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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수 림

이 연구의 목 은 산업체 종사자를 상으로 주 경력성공과 고용안정성,조

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의 인과 계를 구명

하는 데 있었다.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목표는 첫째,산업체 종사자

의 주 경력성공과 고용안정성,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의 인과 계가 합한 모형인지 검증한다.둘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이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계를 구명한다.셋째,산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이

로틴 경력태도와 조직경력 리지원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계를 구명한

다.넷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과의 계에서

로틴 경력태도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다섯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

과 주 경력성공과의 계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여섯째,산업체 종사자의 로틴 경력태도와 주 경력성공과의 계에서 로

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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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산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임 근로자) 체이지

만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 개인의 정보 수집 뿐 아니라 표집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이 연구에서는 코참비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산업별 고용구조 보고서 한국표 산업분류를 기 으로 체 업종 에

서 임 근로자의 비율이 상 5 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제한하여,총 510명의 표

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비확률 표집 에서 유의표집을 하 다.

조사도구는 주 경력성공,고용안정성,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인구통계학 특성 조사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

다.주 경력성공과 로틴 경력 리행동은 연구자가 개발하 고,조직경력 리

지원, 로틴 경력태도는 번안하여 사용하 으며,고용안정성은 국내 연구에서 번안

후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를 사용하 다.주 경력성공은 객 기

만족,경력성장 만족,사회 계 만족,업무 만족으로 구성되며, 로틴 경력 리

행동은 로틴 경력계획행동, 로틴 네트워킹행동, 로틴 기술개발행동으로 구성

되었다. 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자료수집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총 17개 기업에

총 510부를 배포하여 총 450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8.2%).이 에서 불성실응

답, 복응답,미응답 응답지 43부를 제외하고 총 407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자

료 분석은 WindowsSPSS12.0과 AMOS18.0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백분율,평균,표 편차와 같은 기술통계와 구조방정식 분석이 이루어졌다.

통계 유의수 은 0.05를 기 으로 단하 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산업체 종사자의 주 경력성공과 고용

안정성,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에 한 가설

인과모형의 합도가 합하게(RMR=0.032,GFI=0.937,AGFI=0.889,NFI=0.890,

IFI=0.917,CFI=0.916,TLI=0.874,PNFI=0.593,PCFI=0.611)나타나 변인 간의 인과

계를 타당하게 측하 다.둘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 =0.565),

로틴 경력태도( =0.156), 로틴 경력 리행동( =0.512)은 주 경력성공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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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산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은 로틴 경

력태도( =0.194)와 조직경력 리지원( =0.238)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넷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은 로틴 경력태도를 매개로 간

효과( =0.1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섯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

은 로틴 경력 리행동을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효과( =0.11)를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여섯째,산업체 종사자의 로틴 경력태도는 로틴 경력 리행동을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효과( =0.09)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첫째,이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 계 모형은 산업

체 종사자를 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기에 합하며,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 계를 타당하게 측한다.둘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은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셋째,산업체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은 조직경력 리지원과 로틴

경력태도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넷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를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다섯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은 로틴 경력 리행동을 매개

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여섯째,산업체 종사자의

로틴 경력태도는 로틴 경력 리행동을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토 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첫째,연구 상

을 세분화하여 주 경력성공과 고용안정성,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의 인과 계를 구명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둘째,업종,

직무 기업 규모에 따라 주 경력성공의 수 을 구명하고,이에 향을 미치

는 변인들을 추가 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셋째,조직에서 운 되는 조직

경력 리지원이 개인의 경력 목표와 일치하고 부합되도록 설계 운 되도록 지

원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넷째,산업체 종사자들을 상으로 주 경력성

공의 구성 요인 측정 도구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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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주 경력성공,고용안정성,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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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직업 환경은 세계 인 장기 경제 불황과 함께 노동시장의 경쟁 인 환경 변화로

인해 고용 불안이 더욱 확 되고 있는 추세다.우리나라는 1997년 융외환 기를 시 으로 직

업 명이 시작되어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패러다임이 바 기 시작하 다(이경묵,2002;최

종태,1997).외환 기로 인해 조직에서는 기업합병 퇴출,구조조정 등으로 장기 고용이 보장

되던 인식을 변화시키면서 큰 효과를 불러왔다.개인의 고용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시

가 된 것이다(Arther,Khapova& Wilderrom,2005;DeVos& Soens,2009;Nicholson,

1999).게다가 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은퇴 후에도 20∼30년 인생 설계를 통해 직업 생

활을 지속해야 하는 시 가 되었다.이러한 외부 환경 ,사회 ,조직 내부 변화로 인해 조

직이 종업원의 장기고용을 보장하던 시 에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고용을 주도 으로 책임져

야 하는 시 가 되었다.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시 로의 직업 환경 변화로 인해 종업원 각 개인은 경력(career)에

한 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경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는데.‘인생을 걸쳐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라틴어 ‘carraria’라는 어원에서 시작되었다(OUP,1989).Werther와

Davis(1989)는 직장생활에서 경험하는 직무에 한정한 좁은 의미로 경력을 정의하고 있기도 하지

만,Super(1980)는 직업 선택 의 활동과 직업 선택 후의 활동 모두를 경력에 포함하면서 학교

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직업 선택에 향을 다고 하 으며,Herr(2001)도 경력은 일을 포

함하여 일 이외의 가정,지역,사회,여가 등과 같은 역에서의 역할들과 직업을 갖기 후의

모든 경험을 의미한다고 하 다.Niles와 Harris-Bowlsb(2005)도 경력을 일에 국한하기보다는 삶

의 역할들을 총체 으로 포함되는 역 의미로 경력을 해석하고 있다.이처럼 경력의 범 가

과거의 일에 한정된 좁은 의미에서 인생 반의 범 로 확 되면서,경력성공을 개인이 성장한

정도나 변화 인 삶이 담긴 인생 스토리와 같이 경력성공의 도 개인으로 무게 심이 이동

하게 되었다(Elizabeth,2008;Hall,2002;Hall&Chandler,2005).경력성공은 객 경력성공

(ObjectiveCareerSuccess)과 주 경력성공(SubjectiveCareerSuccess)으로 구분이 가능한

데(Vanmaanen&Schein,1977),객 경력성공은 연 ,직 ,직종과 같은 객 으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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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외재 이고,주 경력성공은 직무만족이나 경력만족과 같은 주 해석이

나 평가인 내재 이다.과거에는 주로 외부 요인에 의하여 경력 성공을 주로 측정하 다

면(Jaskolka,Bayer,Trice&MJaskoka,1985;Hall,2002;Millicent,1993;VanMaanen,1977),

Judge외(1994)에 의해 주 ,객 요소를 모두 포함한 경력 성공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력 성공은 양 ,질 요소 모두를 내포하는 으로 변화되었다.그러나 최근 경력 성공에

한 연구를 종합 으로 분석해보면,경력 성공은 개인 심의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면의 주 경력 성공이 외 인 객 경력 성공보다 더 요하고(Betzetal.,1989;

Elizabeth,2008;Heslin,2005),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의 개념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많아지고 있다(Abele& Spurk,2009a;2009b;Arnold& Cohen,2008;

Arthuretal.,2005;Ng.etal.,2005;Nicholson&DeWaal-Andrews,2005). 한 주 경력

성공은 조직과 사회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Haughes,1937;Heslin,2005).특히,우리나

라는 개인주의(individualism)문화를 가진 서구사회와 달리 타인이 자신을 지각하는 정도나 소

속 집단 구성원에게 인정을 받는 작용이 요하게 여겨진다(박성연,1995).이처럼 개인 입장의

경력성공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주 경력성공과 련하여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체 종사자의 특성을 반 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과 자신을 비

교하는 비교문화와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한 집단주의(collectivism)성향이 국민성으로 고착되어

소속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편이다(이석재,최성진,2001).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주 경력성공 측정에서 타인비교기 ,즉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 만족감을 측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비교문화와 집단주의성향을 반 하 다.이는 Festinger(1954)의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ativetheory)에 의해서도 설명이 가능한데,인간은 자신을 평가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

에 사회 그룹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능력과 치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경력

성공에서도 남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Sturges,1999),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에 해 느

끼는 감정이 매우 요하며,나 자신은 타인과의 나이나 경력 속도 등을 비교하며 느껴지는 감

정이 요하다고 하 다(Turban&Dougherty,1994;Kirchmeyer,1998).Heslin(2005)도 사회비

교이론을 토 로 자신을 기 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자기기 평가와 남과 자신과의 비교를 통한

타인비교기 으로 구분하여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주 경력성공은 타인비교기 자기기

으로 구분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하 다.이처럼 사회비교이론(socialcomparativetheory)에 의

해 경력성공을 바라보는 여러 학자들의 지지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 주 경력성공은 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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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타인비교기 도 포함하 다.

한,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환경 특성과 개인 조직에게 향을 주는 변수로 고용안정성

이 있다.고용안정성은 융외환 기 이후 노동시장에 변화를 가져온 요 변인이다.임시

일용근로자의 비 이 체 임 근로자의 52%를 넘어서게 되면서(통계청,2000),고용불안감이

확산되고 조직과 개인의 계가 계 거래에서 계약 계로 변화되었다.즉,조직과 개인

사이에 암묵 으로 존재하는 심리 계약이 요한 시 로 변모하 다.그러나 종업원의 고용

안정성 인식수 을 밝힌 실증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고용안정성 련 연구는 조직 몰입,직

무만족,조직 내 행동과 련된 조직성과와 조직 리행동 심의 경 학 측면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재호,조 모,2005;김진희,2009;박노윤,2010;배규석,권 지,노용진,2008;

송지 ,2005;한지환,2006).그러나 고용 불안을 느끼게 되면 여유가 없어지고,분노,분개,불

공평 감정 등을 표출하게 되는데,이러한 감정은 개인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조직지원지각

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Ashelage&Eisenberger,2003).따라서 고용안정성은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특성을 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개인과 조직에 향을 미치는 요 변인이 된다.

고용안정성의 하로 인한 노동 환경의 변화는,과거 평생 고용이 보장되던 통 경력에서

뉴커리어(new career)의 등장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Hall,1976).Hall(1976)은 성장과 자유를

기반으로,개인에 의해 주도되는 경력을 로틴 경력(proteancareer)이라 이름 짓고, 로틴 경

력태도인 가치지향성과 자기주도성이 경력(newcareer)입장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요한 태도라고 주장하 다(Brousseau,Drive,Eneroth,&Larsson,1996;Waterman,Waterman,

&Collard,1994).이런 추세 속에서 로틴 경력에 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로틴 경력지향

척도가 개발되고(Briscoe,Hall,&Demuch,2006),주 경력성공과의 정 인 계를 밝힌 연

구도 다수다(Aryeeetal.,1994;DiRenenzo,2010;Hall,1996;Hall&Chandler,2005;Volcour

&Ladge,2008;Vos&Soens,2008;김시진,김정원,2010;김화경,2012;이 근,2012;이재 ,

진성미,2012).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로틴 경력태도를 포함하여 주 경력성공과의 계

를 밝힌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한 우리나라도 융외환 기 이후 고용안정성의 변화로 조

직이 더이상 종업원의 고용을 책임지지 않는 개인 심의 로틴 경력이 주도하는 시 가 되었

지만, 로틴 경력태도를 반 하여 실증 으로 밝 낸 연구는 미비하다.서구에서는 고용안정성

이 낮아도 유연한 고용환경을 가진 반면에 우리나라는 고용안정성은 낮지만 나이를 고려하는

고용 문화,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심화 상,재취업에 진입 장벽이 높은 등 경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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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환경 속에서 고용안정성이 로틴 경력태도에 미치는 계를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한,사회인지경력이론(socialcognitivecareertheory)에 의하면,개인 특징인 주도 성향

과 조직 특징인 조직경력지원이 경력 리행동으로 진되어 경력만족에 도달한다고 하 다

(Barnett&Bradley,2007).이 이론을 토 로 이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들의 경력

태도와 경력행동을 구분하고,태도가 행동에 향을 미치는 계를 밝 볼 필요가 있다.직업

환경의 변화로 종업원들에게 로틴 경력태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로틴 경력태도가 로틴

경력 리행동(proteancareermanagementbehavior)에 미치는 계를 구명한 연구는 무하기

때문에, 로틴 경력태도와 로틴 경력 리행동의 계를 밝 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로틴

경력 리행동은 개인이 경력목표 달성을 해 노력하는 행동으로 로틴 경력 시 에 로틴

경력태도와 함께 새롭게 정립된 경력행동이다.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경력 리행동은 조직

경력 리행동과 개인경력 리행동으로 구분은 하고 있지만(Sturgeetal.,2002),주로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을 한 조직 내 성과 향상에 치 된 경력행동에 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과거와는 다른 고용 환경 속에서 종업원들은 고용불안감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만,이런 변

화된 직업 환경에서 종업원들은 개념 으로 로틴 경력태도와 로틴 경력 리행동에 한 인

식만 있을 뿐 실증 으로 구명된 연구는 없다.따라서 종업원 개인과 조직사이에서 로틴 경

력태도와 로틴 경력 리행동의 계,그리고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계를 명확히 구명

해 볼 필요가 있다.더불어 사회인지경력이론(SCCT,socialcognitivecareertheory)과 주

경력성공 련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주 경력성공의 측변인은 개인 특징과 조직 특징

으로 구분이 가능하다.조직 특징에서 통계학 기 변인을 제외하면 조직경력 리지원

(organizationalcareermanagementsupport)이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다고 밝

졌다(Judgeetal.,1995;Ngetal.,2005;김보경,정철 ,2013).경력과 련된 연구는 주

경력성공이라 할지라도 조직과 분리해서 제 로 된 연구가 이 지기 어렵다(Judge &

Kammeyer-Muller,2007).따라서 고용안정성에 의한 조직경력 리지원에 한 인식의 계와

조직경력 리지원이 종업원의 로틴 경력태도와 로틴 경력 리행동에 향을 미치는 계를

밝 볼 필요가 있다.

결론 으로 우리나라는 산업 발 ,고령화로 인해서 과거의 직업 환경과 달리 매우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특히 융외환 기 이후 고용안정성(jobsecurity)이 보장되던 과거의 통 경

력을 추구하던 시 와는 차이가 크며,이런 변화는 개인이 주도하는 경력을 추구하는 로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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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proteancareer)시 로 변모되었다.종업원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고용 여건 속에서 개인

심의 로틴 경력태도와 로틴 경력 리행동을 통해 개인이 주체 으로 경력을 리해야 하는

환경이 되었다. 한 경력성공은 조직과 사회 맥락 속에서 이 져야 하며,특히 사회비교이론

을 토 로 자기기 과 더불어 타인비교 을 통해 주 경력성공을 측정하고, 련 선행연

구와 사회인지경력이론을 근거로 조직 특성의 조직경력 리지원과 개인 특성의 로틴 경력태

도와 로틴 경력 리행동의 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 하고 있

는 고용안정성이 개인 측면의 로틴 경력태도와 조직측면의 조직경력 리지원에 미치는

계를 밝힘으로써,개인,조직,환경 변인을 종합 으로 고려하고,우리나라 종업원의 특성을

반 하여 주 경력성공에 향을 주는 변인들의 계 구명을 통한 시사 은 시 에서 의

미가 클 것이다.

