiser-Meyer-Olkin) 표본적합도 검증으로 

파악하였다. 단위행렬 결과 = 6210.516(p<0.001, 
df=595)으로 나타났고 KMO 값은 0.914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이 모두 0.4 이상으로 요인분석을 진행하는데 무
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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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3 .390 .215 -.004 .221 .552 .291 .259 .673

Mot4 .111 .196 .038 .210 .799 .049 .146 .803

Mot5 .235 .224 .034 .259 .739 .115 .123 .768

Mot6 .130 .302 .148 -.002 .653 .166 .043 .842

Sel1 .336 .632 .184 .155 .162 .298 .186 .802

Sel2 .287 .734 .197 .149 .124 .235 .136 .854

Sel3 .193 .817 .041 .110 .093 .078 .171 .894

Sel4 .236 .783 .037 .104 .213 .167 .154 .695

Sel5 .149 .747 .039 .123 .238 .232 .162 .756

Sel6 .187 .747 .087 -.019 .220 .252 .160 .927

Emo1 .221 .339 .089 .118 .129 .725 .275 .946

Emo2 .122 .263 .142 .057 .192 .809 .219 .946

Emo3 .149 .257 .171 .080 .186 .763 .188 .940

Emo4 .235 .202 .044 .121 .175 .804 .120 .946

Sup1 .158 .103 .092 .805 .040 .062 .079 .940

Sup2 .061 .167 .012 .853 .201 .146 .108 .946

Sup3 .112 .051 .095 .870 .182 .124 .080 .940

Sup4 .099 .031 .082 .909 .143 .030 .064 .946

Sup5 .104 .093 .193 .847 .174 -.012 .033 .940

Col1 .068 .075 .886 .123 .025 .034 .066 .946

Col2 .012 .074 .896 .077 .092 .035 .117 .940

Col3 .078 .075 .906 .065 .018 .061 .064 .946

Col4 .075 .062 .920 .097 .070 .093 .050 .940

Col5 .051 .081 .880 .079 .045 .144 .075 .946

Ret1 .221 .179 .149 .095 .240 .259 .703 .940

Ret2 .251 .193 .139 .169 .095 .199 .652 .940

Ret3 .311 .296 .102 .115 .267 .230 .695 .940

Ret4 .254 .292 .110 .062 .198 .180 .729 .802

Eigen-
value

14.10
4 3.830 3.268 1.889 1.585 1.429 1.055

-
Integrated
Variance 40.29 51.24 60.57 65.97 70.50 74.58 77.60

요인 수의 결정방식은 특정 요인이 설명해 주는 총 분
산을 의미하는 고유값(eigenvalue)을 기준으로 1이상,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은 ±0.4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고려하였으며 요인회전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
지하기 위해 직교회전방식 중 베리멕스(varimax)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들을 회전시켰다. 7개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총 분산비는 약 77.6%로 나타나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결과, 성별은 업의 특성상 여자 상담원이 남자 상

담원보다 많았으며(96.4%), 연령대는 26-30세가 가장 
많았다(47.2%).  근속기간은 2년~3년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3%).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Table 3과 같다.  

Category Subject Frequency(%)

Gender Male 7(3.6)
Female 190(96.4)

Age

Less than 20-25 13(6.6)
Less than 26-30 93(47.2)
Less than 31-35 76(38.6)
Less than 36-40 14(7.1)
More than 41 1(0.5)

Years of
Service

Less than 3-6month 1(0.5)
Less than 
6month–1year 35(17.8)

Less than
1year–2year 38(19.3)

Less than 2hour–3hour 40(20.3)
More than 3hour 83(42.1)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97)

4.2 이직의도 철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담원이 이직의도 철회를 실제 경험한 후, 이직의도 

철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R2은 0.573으로 이직의도 철회에 대한 총분산 가운데 
약 57%를 설명하였으며, F값은 42.518로 0.001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수치는 
2.014로 2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나 잔차들 간에 상관관
계가 없는 것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분산확대지수(VIF)도 기준치에 부합하므로 다중공선
성에 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Variables B SE  t VIF

Constant -.337 .246 　 -1.370

Task Shift .247 .064 .252 3.849*** 1.904

Motivation .218 .075 .202 2.917** 2.139

Self-efficacy .183 .078 .163 2.340* 2.149

Emotion Control .251 .063 .257 3.962*** 1.868

Superior Support .007 .049 .008 .142 1.316

Colleague 
Support .094 .052 .090 1.799 1.117

R2=.573, Adjusted R2=.560, F=42.518(p<.001)
Durbin-Watson=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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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Factors of impact on e-Learning intent to use 
(e-Learn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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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업무이동(t=3.847, p<0.001), 
동기부여(t=2.917, p<0.01), 자기효능감(t=2.340, 
p<0.05), 정서조절(t=3.962, p<0.001)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이직의도 철회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조절((=0.257)과 업무이동
(=0.252)이 이직의도 철회에 다른 요인보다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논의 및 제언