2.연구의 목

이 연구에서는 산업체 종사자를 상으로 주 경력성공과 고용안정성,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의 인과 계를 구명하고자 한다.이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산업체 종사자의 주 경력성공과 고용안정성,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의 인과 계가 합한 모형인지 구명한다.

둘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이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지를 구명한다.

셋째,산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이 로틴 경력태도와 조직경력 리지원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지를 구명한다.

넷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과의 계에서 로틴 경력태도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다섯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과의 계에서 로틴 경력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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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여섯째,산업체종사자의 로틴경력태도와주 경력성공과의 계에서 로틴경력 리행동

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3.연구 가설

연구의 목 에 따라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산업체 종사자의 주 경력성공과 고용안정성,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에 한 가설 인과모형의 합도는 인과 계를 측하기에

합할 것이다.

가설 2.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은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1.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은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2.산업체 종사자의 로틴 경력태도는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3.산업체 종사자의 로틴 경력 리행동은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산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은 로틴 경력태도와 조직경력 리지원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1.산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은 로틴 경력태도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산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은 조직경력 리지원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은 로틴 경력태도를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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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은 로틴 경력 리행동을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산업체 종사자의 로틴 경력태도는 로틴 경력 리행동을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4.용어의 정의

가.산업체 종사자

산업체 종사자는 우리나라 산업체에 종사하는 임 근로자를 말한다.이 때 산업체는 인간의

삶에 유용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기업으로,30 기업을 포함한 소기업 벤처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기업과 공공기 모두를 포함한다.이 연구에서는 한국산업표 분류

(KSIC)를 토 로 코참비즈에서 제공하는 기업 정보에서 체 산업 임 근로자 수 비율이

상 5 에 해당하는 제조업,도매 소매업,교육 서비스업,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건설업

에 종사하는 이들이 해당된다.

나.주 경력성공

주 경력성공은 자신과 계된 경력 사실에 해 느끼는 직무만족감과 경력만족감이다.

한 주 경력성공은 사회 맥락과 조직을 고려해야 하며,사회비교이론을 근거로 이 연구

에서 주 경력성공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기 과 남과의 비교를 통해 자

기 자신을 평가하는 타인비교기 평가로 구성된다.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주 경력성공은

Heslin(2003,2005)에 의해 재정립된 자기기 평가와 타인비교기 평가 개념에 의해 측정변수

는 객 기 만족,경력성장 만족,사회 계 만족,업무 만족으로 구성된다.주 경력

성공 수 은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에 산업체 종사자가 응답한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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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은 고용주와 종업원의 심리 계약 계에 해당하는 미래 고용의 지속성 정도를 종

업원 개인이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Dewitte&Naswall,2003).즉,종업원이 원하는 한 재

의 일을 직장에서 계속 할 수 있다는 기 감이다.이 연구에서 고용안정성 수 은 Ashford,

Lee,그리고 Bobko(1989)의 JIS(JobInsecurityscale)를 원안으로 한 최 희와 임상훈(2012)의

측정 도구에 산업체 종사자가 응답한 수이다.

라.조직경력 리지원

조직경력 리지원은 조직차원에서 종업원이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업원 개인에게

조 인 경력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연구에서 조직경력 리지원은 교육ᐧ훈련 개

발 기회와 상사의 지원으로 구성된다.조직경력 리지원의 수 은 교육ᐧ훈련 개발 기회는

Threnou와 Conroy(1994)의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연구 상과 국내 사정에 맞게 수정한 측정

도구에 산업체 종사자가 응답한 수이며,상사의 지원은 Greenhaus외(1990)의 측정도구를 원

안으로 한 장은주(2002)의 측정 도구에 산업체 종사자가 응답한 수이다.

마.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태도는 로틴 경력에 한 개인의 신념,인식,정서의 방향과 크기를 의미한다

(Hall,2002;김은석,2010). 로틴 경력은 조직 내에서의 승진보다는 한 개인의 자유와 성장을

핵심 가치로 두고,개인의 심리 성공을 시하는 경력이다. 로틴 경력태도는 자기주도성과

가치지향성으로 구성되며, 로틴 경력태도 수 은 Briscoe와 Hall(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로틴 경력태도 측정(Proteancareerattitudescale)도구에 산업체 종사자가 응답한 수이다.

바. 로틴 경력 리행동

로틴 경력 리행동은 로틴 커리어 에서 개인의 심리 경력 성공을 궁극 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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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두고,이를 달성하기 해 취하는 경력 리행동을 의미한다.이 연구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은 로틴 경력계획행동, 로틴 네트워킹행동, 로틴 기술개발행동으로 구성된다.측정

수 은 연구자가 개발한 측정도구에 산업체 종사자가 응답한 수이다.

5.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산업체 종사자들을 상으로 주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변인의 인과

계를 구명하는 것이다.연구 상에 산업체 종사자 체를 포함시켜야 하지만,우리나라 체 근

로자 수는 23,800,000명이며,이 임 근로자는 체의 70.1%인 16,683,000명을 상으로 자

료 수집을 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움이 있다(한국고용정보원,2009).이 연구에서는 조사의

용이성을 해 업종별 임 근로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제조업,도매 소매업,교육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건설업에 한정된 표집을 하 다.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산업

체 종사자 모두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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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배경

1.주 경력성공

가.주 경력성공의 개념

1)경력과 성공의 개념

경력(career)의 어원은 라틴어 ‘carraria’에서 유래된 것으로 ‘carriage-road’라는 운송 길이라

는 뜻이다(OUP,1989).경력은 학자에 따라 그리고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경력은 크게 의미의 범 ,학분 분야,외‧내재 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 번째 의미의 범 로 구분된 연구를 살펴보면,Gottman(1961)은 통 으로 경력은 존경받

는 사람들이 려온 것이라 하 으며,Hall(1976)은 한 사람이 생애에 걸쳐 일과 련하여 얻

게 되는 경험으로 활동에서 지각된 일련의 태도와 행 ,혹은 한 개인의 직업과 련된 모든

경험의 과정이라고 하 다.Super(1980)는 직업을 갖기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직

업선택에 향을 다고 보고,직업 선택 활동과 직업 선택 후 활동 모두를 경력에 포함하

다.Herr(2001)도 경력은 일을 포함하여 일 이외에 가정,지역,사회,여가 등과 같은 다양한

역에서의 역할들과 직업을 갖기 후의 모든 경험을 의미한다. Niles와

Harris-Bowlsbey(2005)도 경력을 일에 국한하기 보다는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삶의 다양한 역할들의 총체라고 하 다.반면,Werther와 Davis(1989)는 경력은 개인이 직장생

활 동안 경험하는 직무에 한정하는 의의 의미로 정의를 하 다.두 번째 학문 분야별 경력의

개념을 살펴보면,심리학에서는 경력을 통 ,인간주의 ,생애구조 으로 구

분이 가능하다. 통 은 개인의 특성에 맞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에

유익하다고 보는 이고,인간주의 으로는 경력이 개인의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성장이 어떻게 조직과 사회에 도움을 주는가에 을 두고 있는 이며,생애구조 에서

는 인간은 자신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라 연령별로 단계를 거치는 생애구조를 가지는데,직업

을 통한 일은 생애단계의 요한 요소가 된다는 이다.사회학에서는 사회 질서에 한 개

인의 상호호혜 기여를 심으로 하는 과 한 개인의 직업이 사회 지 를 나타내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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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는 이 있다.경제학에서는 한 개인의 직업을 단기 으로는 고용 기회 분배 결과로 보

는 과,장기 으로는 인 자본의 축 을 심으로 하는 이 있다.그 외 인류학에서는

통과 지 의 의미로,정치학에서는 자기 이해의 실 의 의미로,역사학에서는 역사 결과의 상

호 계로,지리학에서는 지리 환경에 한 반응으로 정의하고 있다(Arthuretal.,1989).마지

막으로 VanMannen과 Schein(1977)은 경력을 외재 과 내재 으로 구분하고 있는

데,외재 은 실제 찰 가능한 사실에 해당하는 연 ,직종,직 와 같은 객 이고 가

시 인 기 이며,내재 은 직무만족,경력만족과 같은 주 해석이나 평가에 해당된다.

한편,성공(success)의 어원은 라틴어 ‘succedere’로,‘success’와 ‘follow’라는 의미를 담고 있

다(Webster,1996).16세기 까지는 애매한 다 성을 지니고 있어서 성공은 어떤 사건의 결말로

좋을 수도 혹은 나쁠 수도 있었다.그러나 16세기 후 부터는 어떤 시도 후에 명 로운 달성을

했을 때를 성공으로 의미하게 되었다. 재에도 종종 부나 지 의 달성을 성공으로 보기도 한

지만,성공에는 연속(consequence)의 의미와 우호 인 결과라는 의미 모두를 담고 있다.하지만

부분 우호 인 결과물을 성공으로 여기고 있다.

경력 성공의 의미도 VanMannen과 Schein(1977)의 기 과 의 어원을 토 로 외면

을 요하게 생각하는 객 경력성공과 내면 심을 요하게 생각하는 주 경력성공,

그리고 두 가지 을 모두 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2)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의 개념 비교

과거 1990년 이 에는 주로 외부 요인에 의하여 경력성공(careersuccess)을 측정하 다

(Kotter,1982;윤하나,탁진국,2006).객 경력성공의 기 은 사회나 외부 , 에 보이는

것,개인의 커리어 환경, 문성,직무, 여,일의 형태,승진,경력 발 (careerprogression),

리자 지 가 해당된다(VanMaanen,1997).특히 객 경력성공은 과거 미국이 주가 되어 연

구가 진행되었다.이는 미국의 성공 기 이 경제성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며,이런 환경 여

건에 의해 경력성공을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 이나 승진 등의 자료 수집이 수월하 다

(Hall,2002).객 경력성공을 종속변인으로 연구한 표 모형으로는 Melamed(1996)의 경

력성공모델과 Tharenou와 Conroy(1994)의 경력 성공 모형이 있다.Melamed(1996)의 모형은

[그림 II-1]과 같이 연구 상 선정을 고액 연 (salary)자이면서 업무 책임(responsibility)이 크

고,승진(promotion)경험이 많은 리자 직 (manageriallevel)을 상으로 한 연구다.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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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력성공에 향을 주는 변수로는 인 자원 변수,경력 선택 변수,기회 구조변수로 구분

하고 있다.

[그림 Ⅱ-1]Melamed의 성별 경력 성공 모델

출처:Melamed(1995).CareerSuccess:TheModeratingEffectof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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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림 II-2]의 Tharenou와 Conroy의 경력 성공 모형은 승진이 종속변수에 해당되며,

향 변수에는 업무구조,업무 환경 개발,가정 내 역할 갈등,가정내 책임감인 상황 근과 개

인 태도,인구통계학 변수,유년기 사회화인 개인 근이 해당된다(Tharenou&Conroy,

1994).

[그림 Ⅱ-2]Tharenou&Conroy의 경력 성공 모형 

출처:Tharenou&Conroy.(1994).ManandWomanManagers’Advancement:Personaland

SituationalDeterminants?.AppliedPsychology:AnInternationalreview,43(1),p.8.

객 경력성공과 련된 연구는 객 경력성공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부분인데,이 때 객 경력성공은 연 과 직 을 기 으로 하기 때문에 리직 직 이상

이 주로 연구 상에 포함된다.이처럼 기의 경력성공 이론은 조직 속에서 달성할 수 있는 임

이나 승진과 같은 객 요인에 의해 경력성공을 측정하는 경향이 강하 다(Jaskolkaetal.,

1985;장은주,2002).경력성공 단계로는 객 경력성공 후에 주 경력성공이 동반된다고

간주하 다.임 이 오르고 승진을 하게 되면 직무나 직업에 임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고,직

무나 경력 만족도 뒤이어 오게 된다는 것이다.심리 만족감이 객 경력성공에 향을 주

는 것도 가능 하겠지만 과거에는 이론 근거 부재로 객 경력성공을 근거로 주 경력성

공을 측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Gattiker&Lawwood,1988;Locke,1976).

그러나 객 기 에서도 상 수 을 비교하기도 하 는데 England와 Lee(1974)는 동일

한 연령에서 상 보수 수 비교를 통해 경력성공을 단하 고,Jaskoka외(1985)는 동일하

게 표 화된 집단 내에서 보수 수 을 비교하여 평가하 다.객 경력 성공 요인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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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승진을 기 으로 한 평가가 가장 많았다(Elizabeth,2008).

반면에 주 경력성공은 복잡한 다차원 인 개념이다(Gattiker&Larwood,1988).주

경력성공은 자신과 계된 경력 사실에 해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가 해당된다.Millicent외

(1993)의 연구에서는 경력 성공을 심리 경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과거의 주 경력성

공을 무시하던 을 교정하고 경력성공에 주 경력성공을 포함시켜 연구하 다.

Raynor(1982)도 개인 목표나 동기는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심지어 보상이나 권력,

높은 직책 등과 같은 객 성취보다 오히려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자기

자신에게 을 두고 자존감(self-esteem)은 매우 요한 요소로 자신이 언제 기분이 좋으며,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Millicentetal.,1993).Gattiker

외(1988)도 주 경력성공은 객 경력성공보다 이론 으로 더 복잡하고 다차원 인 개념

이라고 하 다.이처럼 주 경력성공은 개인이 느끼는 심리 만족도와 성취감이 요한 요

인이 된다.[그림 II-3]와 같이 Hall(1976)의 심리 경력 성공 모델에서도 개인의 심리 성공

이 조직 내에서 직무만족과 업무성과로 연계되어 조직의 성과에도 기여하는 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김은석,2011).

[그림 Ⅱ-3]Hall의 심리  경력발달 성공 모델

출처:Hall(1976).Careersinorganization.p126.

직무역할이나 인 계 성공과 같은 개인의 내 인 인식과 재 조직에서의 야망,업 ,재정

인 성공 그리고 조직 계상의 성공에 한 개인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주 경력성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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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객 경력성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Nabi,2001).객 측면에서 성공한 사람도 자신의 성공에 회의를 느낄 수 있으며 경력

에 한 불안감,소외감,스트 스,무력감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1990년 후반부터는 경

력성공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주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Kormanetal.,1981). 한,시

흐름으로 직업 환경이 개인이 주도 으로 자신의 경력을 책임져야 하는 환경으로 변모

하면서 경력성공의 도 조직에서 개인으로 무게 심이 이동하게 되었고,경력의 범 도 과

거의 일(work)에 한정된 좁은 의미에서 인생 반의 역의 범 로 확 되고 있다.이런 변화

로 에는 더더욱 경력성공을 주 에 을 두면서 개인이 성장한 정도나 변화 인

삶이 담긴 인생 스토리를 경력성공으로 인정하기도 한다(Elizabeth,2008;Hall,2002;Hall&

Chandler,2005).

이처럼 주 경력성공은 복잡한 다차원 인 개념이기 때문에 객 경력성공과 달리 측정

의 제한과 어려움이 동반된다.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다수가 Greenhaus외(1990)가 개발한

경력만족(careersatisfaction)과 통합 질문으로 구성된 직무만족(jobsatisfaction)으로 주

경력성공을 평가하고 있다.주 경력성공의 표 평가 요소인 경력만족은 자신의 경력에

한 심리 인 동일시로 볼 수 있다.자신의 이제까지 경력에서의 반 인 성공여부,경력목표

달성정도,임 ,승진,새로운 기술과 능력 개발에 한 만족과 련된 내용이다(Greenhauset

al.,1990;Judgeetal.,1995;Seibert&Crant,1999).그리고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이 직무나

직무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유쾌함이나 정 인 정서 상태이다(Locke,1976).일에 한 만족

감,상사나 동료와의 계,임 ,승진기회에 한 만족과 련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다(Judge

etal.,1991).그 외 인생만족감을 주 경력성공으로 정의한 연구도 있다(Boudreauetal.,

2001;Lounsburyetal.,2004;노 석,홍아정,2012).

한편,Betz와 Fitzgerald(1987)는 주 경력성공이 동료와 비교한 자신,자신에 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나이 는 자신의 경력 목표와 비교하여 자신이 얼마나 발 했는지에

한 스스로의 평가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 다.이러한 은 Heslin(2003)의 연구에서도 주

경력성공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있다.이 은 사회비교이론(socialcomparativetheory)을 근

거로 설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 맥락 속에서 경력성공을 바라 야 한다는 을 내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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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의 계

경력성공 연구는 Hughes(1937)에 의해서 20세기 반 시카고학교 사회학자들에 의해 시작

되었다.사회심리학자들은 사회구조와 개인은 유기 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력은 사회와 개인의 계,시간,맥락(context)의 조합에 의한 것으로 경력을 사회 상

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이때의 사회구조는 개인과 집단 사이를 경력으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으로,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을 출 시킨 배경이 되었다(Elizabeth,2008).사회심

리학자에게 경력성공 연구는 개인에게 쉽게 찰될 수 있는 부분과 경험의 해석처럼 잘 찰되

지 않는 부분 모두에 집 하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 체를 연결하는 연구로 보았다(Derr&

Laurent,1989;Elizabeth,2008).

Millicent(1993)는 경력성공을 양과 질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 다.즉,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경력성공이라고 보았다.그 이후 많

은 학자들에 의해 객 경력성공은 주 경력성공과 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Bray&

Howard,1980;Harrell,1969;Judge&Bertz,1994;Thomasetal.,2005).경력 성공은 직업을

통해 이루어진 개인의 발 에 한 정 인 심리 상태와 업무 련 산출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Seibert&Crant,1999),개인 내면 과 사회 외면 모두 요한 요소가

된다(Hall&Chandler,2005).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표 인 Judge외(1995)의 경력 성공

모델([그림 II-4])에서도 개인통계학 요소,인 자원 요소,동기요소,조직 환경 요소가

객 경력성공에 향을 주고,객 경력성공은 다시 주 경력성공에 향을 다고 하

다.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의 계에서 Judge외(1994)는 객 경력 성공이 주

경력 성공에 향을 다는 일방향 경력성공 모형을 제시했지만 Hall(2002)은 객 경력성

공과 주 경력성공의 상호 계를 주장하며 [그림 II-5]와 같은 경력성공 모델을 제시하 다.

객 경력성공은 주 경력성공에 향을 주고,이는 다시 객 경력성공에 향을 주게

된다는 순환 개념의 모형이다.



- 18 -

[그림 Ⅱ-4]Judge의 경력 성공 모델(1995)

출처:Judge,T.A.,Cable,D.M.,Boudreau,J.W.,Bretz,R.D.(1995).Anempirical

investigationofthepredictorsofexecutivecareersuccess.PersonalPsychology,48,p.5.

이처럼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은 상호 향을 주고받는 계다.그러나 과거

1990년 에는 상호 계를 인정하면서도 객 경력성공은 주 경력성공에 향을 주지만

주 경력성공은 객 경력성공에 향을 다는 객 근거가 없었다.그 후 2000년 가

되면서 객 경력성공이 주 경력성공으로 다시 객 경력성공으로 향을 주는 순

환 개념이 Hall(2007)에 의해 주장되면서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의 계는 상호순

환 계로 발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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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Hall의 경력 성공 모델(2002)

출처:Hall,D.T.(2002).CareersInandOutofOrganizations.ThousandOaks,CA:Sage

최근 경력성공 연구물을 분석해보면,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첫 번째는 조직 심

에서 개인 심의 연구로 방향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다(Heslin,2005).두 번째는 주 경력

성공이 객 경력성공보다 더 요해지고 있다는 이다.과거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개인

심의 주 경력성공에 한 심이 커지면서 요성도 한층 부각되고 있다.평생직장이 보장

되던 과거에는 고용이 안정화되었었기 때문에 부분 조직에서 개인의 경력을 책임지던 시 로,

개인이 속한 조직에서의 평가 기 인 임 이나 직 으로 경력성공을 단하 다.하지만 오늘

날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경력에 책임 져야 하는 고용 계의 변화로 경력 리에서도 주

이고 개인 인 요소가 더 요하게 되었다(Betzetal.,1989).Feldman과 Bolino(1996)도 내면

인 경력이 외면 경력보다 더 요하다고 하 다.심지어 객 경력성공이 직무만족에는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Judge.etal.,1994).그리고 주 경력성공

과 객 경력성공이 꼭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밝 지고 있다(Greenhaus,2003).Ng외(2005)

의 연구에서는 최근 경력성공 연구물을 메타분석해본결과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

의 상 계수가 .30보다 작았다.과거 객 경력성공이 일방향으로 주 경력성공에 향을

미친다는 주장에서 2000년 반에는 상호 향을 다고 주장되었다가 최근에는 주 경력

성과와 객 경력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합의하는 학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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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le&Spurk,2009a,2009b;Arnold&Cohen,2008;Arthuretal.,2005;Ngetal.,2005;

Nicholson&DeWaal-Andrews,2005).세 번째는 경력성공은 사회와 연결된 것으로,사회

맥락에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Heslin,2005;Hughes,1937).사회가 정 이든 부정 이

든 사회구조와 연결하여 경력을 해석해야 한다고 하 다(Gunz&Heslin,2005).이런 변화 속

에서 Heslin(2003)은 주 경력성공을 객 경력성공보다 요하게 강조하면서 사회구조와

연계한 새로운 주 경력성공의 개념을 재정립하 다.주 자기기 평가(self-referent

criteria)와 주 타인기 평가(other-referentcriteria)를 통해 근하는 방식으로,사회비교이

론(socialcomparativetheory)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나.주 경력성공의 기 이론

1)사회비교이론(socialcomparativetheory)

사회비교이론은 인간은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평가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회 그룹 내

남과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이론이다(Festinger,1954).사회비교란 사람들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치를 악하기 한 사회 척도 의 하나이다.사회비교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기향상,자기고양,자기평가와 같은 다양한 동기들을 충족시키기 해서 타인과 비

교를 하게 된다.타인과 비교가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자

신보다 나은 치에 있는 타인과 비교하면 상황비교(upwardcomparison),자신보다 못한 치

에 있는 타인과 비교하면 하향비교(downwardcomparison),자신과 유사한 치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유사비교(lateralcomparison)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　때 치란 용어는 개인의 수행,

능력,의견,성격 등에서 차지하는 상 수 을 의미한다.상향비교를 하는 경우는 자신의

재 수 을 넘어 더 성장하려는 자기향상 동기를 충족시키기 해 자신보다 우수하거나 좋은 상

황에 처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Wood,1989).이러한 상황비교 과정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망감이나 무능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험도 함께 존재한다.상향비교는 사람들이 타인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일방 으로 좌

감을 느끼게 되고,자신에 한 평가가 낮아지며 주 행복감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Lassiter&Munhall,2004;Wheeler&Miyake,1992;장은 ,한덕웅,2004).Festinger(195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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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능력을 비교하려고 할 때 상향비교를 한다고 주장한 반면,Wills(1981)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하향비교를 통해 자신의 정 상에 을 경험하

면 사회비교 과정에서 자신보다 열등한 타인을 비교의 상으로 선택한다고 제안했다.사람들

은 불행한 타인과 비교하게 되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해서 더 좋게 느끼기 때문에 주 행

복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Aspinwall&Taylor,1993;Hakmiller,1966;Wheeler&Miyake,

1992;Wood,Tayor&Lightman,1985).한편,인간은 자신이 재 수 을 넘어서 더 성장하려

면 자신보다 우수하거나 좋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기성장의 동기를 충족시키려고

시도하기도 한다.성공을 경험하 거나 통제감 혹은 도달가능성이 높다고 지각되면 자신보다

우월한 상황비교 상과 비교하려 한다.반면에 실패를 경험하 거나 통제감 혹은 도달가능성

이 낮게 지각되면 자신보다 열등한 하향비교 상과 비교하려고 한다.그리고 불확실성을 경험

한 경우에는 자신과 유사비교 상과 비교하려 한다(Dunning,1995;Levine& Green,1984;

Taylor,1993;장은 ,한덕웅,2000).하향평가와 상향 가설(Taylor,1989)에서는 서로 다른

심리 욕구에 따라서 비교 상의 선택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한 Taylor(1993)은 자기

고양동기는 하향비교를 통해서 충족되고,자기향상동기는 상향비교를 통해서 충족되며,자기평

가동기는 유사비교를 통해서 충족된다고 주장했다.그리고 자기평가유지모형(Tesser,1991)에서

는 인간이 자기를 평가하거나 고양시키려는 기본 동기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 다.Taylor와

Brown(1988)은 사회비교에 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개 하여 개인의 주 안녕이 잘 유지되는

데 자신에 한 정확한 정보가 도움이 되는지 정리한 바 있다.이들은 개인이 을 경험하거

나 자신에 해서 부정 인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자신에 하여 부정확하지만 정 인 정보

가 제공되면 주 안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그런데 이처럼 자기를 평

가하기에는 부정확하지만 자신에게 정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사회비교는 하향비교다.하향

비교는 자신에 해서 더 정 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주 안녕에 정 효

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하향비교 후 자존감이 고양된다는 가설과도 일 된다.

그 외 다양한 연구에서 사회비교이론을 토 로 경력 성공을 지지하고 있는데,

Mumford(1983)는 승진이나 여,인사 같은 것으로 계속 동료들과 비교하여 역할을 강화한다

고 하 으며,Adams(1965)는 평등이론에 의해서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의 비율을 조 한다

고 하 다.투입(input)에는 시간,자격,노력,공 단 가 해당되고 산출(output)에는 일을 통해

받는 보상, 여,이익,명 가 해당된다.남과 자신의 투입과 산출 비교를 통해 남과 같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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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한다고 하 다.Sturges(1999)는 24명의 리자를 상으로 연구한 결과 경력 성공은 개

인의 성취와 기쁨의 감정이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확인받는 것이라고 하 다.

Lawrence(1984)는 동료와 자신의 경력 속도가 같은지,앞서는지,뒤처지는지를 비교한다고 하

다.Turban과 Dougherty(1994)와 Kirchmeyer(1998)는 경력성공은 다른 사람의 기 인 함께 일

하는 사람이나 의미 있는 사람들의 감정과 련이 있다고 하 으며,자신 련 기 에서는 내

가 느끼는 감정과 나이의 에서 경력의 속도와 련이 있다고 하 다.

2)사회인지경력이론(SocialCognitiveCareerTheory)

사회인지경력이론은 사회 맥락과 개인의 특질을 고려하여 경력성공을 측할 수 있다고 주

장하는 표 인 이론이다(Lent,2004,2005;Lent& Brown,2006).[그림 II-6]의 Barnett와

Bradley(2007)는 사회인지경력이론의 확장 모형이다.직업심리와 조직심리를 융합한 모형으로

기존의 학생만을 상으로 했던 이론에서 직장인까지 확장했다는 에서도 의미 부여가 가능

하다.[그림 II-6]의 경력개발을 한 조직 지원 (OSCD,Organizationalsupportforcareer

theory)역은 과거 조직의 지시하고 리하던 조직 환경에서 종업원들의 경력 성공을 돕기

한 새로운 변화된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Ngetal.,2005;Orpen,1994).SCCT확장 모형에서 시

사하는 바와 같이 경력만족은 개인 요인과 조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경력 행동을 진

하고 결국 행동을 통해 최종 성과물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다.이 이론을 근거로 두 가지 의

미 도출이 가능하다.하나는 경력성공도 개인 특질과 조직 환경 요인에 의해서 개인의 경

력 리행동을 진하게 되고 결국 경력성공에 도달한다는 과 경력태도와 경력행동을 단계

으로 구분하여 경력성공과의 계를 악 할 수 있다는 이다.

다.주 경력성공의 구성 요소

주 경력성공은 개인이 느끼는 성취와 기쁨의 심리 경력을 기본으로 한다(Millicent,

1993).주 경력성공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기 해 국내ᐧ외 심으로 주 경력성공

련 연구물 30편을 분석한 결과 <표 Ⅱ-1>과 같이 주 경력성공의 구성요인으로 경력만족

27편,직무만족 10편,경력만족과 직무만족 모두로 구성한 논문은 7편으로 분석되었다.Thomas

etal.(2005)의 메타연구에서 2003년 이 부터 2003년까지 연구된 140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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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SCCT(SocialCognitiveCareerTheory)확장 모델(2007)

출처:Barnett& Bradley.(2007).The impactoforganizationalsupportfor career

developmentoncareersatisfaction.CareerdevelopmentInternational,12(7),p.621.