2019년 2월 기준,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 이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95% 이며, 이는 
선진국의 평균값인 76%보다 약 20% 가까운 높은 수치
이다. 더욱이 올해 5세대 이동통신이 출시되면서 통신서
비스의 발달과 기술적 환경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
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구매
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새로운 제품과 신기술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기업에게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받고자 한다. 이에 기업들은 변화하는 고객들
의 다양한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고객 개개인의 욕
구에 맞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
을 넘어 고객감동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환
경의 변화 속에서 등장한 고객센터는 기업과 고객 모두
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로 주목 받고 있다[11].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고객을 정확히 이해한 서비스 전략과 고객이 원하는 
상품개발, 그리고 고객중심(Customer-centric)의 프로
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고객중심의 서비스 전략을 구축하
고 실행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며, 기업의 생
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고객중심 서비스 전략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원의 이직의도 철회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상담원의 이직을 줄일 수 있는 실
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진행 되었다. 본 연구의 연
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업무 이동 또는 동기부여 프로그램은 상
담원의 이직의도 철회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자의 대표 직업군이라 할 수 있는 상
담원은  업무 특성상 수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
객을 상대로 감정을 소진하고 있으며, 이는 일에 대한 동
기부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고객센터는 대부분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다양한 

업무 형태와 주기적인 업무 Rotation 제도를 운영하기 
힘든 조직이다. 따라서 고객센터 관리자는 이직의도를 밝
힌 상담원을 대상으로 단기간이라도 업무이동 또는 동기
부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직의도 철회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정서조절은 상담원의 이직의도 철
회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원은 
실제와 다른 감정을 숨기고 가장하는 감정표현방식인 표
면화 행위의 강도가 높을수록 해당 상담원의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긍정규범, 자율성 및 양심
행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명 되었다. 또한 감정소진의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상
담원의 이직의도가 강한 것으로 판명 되었다. 감정소진은 
직무탈진의 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감정소진은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소진이 높을수록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쳐서 출근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
게 된다[33]. 최근 감정·직무소진이 많은 상담원을 위해 심
리상담사를 채용·운영하는 고객센터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사를 활용 다양한 심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직을 결심한 후 심리상담사와의 면담을 통해, 상담
원에게 자기효능감과 정서조절에 대한 변화를 일깨워 줌으
로써 이직의도 철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사지원, 동료지원은 상담원 이직의도 철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
가 높아질수록 이직의도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
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상사와 동
료로부터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인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 
역할지각을 감소시켜 이직의도 역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
타났다[34]. 상사와 동료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상담
원이 회사내 인적 관계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
정적인 자원인 만큼 조직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난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35].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와 달리 이직의도 철
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온 것은, 이직을 결
심하기 전까지는 상사나 동료의 지지로부터 많은 도움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나, 일단 이직을 결심하고 난 후에
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자각이나 정
서조절이 변화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
구는 모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원 197명을 대상으로 통계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모집된 표본에서 개인적 특성의 분
포가 고르지 않고, 표본수가 적어 본 연구의 결과를 상담
원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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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업종별,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의 수를 늘려 
분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남자 상담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남자 상담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고객센터 
상담원의 이직의도 철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
태이다. 이에,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
며, 산학협력을 통한 보다 세 한 연구를 통해, 고객센터 
상담원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기초자료를 보다 폭넓
고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직의도 철회 요인 연구에 대한 변수 연
구에 한계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고객센터 상
담원의 이직에 대한 연구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에  본 연구의 변수를 
선정할 때도 관련 선행연구들의 변수를 다수 참조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직무(업무이동, 동기부여), 심리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관련 요인들은 상담원의 스트레
스 해소와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들이다.  그러나 이직
관련 많은 선행연구에서 상담원 이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던 사회적 지원(상사지원, 동료지원) 
요인이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 철회에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직의도 관련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와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상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
인과 이직의도 철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의 차이점
을 찾고, 관련 연구와 산업 현장에 시사점을 제공한 점은 
유용하지만,  변수에 있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측
면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이직의도 철회 경험이 있는 고객센터 상담
원을 대상으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이직의도 철회를 
했는지 파악함으로써, 타 업종에 비해 이직률이 높은 고
객센터 조직의 안정화를 극대화하고, 고객센터 상담원의 
이직의도 철회에 관련된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보고자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업무이동, 동기부
여, 자기효능감, 정서조절이 상담원 이직의도 철회에 주
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상사지원, 동료지원은 이
직의도 철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정서조절과 업무이동은 이직의도 철회에 있어 다른 
요인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원이라는 직업이 감정소진이 많은 직업인만큼, 이
직의도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고객센터 관리자
는 상담원 대상으로 직무이동, 동기부여 프로그램, 다양
한 심리관련 프로그램 등을 시기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Burn-out  방지, 높은 업무 성과 달성, 이직률을 낮추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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