서도 경력만족이 주 경력성공을 표하는 구성요소로 분석되었는데,<표 Ⅱ-1>에서도 마

찬가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Judge외(1999)와 Abele과 Spurk(2009a)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만으로 주 경력성공

을 측정하고 있는데,Heslin(2005)은 직무만족만으로 주 경력성공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제

한 이 크다고 지 하고 있다.이유는 자신의 체 경력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변

화된 직무에 응이 안되어 직무만족이 낮을 수도 있고,반 로 직무만족은 높아도 경력만족은

낮을 수 있으며,미래의 경력기회에 제한된 직무는 경력성공에 한 만족감이 최소화되기 때문

이다.이처럼 직무만족만으로 주 경력성공을 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 다.그 외 고용가

능성을 주 경력성공의 구성요인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Boudreau외(2001)의 연구에서

고용가능성은 경력성공의 구성요소이기는 하지만 객 경력성공의 요한 구성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고용가능성은 여러 개의 직업과 고용이 리 통용되는 사회 분 기에 의해 주

경력성공의 구성 요인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고용가능성은 고용주의 단에 의해 이

지게 되는 것으로 주 경력성공보다는 객 경력성공의 구성요인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이 연구에서도 고용가능성을 주 경력성공 구성요인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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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구자(연도) 직무만족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기타

1 Greenhausetal.(1990) ●

2 judgeetal.(1994) ● ●

3 Turban&Dougherty(1994) ● 타인비교기

4 Murrelletal.(1996) ● 직무몰입

5 Kirchmeyer(1998) ● 타인비교기

6 judgeetal.(1999) ●

7 Wayneetal.(1999) ●

8 Boudreauetal.(2001) ● ● ● 생애만족

9 Seibert&Kraimer(2001) ●

10 Seibertetal.(2001b) ●

11 Lounsburyetal.(2003) ● ●

12 Lounsburyetal.(2004) ●

13 VanEmmerick(2004) ● ●

14 Ngetal.(2005) ●

15 장은주 &박경규(2005) ● ●

16 Thomasetal.(2005) ●

17 윤하나 &탁진국(2006) ●

18 강혜련(2007) ●

19 조창  &최무 (2008) ●

20 장은주(2008) ● ●

21 Abele&Spurk(2009a) ● 타인비교기

22 Abele&Spurk(2009b) ●

23 김시진&김정원(2010) ● ● ●

24 Seibertetal.(2001a) ●

25 Abeleetal.(2011) ● ● 타인비교기

26 황애  &탁진국(2011) ● 타인비교기

27 심미 (2011) ● ●

28 최석  &문재승(2012) ●

29 오은혜 &탁진국(2012) ● ●

30 Lounsburyetal.(2009) ● ●

<표 Ⅱ-1>주 경력성공의 구성

그 이유를 정리하면 첫째는 <표 Ⅱ-1>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체 30편의 연구물 경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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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으로 구성된 연구물이 27편으로,경력만족을 주 경력성공의 표 구성요소로 보고 있는

이며,둘째는 일부 연구에서 직무만족을 주 경력성공의 가장 요한 구성요소로 주장하

는 이고(<표 Ⅱ-1>의 경우 체 30편 직무만족으로 구성된 연구물은 7편),셋째는 주

경력성공을 직무만족과 경력만족 모두를 구성요소로 함께 측정하고 있다는 이며(<표 Ⅱ-1>

의 경우 체 30편 직무만족과 경력만족 모두로 구성된 연구물은 7편),넷째는 직무만족만으

로 구성된 주 경력성공은 직무의 장래성 축소 환경,최근 이직 등의 이유로 직무 부 응성

등에 의해 경력 체의 만족을 표할 수 없다는 한계 ,다섯째는 고용가능성은 주 경력

성공보다는 고용주의 단에 의해 이 지는 객 경력성공의 구성요소에 더 가깝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주 경력성공의 구성요소는 고용가능성을 제외한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으로 구성되

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Judge 외(1994),Seibert,Crant& Kraimer(1999),Seibert와

Kraimer(2001)도 주 경력성공의 표 만족감에는 직무만족과 경력만족이 함께 구성다고

주장하고 있다.즉,주 경력성공은 개인이 처한 재의 직무에 한 만족감에 해당되는 직

무만족과 개인의 체 경력에 한 만족감인 경력만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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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주  경력성공 하 요인
연구자(년도)

측정도구 하 요인

경

력

만

족

Greenhausetal.

(1990)

-5문항

①경력도달 성공여부 만족

②경력목표 달성을 한 

노력과정 만족

③수입 만족

④승진 만족

⑤기술향상 만족

Abele & Spurk,2009a;Abele &

Spurk,2009b;Boudreau etal.,

2001; Greenhaus et al., 1990;

Judgeetal.,1994;Seibertetal.

2001a; Seibet et al., 2001b;

Seibert&Kraimer,2001;Wayneet

al.,1999;김시진,김정원,2010;심

미 ,2011;오은혜,탁진국,2012;

윤하나,탁진국,2006;장은주,2008;

장은주,박경규,2005;조창 ,최무

,2009;황애 ,탁진국,2011

기

타

Turban&

Dougherty

(1994)

①경력성취 만족

②동료와 비교한 자신의 경  

력 만족 

kirchmeyer,1998

Gibson(1989)①경력 성공 만족

②동료와 비교(경력,동료들  

사에서의 인정,경력속도)

Turabn&Dougherty,1994

Gattiker&

Larwood

(1986)

① 인 계성공(5문항)

②외 성공(4문항)

③내 성공(4문항)

최석 ,문재승,2012

Lounsbury

etal.(2002)의 

PSI(personal

style

inventory)

①경력 만족

②경력 불만족

Lounsburyetal.,2004

Van

Emmerick

(2004)

①고용조건

②복지

③ 요 의사결정 참여 기회

④ 문 인 교육 기회

VanEmmerick,2004

(표 계속)

<표 Ⅱ-2>주  경력성공 구성요소별 하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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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주  경력성공 하 요인
연구자(년도)

측정도구 하 요인

직

무

만

족

통합  직무만족 

측정

①GMFacesScale(일반 인  

직무에 한 만족)

②갤럽조사(만족 Yes/No)

③Diner(1984)-업무  행복,

보통,불행이 차지하는 시간)

Abeleetal.,2011;Abele&Spurk.

2009a;Boudreauetal.,2001;Judge

etal.,1994;Lounsburyetal.,2003

Comer

etal.(1989)의 

INDSALES

①상사(supervision)

②일 자체(jobitself)

③회사 정책(companypolicy)

④승진(promotion)

⑤ 여(pay

⑥동료(fellowworkers)

⑦고객(customers)

Murrelletal.,1996

Mobley

etal.(1994)

①직무와 성의 일치도

②업무의 요도

③회사에서 성공 가능성

④동료의 조

김시진,김정원,2010

Van

Emmerick(2004)

①일

②지식과 경험 사용

③도

④자율

⑤도 인 업무

VanEmmerick,2004

주 경력성공의 표 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의 하 측정 요인을

분석하면 <표 Ⅱ-2>와 같다.경력만족 측정은 Greenhaus외(1990)의 측정도구가 다수의 연구

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왔으며(Abele& Spurk,2009a;Abele& Spurk,2009b;

Boudreauetal.,2001;Greenhausetal.,1990;Judgeetal.,1994;Seibertetal.2001a;Seibet

etal.,2001b;Seibert& Kraimer,2001;Wayneetal.,1999;김시진,김정원,2010;심미 ,

2011;오은혜,탁진국,2012;윤하나,탁진국,2006;장은주,2008;장은주,박경규,2005;황애 ,

탁진국,2011;조창 ,최무 ,2009),하 측정요인은 경력성공 도달 만족,경력목표 달성 노력

과정,수입,승진,새로운 기술과 능력 개발에 한 만족으로 구성된다.직무만족은 ‘나는 나의

직무에 일반 으로 만족한다.’와 같이 통합 인 질문이 주 경력성공과 련 연구에서는 사

용되었지만(Abeleetal.,2011;Abele& Spurk,2009a;Boudreauetal.,2001;Judgeetal.,

1994;Lounsburyetal.,2003),통합 질문은 역에 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

의 정확성이 결여 될 수 있다고 단되어,다수의 연구에서 직무만족의 표 측정도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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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r외(1989)의 INDSAES와 Smith,Kendallr,그리고 Hulin(1969)의 JDI(Comeretal.,1989)

를 참조하여 하 측정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INDSALES도구는 상사(supervision),일 자체

(jobitself),회사 정책(companypolicy),승진(promotion), 여(pay),동료(fellowworkers),고

객(customers) 8개 역으로 구성되며,JDI(Job description Index)는 일(work),상사

(supervision),동료(co-worker), 여(pay),승진(promotion)으로 구성된다.JDI는 Judge&

Hulin(1991)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감정과 상 성을 밝히고 있기도 하

다.이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표 직무만족 측정도구에 해당하는 Comeretal.(1989)의

INDSAES와 Smith외(1969)의 JDI(Comeretal.,1989)의 공통 요인인 일,상사,동료, 여,승

진을 하 요인으로 구성하 다.

그러나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의 하 요인을 다시 분석해보면,공통 요소가 있음이 확인된

다.경력만족과 직무만족 모두에서 승진과 여가 하 요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 측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주 경력성공의 표 구성 변인인 경력만족과 직무만족 모두를 고려하여

재구성을 해보면 [그림 II-7]과 같이,객 기 만족,경력성장 만족,업무 만족,사회 계

만족으로 구성된다.

[그림 Ⅱ-7]주  경력성공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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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기 만족은 여나 승진,경력 성공 도달 여부 등과 같은 객 요소를 자기 스스

로 만족하는 정도가 된다(Heslin,2005).경력 성장 만족은 Hall(2002)의 경력성공 모형에서 설

명되듯이 주 경력성공 달성을 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술 지식 향상을 통해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 정도이며,업무 만족은 재 직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에 한 만족감이다.

업무에 흥미가 있고,자신의 성과 잘 맞으며, 당하게 도 인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보람과

지를 느끼는 정도이다.사회 계 만족은 직장내 동료나 상사와의 계에서 만족하는 정도

로,상사에게 업무 인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업무 상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경우 동

료들에게 조를 구할 수 있는 친 한 계 형성에서 오는 만족감이다.

라.주 경력성공의 측정

1)주  경력성공 측정 선행연구 종합

주 경력성공의 구성요인은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이 해당된다.경력만족은 Greenhaus외

(1990)에 의해 측정 도구가 개발되어 다수의 연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왔다(Abele&Spurk,

2009a;Abele& Spurk,2009b;Boudreauetal.,2001;Greenhausetal.,1990;Judgeetal.,

1994;Seibertetal.2001a;Seibetetal.,2001b;Seibert&Kraimer,2001;Wayneetal.,1999;

김시진,김정원,2010;심미 ,2011;오은혜,탁진국,2012;윤하나,탁진국,2006;장은주,2008;

장은주,박경규,2005;황애 ,탁진국,2011;조창 ,최무 ,2009).Greenhaus외(1990)의 경력

만족은 5문항으로 구성되며,문항은 체 자신의 경력 도달에 한 만족감,경력 목 에 도달하

기 한 경력 과정에 한 만족감,수입에 한 만족감,승진에 한 만족감,기술향상에 한

만족감으로 구성되며,5 척도로 측정된다.Greenhaus외(1990)의 경력만족 도구를 사용한 연

구로 Judge외(1994)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임원 1,388명을 상으로 인구통계변수,인 자원변

수,동기변수,조직변수가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계를 밝히고 있

으며,이 때 경력만족의 신뢰도는 0.88이다.윤하나와 탁진국(2006)에서는 사무직 3년 이상 종사

자를 상으로 개인특성과 상황특성이 경력만족에 미치는 향과 성별의 조 효과를 밝히고 있

으며,이 때 경력만족의 신뢰도는 0.82이다.장은주 와 박경규(2005)의 연구에서는 외국계 융

기 5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 201명을 상으로 개인특성과 사회 자본과 주 경력성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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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밝히고 있으며,이 때 경력만족의 신뢰도는 0.87이다.조창 과 최무 (2008)의 연구에서

는 한국공무원을 상으로 경력만족을 개인차원과 상황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이 때 경력

만족의 신뢰도는 0.83이다.Scott외(2001)의 연구에서는 180명의 리자를 상으로 성격이 경

력만족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 있으며,신뢰도는 0.80이다.그 외 VanEmmerick(1993)의 연구

에서의 학생(여 416명,남 594명)을 상으로 멘토링이 경력만족에 미치는 향에 해 밝히

고 있으며,경력만족은 커리어 의 만족도,고용상태에 한 만족도,직원 웰빙에 한 만족

도, 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한 만족도, 문 교육 기회에 한 만족도 5문항

으로 구성되며,신뢰도는 0.70이다.최석 과 문재승(2012)의 연구에서는 기업 510명을 상으

로 경력성공이 응행동에 미치는 향에 해 밝히고 있는데,이 때 경력만족은 Gattiker와

Larwood(1986)가 개발하고 Nabi(2001)에 의해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로, 인 계성공,외 성

공,내 성공으로 14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신뢰도는 0.86,0.89,0.81이다.Lounsbury외(2004)의

연구에서는 경력만족을 2문항으로 구성하 다,문항의 정과 부정 5 척도 사이에서 응답하

는 형태이며,문항은 ‘나는 나의 경력 방향이 명확하다고 느낀다’.‘나는 여태까지 진행되어온 나

의 경력에 만족한다’로 신뢰도는 0.48로 낮게 나타났다.황애 과 탁진국(2011)의 연구에서 204

명의 직장인을 상으로 로틴 경력지향이 경력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밝히는 연구에

서,이 때 경력만족은 Greenhaus외(1990)의 5문항과 이동하와 탁진국(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3문항을 추가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하고 있다.이 때 3문항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나의 경력은 성공 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들로 타인비교의 을 추가해서 측정하고

있다.신뢰도는 0.90이다. 한,Kirchmeyer(1998)의 연구에서 주 경력성공의 인식 측정을

Turban과 Dougherty(1994)가 개발한 4문항을 사용하고 있는데,문항은 ‘내가 얼마나 경력 으

로 성공했다고 느끼는지’,‘동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경력 으로 성공했다고 느끼는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경력 으로 성공 했다고 느끼는지’,‘나이를 비교해볼 때,나의 경력

은 앞서는지 혹은 뒤처지는지’구성되며,신뢰도는 0.87이다.Abele외(2011)의 연구에서도 주

경력성공을 자기기 과 타인비교기 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는데,자기기 은 직무만족

문항은 ‘체 으로 나는 나의 재의 직무에 만족한다’를 5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타인비

교기 은 ‘에 졸업한 동문들,같은 나이, 학 학 를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의 경력 발

달 정도가 얼마나 성공 인지를 5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신뢰도는 0.79이다.이 연구에서

객 경력성공이 타인비교기 문항에 정 인 향을 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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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은 주 경력성공의 연구와 련해서 Judge외(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통합

질문이 가장 리 쓰이고 있으며(Abeleetal.,2011;Abele&Spurk,2009a;Boudreauetal.,

2001;Judgeetal.,1994;Lounsburyetal.,2003),문항은 ① 체 으로 직무에 한 만족 정도

를 만족과 불만족 5 척도 사이에서 응답하는 것,②갤럽조사와 같이 직무에 만족을 Yes혹은

No로 응답 하는 것,③업무 행복,보통,불행이 차지하는 시간 비 (Diner,1984)을 응답하도

록 하여 측정하도록 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신뢰도는 0.85로 나타났다.Boudreau외

(2001)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 는데,신뢰도는 미국인을 상으로 한 경우는

0.83,유럽인을 상으로 한 경우는 0.78로 나타났다.그 외 직무만족 측정 도구로는 김시진과

김정원(2010)의 연구에서 Mobley외(1994)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이는 직무만족의 표 측

정도구인 Comer외(1989)의 INDSALES도구 8 역 가장 신뢰도가 높게 나온 일과 련된

역에 해당하는 6문항을 추출하여 측정하 으며, 신뢰도는 0.91로 나타났다. Van

Emmerick(2004)의 연구에서는 일,지식과 경험 사용,도 ,자율,도 인 업무로 구성된 도구

를 개발하여 측정하 으며,신뢰도는 0.82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경력만족은 Greenhaus외(1990)의 측정도구가,직무만족은 Judge외(1994)의 통합

형 문항이 주 경력성공 측정에서 가정 보편 으로 리 사용되고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측정에도 불구하고,Heslin(2005)은 주 경력성공은 복잡한 개념으로써,구성요소만으로 측정

하는 한계를 지 하며,한계를 극복하기 한 방법으로 타인비교기 과 자기기 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표 Ⅱ-3>참조).경력성공에서 타인비교기 은 주 경력성공의 구

성요인을 종합 으로 분석한 <표 Ⅱ-1>에서도 Abele외(2011),Abele과 Spurk (2009a),

Kirchmeyer(1998),Turban과 Dougherty(1994),황애 과 탁진국(2011)의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2)자기기  주  경력성공과 타인비교기  주  경력성공

Heslin(2005)은 자신의 경력성공을 평가할 때 남과 비교하여 평가한다고 주장하며 주 경

력성공의 새로운 개념을 재정립하 다.Heslin(2005)이 제시한 4가지 형태의 주 경력성공

기 은 <표 II-3>와 같다.

자기기 주 경력성공은 자기를 기 으로 객 혹은 주 요인을 비교하는 것으로,

객 기 은 여나 승진 등과 같은 객 요소를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가 되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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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은 삶의 균형이나 소명의식과 같은 주 요소에 하여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이

다.반면,타인비교기 주 경력성공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객 혹은 주 요인으로

비교하는 것으로,객 기 의 경우 여나 승진 같은 객 요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비교할 때 자기가 느끼는 만족감이며,주 기 은 일을 통한 자극이나 즐거움 같은 주

요소에서 동료 직원과 비교할 때 자기가 느끼는 만족감이다.이처럼 Heslin(2003,2005)은 주

경력 성공에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자기 만족감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주 경

력 성공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 다.

구분 객  기 주  기

자

기

기

객 /자기기

[시]나의 재정 ,승진에 한 열망

[잠재  상 ]업계의 문화(marketculture)

주 /자기기

[시]일과 삶의 균형과 충족을 향한 목표

[잠재  상 ]소명의식

비선형 경력(non-linearcareer)

타

인

비

교

기

객 /타인비교기

[시]내 동료의 여와 사회  지

[잠재  상 ]승자독식업계(winner-take-all-market)

일과 경력 심

주 /타인비교기

[시]나의 동료와 비교하여 나의 

자극(stimulations)과 즐거움(fun)

[잠재  상 ]부족 문화(clanculture)

출처:Heslin,P.A.(2005).Conceptualizingandevaluatiingcareersuccess.JournalofOrganizationalBehavior,26,p.121.

<표 Ⅱ-3>4가지 형태의 주  경력성공 측정 기        

Heslin(2005)의 4가지 형태의 주 경력성공 측정 기 은 주 경력성공의 개념을 새롭

게 정립하 다는 과 복잡한 개인의 심리를 측정 할 때,사회 맥락 속에서 경력성공을 반

했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특히,우리나라와 같이 집단주의가 팽배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조직 문화를 가진 환경에서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려는 속성이 더욱 강하기 때문

이다(박성연,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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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변수 연구자(연도)

1
인구통계

(나이,결혼여부,성별 등)

Brett,Stroh&Reilly,1993;Cox&Nkomo,1991;Gattiker&

Larwood,1988;Judgeetal.,1995;Judge&Bretz,1994;Ngetal.,

2005;Pfeffer&Ross,1982;Seibert,Crand&Kraimer,1999;

Turban&Dougherty,1994;윤하나,탁진국,2006

2
인 자원

(교육수 ,교육능력 등)

Boudreauetal.,2001;Chenevert&Trembley,2002;Ferris&

Judge,1990;Judgeetal,1995;Judge,Cable,Bondreau,&Bretz,

1995;Kirchmeyer,1998;Melamed,1995;강혜련,2007;윤하나,

탁진국,2006

3 근속년수 Judgeetal.,1999;강혜련,2007;김보경,정철 ,2013

4 조직/직무 경험 강혜련 2007;Ngetal.,2005

5 로틴 경력태도
DeVos&Soens,2008;김시진,김정원,2010;김정원,2010;

심미 ,2011;황애 ,탁진국,2011

6 동기부여
Boudreauetal.,2001;Ferris&Judge,1990;Judgeetal.,1995;

장은주,2008

7 성격

Bilimoria&Saatcioglu,2004;Boudreauetal.,2001;Ferris&Judge,

1990;Judgeetal.,1999;Kirchmeyer,1998;Lounsburyetal.,2003;

O'Neil,Ngetal.,2005;Seibert&Kraimer,2001;Seibert,Kraimer&

Liden,2001;강혜련,2007;조 복,곽선화,고경희,2007

8 경력계획행동
Abele&Wiese,2007;Barnett&Bradley,2007;오은혜,탁진국,

2012;윤하나,탁진국,2006;조창 ,최무 ,2008

9 네트워크행동

Barnett&Bradley,2007;Boudreauetal.,2001;Kirchmeyer,1998;

Lyness&Thompson,2000;Nabi,2003;Seibert,Kraimer&Grant,

2001;Valcour,Tolbert,2003;VanEmmerick,2004;Wolff&Moser,

2008;윤하나,탁진국,2006;장은주,2008;조창 ,최무 ,2008.

10 정치  행동
Volmer&Spurk,2011;윤하나 ,탁진국,2006;이형룡,2008;

장은주,2008.

11 유동화(mobility)행동 Murrell,Frieze&Olson,1996;Mao,2004;Ngetal.,2005

12 가시화행동 Nabi,2003;박용호,2010;Barnett&Bradley,2007

(표 계속)

<표 Ⅱ-4>주  경력성공의 변인 종합 

2.고용안정성,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

주 경력성공 측 변인에는 인 자원,인구통계,경력정체성,성역할 정체감,성격,근속

년수,동기부여, 로틴 경력태도,네트워크,경력계획행동,정치 행동,가시화,유동화,조직

형태/규모,훈련 개발 기회,조직/직무 경험,조직/산업 특성,가족 친화 조직문화,멘토링,

코칭리더십,상사의 지원이 해당된다(<표 Ⅱ-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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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변수 연구자(연도)

13 기술개발행동 Barnett&Bradley,2007

14 조직/산업 특성
Cable,Bondreau&Bretz,1995;Chenevert&Trembley,2002;

Judgeetal,1995;Melamed,1995;Judge,Ngetal.,2005

15 조직형태/규모 Abeleetal.,2011;Judgeetal.,1999;김보경,정철 ,2013

16 훈련 교육 기회
Nabi,1999;Ngetal.,2005;Noe,1996;강혜련,2007;김보경,

정철 ,2013

17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창 ,최무 ,2008

18 멘토링
Ferris&Judge,1991;Orpen,1995;Turban&Dougherty,1994;Van

Emmerick,2004;강혜련,2007

19 코칭 리더십 오은혜,탁진국,2012

20 상사의 지원
Greenhausetal.,1990;Wayneetal.,1999;윤하나,탁진국,2006;

장은주,2008;장은주,박경규,2005;조창 ,최무 ,2008.

의 <표 II-4>을 토 로 종속변수에 주 경력성공을 포함하며,단편 요인이 아닌 통합

요인을 고려한 연구물을 분류해보면,<표 Ⅱ-5>와 같이 크게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으로 구

분이 가능하며,개인특성에는 인구통계,인 자본,동기요인,개인성향,경력행동으로 범주화되

고,조직특성에는 조직형태 특징,조직경력 리지원으로 범주화가 가능하다.①Judge외995)

의 경력성공 모델에서는 주 경력성에 향을 주는 변인을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으로 구분하

고,개인특성 변인에는 인구통계,인 자원,동기요인이 해당되며,조직특성에는 조직규모,조직

의 성공여부,산업분야 지역이 해당된다.인구통계인변인에는 연령,인종,성별,결혼유무,가

족구조,가족부양시간이 해당되며,인 자본변인에는 교육수 ,교육유형,근속기간/경험,직 가

해당되고,동기요인변인에는 야망/포부,야근횟수,노동시간,업무집 도가 해당되고,조직특성의

조직형태 특징변인에는 조직규모,산업분야,지역 조직의 성공여부가해당된다.②Ng외

(2005)의 연구는 2003년 이 의 주 경력성공과 련 140편의 논문을 분석한 메타 연구로,

개인차원에는 인 자본변인,인구통계변인,개인성향변인이 해당되고,조직차원에는 조직의 경

력지원 변인이 해당된다.③Barnett과 Bradley(2007)의 연구는 SCCT확장 모형을 실증 연구한

것으로,경력만족을 종속변수로하여 개인 특징인 주도 성향과 조직 특징인 조직경력지원이

경력 리행동에 미치는 정 인 계를 밝힌 연구다.개인성향변인에는 주도성이 해당되며,경력

리행동변인에는 경력탐색/기획,기술개발,네트워크/가시화가 해당된다.마지막으로 ④김보경

과 정철 (2013)의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경력성공 련 국내‧외 논문 129편을 메타

분석하여 개인특성에는 인구통계변인,인 자원변인,개인심리변인이 해당되며,조직특성에는

조직지원변인이 해당된다.인구통계변인에는 연령,결혼여부가 해당되고,인 자본변인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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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Judgeetal.

(1995)

Ngetal.

(2005)

Barnett&

Bradley(2007)

김보경 &정철

(2013)

개

인

특

성

(29)

인구

통계(3)

①연령,결혼유무,

②성별,인종,

③가족구조/부양시간

①연령,결혼유무,

②성별,인종 -

①연령,결혼여부

인

자본

(9)

①교육수 /유형

②근속기간/경험

①교육수

②(국제)일 경험

③일하는 시간

④정치  지식/기술 

- ①교육수 ,

②조직 재직기간

직업 유지기간

③근무시간

④정치  지식/기술 

⑤직 ⑥업무몰입

⑦이직의도

⑧정년보장

⑨사회자본

- -

동기

요인

(4)

①야망/포부

②야근횟수

③노동시간

④업무집 도

- - -

개인

성향

(9)

-

①인지능력,

②신경질성

③주도성 ①인지능력

②신경증

③자기주도성

④외향성 

⑤ 극성

⑥내부통제력,

⑦성실성,

⑧친화성

⑨경험에 한 

개방성 

경력 리

행동(4)
-

①경력계획 ①경력탐색/기획,

②네트워킹/가시성

③기술개발

①경력계획

②비공식  네트워크

④유동화

조

직

특

성

(7)

조직형태 

/특징(3)

①조직규모

②산업분야

③지역조직의 

성공여부

- -

①조직규모

조직 

경력 리지원

(4)

-

①상사지원

②교육기술계발기회

③(형식)경력계획,

교육센터

④(비형식)멘토링,코칭,

네트워킹 기회

①상사지원

②훈련계발기회

<표 Ⅱ-5>주 경력성공의 변인 범주화

육수 ,조직재직기간,직업유지기간,정치 지식/기술,근무시간이 해당되며,개인성향변인에는

신경증,친화성,경험에 한 개방성,자기주도성,인지능력이 해당되고,경력 리행동변인에는

유동화,비공식 네트워크,경력계획이 해당되며,조직특성의 조직형태 특징변인에는 조직

규모가 해당되고,조직지원 변인에는 상사의 지원,훈련개발기회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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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력성공 련 단편 변인들을 모두 포함한 <표 Ⅱ-4>와 통합 요인을 고려하여

범주화한 선행연구 분석 <표 Ⅱ-5>를 종합 으로 분석하여 주 경력성공 측 변인들을 재

분류해보면 [그림 Ⅱ-8]과 같이,인구통계변인,인 자본변인,개인태도변인,개인성향변인,경력

리행동변인,조직의 형태변인,조직경력 리지원변인으로 구분된다.이는 다시 개인특성과 조

직특성으로 구분이 되며,개인특성의 인구통계변인에는 인구통계(나이,결혼여부,성별 등)가 해

당되며,인 자원변인에는 인 자원(교육수 ,교육능력 등),근속년수,조직/직무 경험이 해당되

고,개인태도변인에는 동기부여, 로틴 경력태도가 해당되며,개인성향변인에는 성격이 해당되

고,경력 리행동변인에는 네트워크,경력계획,정치 행동,유동화,가시화,기술개발이 해당된

다.조직특성의 조직형태변인에는 조직/산업 특징,조직 형태/규모가 해당되고,조직경력 리지

원변인에는 훈련 개발 기회,가족 친화 조직문화,멘토링,코칭리더십,상사의 지원이 해당

된다.이 연구에서는 [그림 Ⅱ-8]의 재분류 기 을 토 로 하되,어떤 고유값을 갖는 기 통계

자료 변수에 해당되는 인구통계변인,인 통계변인,조직형태변인,그리고 개인의 성격도 타고

난 기질로 변화나 개선이 어려운 부분으로 개인마다 거의 고정된 고유값을 갖고 있는 변인이

되므로,조 이 어려운 부분은 이 연구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변인으로 분류하 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요 변수에는 개인의 태도,개인의 경력 리행동,조직경력 리지원이 해당되는데,

이는 이 연구의 기 이론에 해당하는 [그림 II-6]의 SCCT(socialcognitivecareertheory)확장

모형에 의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SCCT모형의 종속변인인 경력만족에 향을 주는 변인을 개

인 특징 변인과 조직 특징 변인으로 구분하고 있는 과 개인의 태도 변인과 개인의 경력

리행동을 구분하고 있는 을 토 로 이 연구에서도 개인의 특징에 해당하는 개인 태도,조

직의 특징에 해당하는 조직경력 리지원,경력행동에 해당하는 경력 리행동 변인을 요 변인

으로 선정하고 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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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주  경력성공의 변인 재분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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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용안정성

1)고용안정성의 개념

고용안정성(jobsecurity)은 근로자가 원하는 한 재의 일을 직장에서 계속할 수 있다는 기

감이다(Chant,1958)Davy,Kinicki,그리고 Scheck(1997)는 직무 연속성에 한 기 로 정의

하 으며, 상길과 백운정(1999)은 근로자가 어느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취업이 안정되어 있는

것이라 하 다.즉,고용안정성이란 종업원들이 재의 직무수행에 해 안정을 바라는 기 라

고 볼 수 있다(최 희,임상훈,2012).

고용형태는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며,고용주와 맺는 객 인 계약형태가 통상

인 정규직 노동과 차이가 나는 노동을 비정규직으로 규정한다. 일제,상용직,직 고용과

비되는 시간제,임시직,일용직, 견근로,외부노동 등의 간 고용형태에 해당하는 노동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이러한 고용형태의 차이는 고용조건의 차이를 유발한다.가장 두르러진

차이는 고용보장 여부다.일반 으로 정규직 종업원은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비정규직

종업원은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박노윤,2010).

Maslow(1943)의 욕구단계이론에 의하면,고용안정은 안 의 욕구와 련된 보상으로 기본

욕구 하나로,성장과 자기실 과 같은 고차원 인 욕구보다 앞서는 것이다.그래서 종업원은

직무의 동기유발력을 고려하기 에 안 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Friedetal.,2003).

Herzberg(1968)는 생 요인(higienefactors)으로 보아 계속 인 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고

용안정성은 조직생산성의 기 가 된다고 하 다.국내에서 고용안정성을 직 으로 다룬 최

연구는 재호와 조 모(2001)의 연구다.이 연구에서 실증분석 결과 1995∼99년 한국 노동시장

의 4년 직장유지율(jobretentionrate)은 미국 1980∼90년 의 최 치를 하회하는 매우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한국 노동시장에서 보이는 독특한 양태는 근속기간이 증가해 감에 따라 4년

직장유지율이 증하다가 9년 이상 15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정 으로 다시 하락하는 역U자 모

양을 따른다는 이다.1995∼97년과 1997∼99년의 두 상이한 기간을 상으로 2년 직장유지율

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외환 기의 향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나타났다.특히 장기근속자일수

록,비정규직일수록,고연령층일수록,그리고 생산직과 서비스·매직에서 2년 직장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외환 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특정 계층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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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상실의 성격

(Natureofloss)

고용 체의 상실

(Losepresentjob)

① 구  고용상실(Indefinitejobloss)

②일시  고용상실(Temporaryjobloss)

③다른 업무로 강등(Demotiontoanotherjob)

고용 특성의 상실

(Losejobfeature)

①경력진로(Careerprogress)

②수입정도(Income)

③자율성(Autonomy)

④지 /자존감(Status/Self-esteem)

⑤자원(Resource)

⑥유 감(Community)

의 근원

(Sourcesofthreat)

①기업의 경 난(Decline/Shrinkage)

②구조조정(Reorganization)

③기술변화(Technologicalchange)

출처:Greenhalgh&Rosenblatt.(1984).TowardConceptualClarity.AcademyofManagementReview,9(3),p442

<표 Ⅱ-6>고용불안정성의 구성개념 

더욱 심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재호,조 모,2001).한편,Greenhalgh과 Rosenblatt(1984)는

고용불안정성을 인 고용상황에서 근무를 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무력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무력감은 직장에서 인 상황에 당면하여 자신의 지 를 소망스러운 상태로 유지하고자 직

장에서 느끼게 되는 불안한 느낌이다.이런 고용불안정성은 주 험으로 개인이 느끼는

에서 생되는 것이다. 의 원인으로는 첫째,공식 인 조직의 선언이고 두 번째는 의도하

지 않은 조직의 움직임이다.세 번째는 소문이다.특히 공식 정보가 불충분 할 때 구성원은 소

문에 의존하게 된다.이는 종업원의 고용 에 한 인지를 왜곡시킨다.고용연속성에 한

정도는 고용 상실의 요성과 주 인 고용 상실의 발생 가능성에 향을 받는다.종업

원이 이 처럼 고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고용불안정성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 개념을 정리하면

<표 Ⅱ-6>과 같다(Greenhalgh&Rosenblatt,1984).

이처럼 고용이 상실되면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데,무력감의 형태는 4가지로 정리 된다.첫

번째는 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노동조합,연공서열제도가 없을 때 나타난다.두 번째

요인은 불명확한 측으로 성과측정제도가 없을 때 일어난다.셋째는 조직 문화 요인으로 공

정성에 한 규범이 없을 경우로 종업원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부하직원

에 한 평가가 오직 상 재량에 달려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네 번째는 해고 표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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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로자의 신뢰다.공정한 차와 해고 결정에 한 심사와 같은 정책이 없다면 종업원은 무

력감을 느끼게 된다.직무상실의 이 심각하여 종업원이 처할 방편을 모색하지 못

할 정도가 되면,자신의 작업에 한 열정을 상실하게 되어,고용불안감이 높아질수록

종업원의 작업노력은 감소하게 된다(박종훈,양효신,2002).

그러나 경제학이론 고용안정 상유지편견 이론(statusquobiasbyjobsecuritytheory)

에 의하면 사람은 재 상태에서 변화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강

화되면 조직구성원은 조직에 한 반응에 해당되는 신활동과 부 인 상 을 나타낸다고 하

다(최 희,임상훈,2012).Herzberg(1968)도 고용안정성이 증가하게 되면 부분의 조직구성원

은 안정 고용상태에 따른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요인에 의한 불만족이 충족되어 더

이상 동기부여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고 하 다. 한 Delery와 Doty(1996)의 연구에서도 략

인 자원 리의 요인 고용안정성과 신의 계는 부 상 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

으며,Brockner(1988)는 높은 고용안정성이 열심히 일하고 탁월한 성과를 내려는 동기를 감소시

키는 나태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 다.박상언과 이 면(2004)의 연구에서도 정한 고용불안

이 조직구성원들에게 고용 불안 상자가 되지 않기 하여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즉 높은 고용안정성은 매 리지즘에 빠져 더 이상 신하려고 하는 의지를 없어지게 한

다고 하 다.

2)고용안정성의 측정

고용안정성 측정은 Davy,Kinicki,그리고 Scheck(1997)의 연구에서 Caplan,Cobb,French,

VanHarrison.그리고 Pinneau(1980)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 는데 하 측정 변수는 미래의

경력,승진기회,일반 고용 안정성으로 구성되며, 체 신뢰도는 0.89로 나타났다.김진희

(2009)의 연구에서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1,500개 업체를 상으로 직 개발하 다.측정

문항은 회사는 인력감축을 최 한 자제하고 장기고용을 유지하기 해 노력함,회사는 직원들

의 장기 인 고용유지를 보장하려고 노력함,우리 회사는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게 이 질 수

있음을 직원들에게 강조함으로 총 3문항으로 고용안정성 인식 수 에 한 체 신뢰도 검사

0.64로 나타났다.그리고 Caplan외(1980)는 반 인 고용안정성을 평가하는 4개의 문항을 개

발하 고,7 척도를 사용하 으며,이 연구에서의 신뢰성은 0.68로 나타났다.Ashford,Lee,

그리고 Bobko(1989)는 Caplan외(1980)의 단편 인 측정에 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JIS(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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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curityscale)라는 다차원 인 복합척도를 개발하 다.이 척도는 직장상실에만 을 둔

것이 아니라 신분불안의 선행요인인 조직변화,역할갈등,역할모호성도 함께 측정하도록 하 으

며,결과요인으로는 조직몰입,직무만족,직무성과,조직신뢰,이직의도로 선정하고 상 계를

분석하 다.JIS((JobInsecurityscale)의 각 항목별 신뢰도는 0.74-0.92로 나타났다.최 희와

임상훈(2012)의 연구에서는 의 Ashford외(1989)를 기반으로 박통희와 김민강(2008)이 재인용

한 측정도구를 수정‧보안하여 8개 문항을 사용하 다.8개 문항은 승진 락 가능성,사람들에

게 미치는 향력의 축소가능성,퇴출 상자가 될 가능성,비 없는 일을 맡을 가능성,원하

지 않는 퇴직 압력 가능성, 여의 불안정성, 직 보다 낮은 직 에 배치될 가능성,부서가

없어질 가능성으로 신뢰도는 0.83으로 나타났다.Yousef(1997)의 연구에서는 고용안정만족감을

측정하고 있는데,Weiss,Davis,England 그리고 Lofquit(1967)에 의해 MSQ(Minnesota

SatisfactionQuestionnaire)에서 5문항을 7 척도로 측정하 으며,신뢰도 값은 0.85다.

나.조직경력 리지원

1)조직경력 리지원의 개념

조직경력 리지원은 조직차원에서 종업원이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의 경력지원

정책과 제도를 포함한 조 지원을 의미한다.황애 과 탁진국(2011)의 연구에서는 조직경력

리와 조직의 경력지원을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조직경력 리(organizationalcareer

management),즉 조직의 경력지원은 조직이 구성원 개개인의 경력을 조직 내에서 개발하도록

격려하며 그 과정에서 조직의 목 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불확실한 미래에 해

응력을 높이고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기 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조직차원의 경력 리지원에는 경력지원 정책과 제도,승진 정책,훈련 개발,고용안정,경

력에 한 상사의 지원과 조 등과 같이 다양한데,이러한 조직의 경력 리지원이 필요한 이

유는 조직이 종업원의 경력을 해 어떤 구체 인 정책을 효과 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종업원

이 인식하면,개인은 조직에 보다 몰입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 경력성공에도 정

으로 정 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Greenhauseetal.,1990;황애 ,탁진국,2011).

한,시장과 고용환경의 변화로 조직에서도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신 종업원들의 지속 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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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개발기회에 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종업원들의 직무만족과 경력몰입을 유도할 수 있

다.이 연구에서 조직경력 리지원을 2003년 이 부터 2013년까지 련 메타 분석 결과 상사의

지원과 교육․훈련 개발 기회 변수가 의미 있는 변수라는 <표 Ⅱ-4>의 결과를 토 로 하 변

수에 포함시켰다(Ngetal.,2005;김보경,정철 ,2013).

이 연구의 조직경력 리지원 하 변인의 개념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상사의 지원(supervisorysupport)은 상사가 부하직원의 공로를 인정해 뿐 아니라 경력계획

을 수립하고 경력목표를 달성하도록 업무에 해 피드백을 해주고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Greenhausetal.,1990).상사의 지원은 업무 뿐 만 아니라 부하직원의 감정

욕구에 해서도 심을 갖고,신뢰와 우정 등을 쌓아가는 사회 지지이다.이러한 상사의

지원 정도는 조직구성원들의 태도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로써 부하직원의 동기,

직무만족,실 수행 등에 정 인 향을 미친다(Boles&Babin,1996). 한 상사의 지원

은 경력만족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Greenhausetal.,1990).조직 내에서 상사와 동료의

지원을 받는 구성원은 소속된 조직에 만족할 뿐 아니라 업무 성과도 그 지 않은 구성원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harenouetal.,1994).Wayne외(1999)의 연구에 의하면 상사의 지

원은 학력,근속년수 등의 개인능력 변수와 동기부여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임 인상,부하에

한 상사의 평가,경력만족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Wakabayashi외(1988)의 연구에서도

상사지원은 경력을 통해 임 인상과 승진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의 능

력이나 인 자본 변수가 경력단계 기에는 승진에 요한 향을 미치지만 경력단계 후반부가

될수록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인 자본 변수의 요성은 감소하고 상사의 지원 같은 사회

자원이 더 요해진다(Dreher&Bretz,1990).Chao외(1992)와 Major외(1995)의 연구에서

도 상사의 지원이 경력단계 기의 임 인상이나 승진에 더 요하다고 하 다.

둘째 교육 훈련 개발 기회는 종업원의 승진에 도움이 되는 지식,기술을 개발하여 주며,

종업원 개인의 자격요건,신뢰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작용

하게 된다(Threnou&Conroy,1994;강혜련,2007).

2)조직경력 리지원의 측정

조직경력 리지원 측정은 Sturges외(2002)의 연구에서 조직의 공식 경력 리와 비공식

경력 리로 구분하여 조직경력 리지원을 측정하고 있다.공식 경력 리지원에는 경력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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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교육·훈련 기회가 해당되고,비공식 경력 리지원에는 종업원의 경력 발 을 해 상사

의 조언이나 멘토링과 같은 상사의 지지가 해당된다.황애 과 탁진국(2011)의 연구에서 조직경

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과의 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10문항으로 구성된 Sturges외

(2002)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신뢰도 0.89로 나타났다.이 도구에는 상사의 지지뿐만 아니

라 교육․훈련 개발 기회 문항이 모두 포함된다.상사의 지원에 한 단편 측정으로는

Greenhaus외(1990)의 연구에서 1,628명을 상으로 상사의 지지가 경력만족에 미치는 계에

해서 밝히고 있는데,5 척도로 9문항으로 구성되며,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93이다.장은

주(2003)의 연구에서 Greenhaus외(1990)의 상사의 지원 척도를 번안하 수정 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 고 신뢰도는 0.88로 보고하 다. 한 Kirchmeyer(1995)의 연구에서는 141명

의 캐나다 비즈니스 스쿨 졸업생을 상으로 종 연구를 통해 상사의 지지가 조직몰입,이직의

도,승진과의 계를 밝히고 있는데,이 때 상사의 지지는 6 척도로 7문항으로 구성된다.‘시

간 1’(3,9개월)에서는 신뢰도 0.89,‘시간 2’(14개월)에서는 신뢰도 0.91로 나타났다.Wayne외

(1999)의 연구에서 경력성공에 향을 주는 인 자원변인,동기변인,상상의 지원변인 간의

계에 해 밝히고 있다.상사의 지원에서 상사의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개발 기회 문항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하 변수는 리더 멤버 교환(leader-manberexchange)과 멘토링

(mentoring)으로 구성되며,각 7 척도로 7문항으로 구성된다.신뢰도는 리더 멤버 교환

(leader-manber exchange)은 0.91, 멘토링(mentoring)은 0.85로 나타났다. Threnou와

Conroy(1994)의 연구에서는 남,여의 승진을 비교 분석하면서 교육․훈련 개발 련 6문항이 사

용되었고,신뢰도는 0.81로 나타났다.강혜련(2007)의 연구에서도 남,녀 경력성공모형을 비교하

면서 Threnou와 Conroy(1994)의 교육․훈련 개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고,신뢰도는 0.78로 나타났다.

다. 로틴 경력태도

1) 로틴 경력태도의 개념

조직 심의 통 인 경력에서 직업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고용안정성의 변화로 조직과

개인의 근로 계약 계가 변화되면서 두 가지 요한 경력이 등장하 다.바로 로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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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ancareer)과 무경계 경력(boundarylesscareer)이다(Briscoe&Finkelstein.,2009). 로틴

경력은 1976년부터,무경계 경력은 1994년 이래도 도래된 개념으로 뉴 커리어(newcareer)를 지

배하는 핵심 경력이다. 로틴 경력은 경력 주체의 핵심이 자신이라는 것이며,무경계 경력의

핵심은 조직간 산업간 자유로운 이동성에 있다.이 연구에서는 뉴커리어 무경계경력은 이동

성에 비 을 높게 두고 있어서 우리나라 종업원의 특성 반 에 제한 이기 때문에 로틴 경력

에 을 둘 것이다.

로틴 경력에서 로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로테우스(바다의 신)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연성(flexiblity)과 동의어로 사용되며,모양이나 특성의 다양한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Inkson,

2006;김은석,2011).Hall(1976)은 로틴 경력은 조직 내의 승진보다는 심리 성공을 목표로

하며,경력 주체가 조직이 아닌 개인이라고 하 다.

로틴 경력을 과거 통 경력과 비교해 보면 <표 II-7>와 같다. 로틴 경력은 심리 성

공(psychologicalsuccess)을 시하는 것으로 핵심가치는 자유와 성장이며,성장의 주요 기 은

임 ,서열,권력과 같은 객 성공보다는 주 성공을 시한다.그래서 로틴 경력에서

성공을 이루는 방법은 개인의 선택과 가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다양할 수 밖에 없

다. 한 로틴 경력은 일 심(workself)에만 국한하지 않고 총체 자기(wholeself)에 한

인식을 수반하고 있다(Hall&Mirvis,1996).한 개인의 생애 에서 자유와 성장의 욕구

에 기반을 두고 심리 성공을 추구하기 해 주체 으로 경력을 리하는 것이 로틴 경력에

서는 요하다.그래서 로틴 경력은 지식 자체에 의존하기 보다는 학습 사이클의 연속성에서

지속 으로 동기화하고 학습하는 방법(howtolearn)을 학습하는 것에 을 둔다(Hall,2002).

Briscoe와 Hall(2006)은 로틴 경력에 한 개인의 지각(perception)이나 경력지향성 정도

(degree)는 자신이 경력을 하는 개인의 자기주도 을 의미하므로 경력태도와 유사하다

고 주장하 다.태도는 어떤 상에 해 비교 지속 이고 일 된 신념이나 의견,정서 방

향의 크기를 갖는 심리 인 특성이다.태도는 어떤 상에 한 믿음(belief),느낌(feeling),행

의도(behaviorintention)가 결합되어 있는 정서 비 상태(mentalreadiness)를 의미한다(황규

외,1999;김은석,2010).Steers(1987)도 경력태도를 경력에 한 신념,지식,사고의 다발에

해당하는 인지 요소(cognitivecomponent),무엇이 자신을 해 좋은 경력인가 혹은 나쁜 경

력인가를 단하는 평가 요소(evaluativecomponent) 는 정서 요소(affectivecomponent),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행동 의도 경향에 해당하는 행동 요소(behaviorcomponen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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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 다.그러나 경력태도와 경력행동은 구별되는 것(Briscoe& Hall,

2006)이고,[그림 II-6]의 사회인지경력이론(SCCT,socialcognitivecareertheory)에 의해서도

경력태도가 경력행동에 향을 주게 되는 단계 흐름을 설명하면서,경력태도와 경력행동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즉,경력태도와 경력행동은 구분되어야 한다.따라서 로틴 경력에

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일 된 신념,인식,정서의 방향과 크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경력태도를

사용하며, 로틴 경력태도는 경력에 한 심 경향을 의미한다(Hall,2002;김은석,2010).

구분 로틴  커리어 통  커리어

경력의 책임 ·개인 ·조직

핵심 가치 ·자유,성장 ·승진

이동성 정도 ·높음 ·낮음

성공기 ·심리  성공 ·직  수 , 여

핵심태도 ·일 만족도, 문  몰입 ·조직몰입

경력경로 ·복합 ·단선

경력단계 ·단기 학습 단계의 연속,경력 나이 ·생애발달단계,연 기  나이

개발방법
·자기주도 이며 지속 인 학습

· 계구축  직무경험에 의존
·공식  훈련

문성 ·노하우(know-how) ·런하우(learn-how)
출처:Hall.(1976).Careerinorganizations.SantaMonica.Calf:GoodYearPublishingCo.p.102.

Hall.(2003).TheProteanCareer:AQuarter-centuryjourney.JournalofVocationalBehavior,65,p.4.

Hall&Moss.(1998).Thenewproteancareercontact:Helpingorganizationsandemployeesadapt.p.26

Hall.(2002).Careersinandoutoforganizations.p.303.

<표 Ⅱ-7> 통  경력과 로틴 경력 비교       

로틴 경력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치지향성(value-driven)과 자기주도성

(self-directed)성향이 높게 나타난다.하 개념에 해당되는 가치지향성과 자기주도성의 구체

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가치지향성(values-driven)은 경력을 리할 때 자신의 고유한

가치에 기반을 두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Briscoeetal.,2006).이 때 가치는 보수,지 ,권

력,상향성과 같은 외재 역이 아닌 자신의 고유성에 기반을 둔 심리 성공과 련된 것이

다.개인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에 의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심리 성공을 한 경력태도

에 해당된다.

두 번째 자기주도성(self-directed)은 경력을 리할 때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Briscoe&Hall,2006;Mirvis&Hall,1994). 통 인 경력을 시했던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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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이 개인의 경력을 책임졌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리하기 한 주도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았다.그러나 우리나라 경우도 융외환 기 이후 로틴 경력 태도가 요구되

는 계약 계로 직업 환경은 변화되었다.이런 환경에서 로틴 경력태도가 높은 개인은 조

직이 아닌 자신과의 계약을 통해 스스로의 경력을 리한다(Hall&Marvis,1996).자기주도성

이 높은 개인은 주도 인 경력 선택과 자기 충족과 성장을 한 직무 탐색 혹은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데 극 이게 되므로 로틴 경력에서 추구하는 주 경력성공과 일치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도록 해 다(Hall,1976;김은석,2010).이러한 로틴 경력 태도는 타고난 기질이라기

보다는 교육 그리고 어떤 인생사건에 의해 로틴 경력 태도를 더 강하게 갖을 수 있다고 하

다(Hall,2003).사회 맥락 속에서도 조직이 아닌 개인에 의해 경력을 선택하고 리를 요구하

는 지 의 환경에서 개인에게 과거보다 더욱 로틴 경력 태도인 자기주도 성향과 가치지향

성이 요구된다(Rousseau,1995;Hall,2003).

2) 로틴 경력태도의 측정

로틴 경력태도 측정은 Biscoe외(2006)의 연구에서 로틴 경력 태도 측정(Proteancareer

attitudescale)도구를 개발하여 자기주도성 8문항,가치지향서 5문항으로 측정하 고,그 후

Briscoe와 Hall(2006)의 실험연구에서 MBA 트타임 학생 113명, 서부지역의 경 학 학원

생 100명,포춘지 100 기업에서 간 리자 85명을 상으로 로틴 경력 태도 측정(Protean

careerattitudescale)도구를 사용하여 연구 결과 신뢰도 0.66으로 보고되었다.그 외 여러 연구

에서 Briscoe외(2006)의 로틴 경력 태도 측정(Proteancareerattitudescale)도구를 사용하고

있다.DeVos와 Soens(2008)의 연구에서는 289명의 직장인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신뢰도

0.87로 나타났다.Volmer와 Spura(2011)의 연구에서도 116명의 독일인 직장인을 상으로 하여

신뢰도 0.74로 나타났다.국내에서는 김시진과 김정원(2010)의 연구에서는 기업체 종업원 228명

을 상으로 로틴 경력태도가 주 경력성공인 경력만족과 직무만족,고용가능성에 정 인

향을 다고 밝혔으며,이때 로틴 경력태도는 Briscoe외(2006)의 자기주도성 8문 항 6

문항을 사용하 고 신뢰도는 0.71로 나타났다.김은석(2011)의 연구에서 Briscoe외(2006)의

로틴 경력 태도 측정(Proteancareerattitudescale)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 련 개방성

(work-relatedoppenness)을 추가하여 가치지향성 4문항 자지주도성 3문항,일- 련 개방성 5문

항을 사용하 고,신뢰도는 0.86으로 나타났다.황애 과 탁진국(2011)은 직장인 204명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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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도성과 경력성공 사이의 로틴 경력지향의 매개 계를 밝히고 있는데,이때 Briscoe외

(2006)가 개발한 로틴 경력 지향 태도 척도 22문항 14문항을 국내 설정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 다.신뢰도 계수는 0.89로 나타났다.

라. 로틴 경력 리행동

1) 로틴 경력 리행동의 개념

경력 리(careermanagement)는 개인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경력개발에 향을 주는 시도

라고 정의(Arnold,1997;Sturgeetal.,2002)되며,조직에 의해 계획되고 리되는 ‘조직 경력

리(organizationalcareermanagement)'와 개인에 의해 리되는 ‘개인 경력 리(career

self-management)'로 구분된다(Sturgeetal.,2002).조직경력 리는 조직에 의해 리되는 것

으로 조직의 경 진에 의해 공식 인 교육이나 웍샵 인사 시스템 등을 통해 종업원의 경력

리에 도움을 주게 된다.반면,개인 경력 리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생애 의 장기 경

력 목표 달성을 해 개인이 주도 으로 경력을 리 하는 것이다(Orpen,1994).

경력 리행동은 종업원 자신이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그것을 달성하기 한 계획을 수립하

고 실행함으로써 경력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기 한 행동이다(Barnet& Bradley,2007;Crant,

2000).경력 리행동과 련해서는 학자마다 개념 정의나 측정이 다양한데,경력 리행동과 유

사한 용어로 ‘경력 강화 략(careerenhancestrategies)’(Nabi,2003),‘맥락-특징 주도 행동

(context-specific proactive behaviors)’(Crant, 2000), ‘경력 목표를 향한 행동(career

goal-directedactivities)'(Lent,2004)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기도 한다(Barnet&Bradley,2007).

이처럼 경력 리행동에 한 개념과 측정이 다양하다.

한,개인에게 요구되는 경력 리행동이 과거와 다르게 요구되고 있는데,이는 시 ,환경

,직업 환경 변화로 인한 것이다.과거에는 평생 고용이 보장되던 시 로 직장 내 승진이나

여 상승이 요하게 여겨지던 통 경력을 가장 시하는 시 다면,1976년 이후 뉴 커

리어의 개념이 도래된 이후에는 조직에 의해서만 경력이 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경력을 리하고 책임지는 시 로 변화가 되었다.이러한 변화로 종업원들에게 요

구되는 경력 리행동도 진화하게 되었다.경력 리행동은 경력주체와 경력 성공 기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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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가능하며,주체에는 개인 심과 조직 심,경력 성공 기 에는 연 이나 승진과 같은 객

성공과 목표 달성과 가정의 행복,마음의 평안 등과 같이 인생에서 자신이 가장 요시하

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부심이나 성취감과 같은 심리 성공이 기 이 된다.

이 때 뉴커리어에 해당되는 로틴 경력과 무경계 경력은 경력주체가 개인으로,조직안정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기주도 인 지속 인 학습과 직무 만족 혹은 문 업무에 한 몰입을 추

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한편, 로틴 경력과 무경계 경력의 차이 을 보면, 로틴 경력은 1976년,무경계 경력은

1994년 등장되었으며,둘 다 심리 성공을 요하게 여기지만 무경계 경력의 경우 객 경

력성공도 요하게 작용한다는 차이가 있다(김시진,김정원,2010).무경계 경력은 표면 으로

재 경력에 한 무한한 가능성과 어떻게 성공으로 이끄는 기회들을 인식하고 획득하는지를

강조하며,특히 고용가능성과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요하게 여긴다(Artheretal.,1999;

DeFillippi&Arther,1996).따라서 개인경력 리행동에서 경력 환경을 고려한 개인 심

의 경력 리행동으로 무경계 경력 리행동과 로틴 경력 리행동이 포함되지만, 로틴 경력

리행동이 보다 심리 성공을 시하는 경력 리행동이 된다.즉, 로틴 경력 리행동은

로틴 커리어 에서 개인이 자신의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해 취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이

때 로틴 커리어 은 개인이 추구하는 경력의 핵심 가치가 개인의 심리 성공을 목 으로

자유와 성장을 요하게 여기는 행동이다.반면에,무경계 경력은 개인의 시장성이나 가치에

한 평가가 요하여 성과를 기반으로 조직간 산업간 이동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업

원들의 경력 리 성향을 표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

그러나 로틴 경력 리행동에 한 명확한 개념과 구성요인에 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로틴 경력 리행동을 가장 유사하게 포함하는 개인경력 리행동에 한 선행연구를 종합 으로

분석하여 <표 Ⅱ-8>에 제시하 다.개인경력 리행동은 연구자별로 문헌마다 개념,구성,측정

이 다양하며,연구자별로 정리하면,Orpen(1994)은 개인경력 리행동을 경력계획(career

planning)과 경력 술(careertactics)로 구성하 는데,이 때 경력계획행동은 Hall(1990)의 심리

경력성공모델을 토 로 심리 성공을 이루기 해 노력하는 행동이 기본 개념이 된다.그

리고 술은 계획을 수행하기 한 세부 이고 구체 인 행 에 해당되므로,경력 술은 경력

계획에 포함하여 범주화 하 다.Noe(1996)는 경력목표개발(developmentofcareergoals),경력

략실행(careerstrategyimplementation),경력탐색(careerexploration)으로 구성하 는데,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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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실행은 네트워킹(networking),가시화(self-nomination),기회만들기(creatingopportunies),

경력조언구하기(careerguidence)로 다시 구성된다.이 때,경력조언구하기는 상사나 외부 멘토

등에게 경력 발달을 해 조언을 구하는 행동으로 컨설 행동과 유사하며,기회만들기(creating

opportunities)는 경력 목표 달성을 한 기술 향상을 해 노력하는 행동으로 기술개발에 해당

된다. 한,경력목표개발은 확실한 경력목표를 세우고,경력목표 달성을 해 노력하는 행동으

로 경력계획으로 구분이 가능하다.Sturges외(2000,2002)의 연구에서는 네트워킹,유동화,실

용 행동(practicalthings),매력 끌기(drawingattention)로 구성 되었는데,실용 행동은 여

가 시간에 책을 보거나 교육을 받거나 자격 이수 이력서 작성을 한 추가 인 행동을 의미

하기 때문에 기술개발행동으로 구분이 가능하며,매력 끌기는 자신의 성과를 상사에게 인지시

키는 것과 같이 가시 으로 성과를 나타내는 행동을 통해 자신을 보다 매력 인 인재로 보이게

하는 행 이므로 가시화행동으로 구분이 가능하다.Nabi(2003)는 네트워킹,가시화,컨설 으로

구분하 고,Claes와 Riz-Quintanilla(1998)은 경력계획,네트워킹,기술개발로.Barnett와

Bradley(2007)는 경력계획(careerplanning)(Could,1979;Wayne etal.,1999),네트워킹

(networking)(Kram,1983;Marco,2010;Noe,1996;강혜련,1998;문재승 외,2012),가시화,기

술개발,유동화로,Strass외(2012)는 경력계획,네트워킹,기술개발,컨설 으로 구분하 다.이

처럼 개인경력 리행동은 경력계획,기술개발,네트워킹,컨설 ,경력탐색,가시화,유동화로 구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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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연구자(년도)

계Orpen

(1994)

Noe

(1996)

Claes&

Ruiz-Qui

ntanilla

(1998)

Sturge

setal.

(2000)

Sturges

etal.

(2002)

Nabi

(2003)

Barnett

&

Bradley

(2007)

Strass

etal.

(2012)

경력계획

(career

planning)

● ● ● ● ● 5

기술개발

(skill

development)

● ● ● ● ● ● 5

네트워킹

(networking)
● ● ● ● ● ● ● 7

컨설

(consultation

withmentor)

● ● ● ● 4

경력탐색

(career

exploration)

● 1

가시화

(self-nominati

on)

● ● ● ● ● 5

유동화

(mobility)
● ● ● 3

<표 Ⅱ-8>개인경력 리행동의 구성요소 종합

개인경력 리행동은 개인 심의 경력행동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경력 목표와 가치에 따라 추

구하는 경력 리행동도 다양하게 나타난다.특히 로틴 경력 리행동에 한 개념 구성요

인에 한 명확한 정의를 해서 개인경력 리행동 련 선행연구 분석을 토 로 <표 Ⅱ-9>와

같이 로틴 경력 리행동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추출 할 수 있었다.

로틴 경력 리행동 하 요인 선정 기 은 로틴 경력에 을 두고 있으며,개인경력

리행동 련 선행연구에서 복수의 연구자에 의해 정의된 하 요인을 기 으로 선정했다.경력

탐색의 경우 <표 Ⅱ-9>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Noe(1996)의 연구에서만 구성요소로 분류되어

복수 선정 기 에 부합되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로틴 경력 리행동의 구성요소에서 제외하

다.경력 측면에서는 변화된 직업환경(개인의 고용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고용환경)을

반 하기 해,뉴커리어에 해당되는 무경계 경력(객 경력성공을 보다 시)과 로틴 경력

(심리 성공을 목표로 자유와 성장에 가치 둠)으로 구분하 다.



- 51 -

구분
개인경력 리행동 

개념
선행연구 문항

경력 

 

로틴 경력 리행동 

개념

경력

계획

개인의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해 자신이 원하는 

일에 한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는 

행동

Orpen(1994):

-Ihavedefinitegoalsformy

careerovermylifetime

Strassetal.,(2012):

-IamplanningwhatIwant

todointhenextfewyears

ofmycareer

로틴 

경력   

심리  성공을 목표로 

개인의 성장과 자유를 

핵심가치에 두고 자신의 

경력목표를 세우는 행동

기술

개발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과업을 

달성하고 성장하기 

한 행동

Claes&RuizQuintanil

(1998)

-Ihavedevelopedskills

whichmaybeneededin

futurepositions

로틴 

경력 

미래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지식을 향상하기 한 

행동으로,개인의 심리  

성공을 해 장기  

경력 리를 해 지식 

 기술 습득을  해 

노력하는 행동 

네트

워킹

(컨설 )

상사의 지원을 

포함한 사회  

친 한 계를 맺고 

경력 지원을 받는 

행동

Strassetal.,(2012):

-Iambuildinganetworkof

contactsorfriendshipswith

colleaguestoobtain

informationabouthowtodo

myworkortodetermine

whatisexpectedofme

Claes&Riz-Quintanilla,

(1998):

-Ihaverecentlysought

advicefrommyco-workers,

familyorotherpeopleabout

additionaltrainingor

experienceIneedto

improvemyfuturework

prospects

로틴 

경력 

개인의 심리  성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친선 

계를 통해 개인의 

경력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계를 맺고 

조언을 구하는 행동

가시화

승진이나 자신의 

객  경력 성공을 

해 상사에게 

자신의 성과나 

열망을 인지시키는 

행동

Noe(1996):

-Haveyoumadeyour

supervisorawareofyour

aspirationsandcareer

objectives?

무경계

경력
-

유동화

이직을 한 계획 

보유  이직에 

필요한 기술  

경험 보유를 한 

경력 리행동

Sturgesetal.,(2000):

-Ihavemadeplanstoleave

thisorganizationonce

무경계 

경력
-

<표 Ⅱ-9> 로틴 경력 리행동의 하 요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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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틴 경력 리행동의 구성요소를 <표 Ⅱ-8>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가시화행동은 승진이

나 자신의 객 경력 성공을 해 상사에게 자신의 성과나 열망을 인지시키는 행동으로,고

용가능성 확장을 해 자신의 평 을 리하는 행동이므로 무경계 경력 리행동에 보다 가깝고,

유동화행동도 이직을 한 계획 보유 이직에 필요한 기술 경험 보유를 한 경력 리행

동으로 무경계 경력에 가깝다.한편,경력계획행동은 개인의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해 자신이 원하는 일에 한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문항의 를 살펴보

아도,‘Ihavedefinitegoalsformycareerovermylifetime'(Orpen,1994),'Iam planning

whatIwanttodointhenextfewyearsofmycareer'(Strassetal.,2012))등으로 개인이 자

신의 경력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생애 에서 경력 설계를 하는 행동

이므로 객 경력성공을 시하는 무경계 경력측면보다는 로틴 경력에 보다 가깝다.그러

나 이 때 개인의 경력 목표는 조직과 일치 할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연

구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에 해당되는 경력계획행동은 로틴 경력 으로 제한하여,심리

성공을 목표로 개인의 성장과 자유를 핵심가치에 두고 자신의 경력목표를 세우는 행동이 된

다.즉, 로틴 경력계획행동은 조직 내 승진이나 연 상승을 경력 목표로 세우기보다는,

생애 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한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그 목표를 향해 노

력하는 행동으로 정의가 가능하다.따라서 로틴 경력 리행동에서의 경력계획행동은 개인경

력 리행동 련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일반 경력계획행동에서 로틴 경력 에 한정된 것

이기 때문에 로틴 경력계획행동으로 차별화하여 개념을 정리 할 수 있다. 한,기술개발행동

은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과업을 달성하고 성장하기 한 행동이다. 련

선행연구의 문항의 로 'I have developed skills which maybe needed in future

positions'(Claes&RuizQuintanill,1998)와 같이 장기 의 기술향상을 한 노력에 한

질문을 하고 있다.따라서 객 경력성공 보다는 심리 성공에 보다 가깝다고 단되어

로틴 경력에 보다 치 된 행동으로 구분되지만,기술개발행동도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서 요

구하는 업무를 잘 수행하기 해서,혹은 조직의 요구에 의해 지식 기술 습득을 의무 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처럼 다양한 목 과 이유가 있을 수 있다.그 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의

로틴 경력 리행동의 기술개발행동은 미래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지식을 향상하기

한 행동으로,개인경력 리행동 에서도 심리 경력 성공에 을 두고,개인의 장기

에서 자발 이고 극 으로 기술향상을 해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성취감을 시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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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다음으로 네트워킹행동은 상사의 지원을 포함한 사회 친 한 계를 맺고 경력 지

원을 받는 행동이다.네트워킹행동은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며(Collins,1983),

실질 인 경력 지원 뿐 만 아니라 인 계 직장생활 반에 걸쳐 심리 만족감을 구성원

에게 제공해주는 행동이다(Brass,1985;Granovetter,1985;Keele,1986).개인경력 리행동 련

선행연구의 문항에서도 'Iam buildinganetworkofcontactsorfriendshipswithcolleagues

toobtaininformationabouthow todomyworkortodeterminewhatisexpectedof

me'(Strassetal.,2012)처럼,네트워크의 강도나 횟수를 측정하는 것보다 친 한 계 형성에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경계 경력보다는 로틴 경력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 컨설 행동도 멘토나 가족 등 경력에 도움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는

행동으로 네트워킹 행동과 매우 속성이 유사하다.문항의 에서도 ’Ihaverecentlysought

advicefrommyco-workers,familyorotherpeopleaboutadditionaltrainingorexperienceI

needtoimprovemyfutureworkprospects'(Claes&Riz-Quintanilla,1998)와 같이 개인의 장

기 의 경력에 도움을 받고자 조직 내의 네트웍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도 극 으

로 경력조언을 구하는 행동이 되므로,네트워킹과 유사한 행동으로 단되어 네트워킹행동에

포함하 다.한편 개인 심의 네트워킹 행동이라도 물질 지원에 을 두고 새로운 기회

확보나 필요한 자원 획득을 한 네트워킹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로틴 의 로틴 네트

워킹행동은 개인의 심리 성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친선 계를 통해 개인의 경력 성장에 도움

이 되는 계를 맺고 조언을 구하는 행동이 된다.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로틴 경력 리행동

[그림 Ⅱ-9]와 같이 로틴 경력계획행동, 로틴 기술개발행동, 로틴 네트워킹행동으로 구성

되며,개인경력 리행동과 유사하지만 구분되어 정의되어야 하고,개인경력 리행동에 포함되는

가시화행동 유동화행동은 경력 의 차이로 심리 경력성공보다 고용가능성과 같은 객

경력성공에 보다 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경계경력 리행동으로 구분 할 수 있다<표 Ⅱ

-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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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개인경력 리행동의 구분

2) 로틴 경력 리행동의 측정

경력행동 측정 부분도 여러 학자마다 하 요인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에 맞게

재구성된 측정 도구가 많이 쓰이고 있다. 련 선행연구에서 표 으로 리 사용되는 측정도

구를 정리하면 <표 Ⅱ-10>과 같다.

Penley와 Gould(1984)가 개발한 CSI(CareerStrategyInventory)가 가장 리 쓰이고 있으며,

CSI의 측정변수는 기회성(creatingopportunities)7문항,가시성(self-nomination)5문항,여러

강화성(other enhancement) 4문항,참여성(extended involvement) 3문항,조언성(seeking

guidence)3문항,의견 합성(opinionconformity)3문항,네트워킹(networking)2문항으로 총 27

문항으로 구성되며,6 척도로 측정한다.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기회성 0.97,가시성 0.95,여

러강화성 0.98,참여성 0.96,조언성 0.92,의견 합성 0.93,네트워킹 0.91로 나타났다. 한

Stumpf외(1983)의 CES(CareerExplorationSurvey)는 경력탐색에 한 측정으로,하 역

탐색과정,탐색 행동에 한 반응,탐색 행동에 한 신념으로 구분되며,다시 16개의 하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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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분되고,총 57문항이다.이 척도를 활용한 Noe(1996)의 직원 성장 직무몰입과 경력탐

색행동과의 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하 역을 환경탐색,자기탐색,체계 탐색으로 구성하

고,각 신뢰도는 0.84,0.66,0.72로 나타났다.다음으로 Gould(1979)가 개발한 CS(Career

Scale)는 경력계획,경력참여,정체성해결, 응성으로 구성되며 총 21문항이다.김성남과 이규

만(2012)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간 종사자 850명을 상으로 경력계획과 경력성공에 정 인 향

을 다고 밝히고 있다.이 때,경력계획은 Gould(1979)가 개발한 6문항을 사용하 고,이 연구

에서의 신뢰도 0.87로 나타났다.이기은(2008)의 연구에서도 연구원 182명을 상으로 경력계획

측정은 Gould(1979)가 개발한 6문항 5문항을 사용하여 신뢰도 0.85로 나타났다.그 외 문재

승과 최석 (2012)의 연구에서는 경력 리행동을 경력계획과 략실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경

력계획은 Gould(1979)가 개발한 4문항을 사용하고,경력 략실행은 Noe(1996)가 개발한 문항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여 8문항을 개발하 다. 체 신뢰도는 0.89로 나타났다.

구분

CES

(CareerExporation

Survey)

CSI

(CareerStrategies

Inventory)

CS

(CareerScale)

개발자  

개발년도
Stumpfetal.(1983) Gould&Penley(1984) Gould(1979)

하 역

-탐색과정

-탐색행동에 한 반응

-탐색행동에 한 신념

-기회성

-가시성

-여러강화성

-참여성

-조언성

-의견 합성

-네트워킹

-경력계획

-경력참여

-정체성해결

-응성

응답양식 5  척도 6 척도 5  척도

도구 사용 

련 연구
Noe(1996)

Noe(1996)

Nabi(2003)

Sturgesetal.(2000)

Sturgesetal.(2002)

Barnett&Bradley(2007)

김성남,이규만(2012)

문재승,최석 (2012)

연구 상
214명 미국의  경 학 

공 학원생
414명의 미국 직장인

277명 미국의 

남서 도시  직장인

신뢰도 0.67-0.89 0.91-0.98 0.57-0.80

문항수 59문항 27문항 21문항

<표 Ⅱ-10> 로틴 경력 리행동 측정도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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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경력성공과 련 변인들 간의 계

주 경력성공에 향을 주는 변인을 종합 으로 고찰해본 결과,주 경력성공에 향

을 주는 변인은 크게 개인 특징과 조직 특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한 경력성공은 개인

과 사회를 고려하여 맥락 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다(Guns& Heslin,2005;

Hughes,1937).이처럼 주 경력성공은 개인,조직,그리고 나를 둘러싼 사회와 연계된 근

이 바람직하다.

주 경력성공의 측 변인을 통합 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를 토 로 개인 특징에 해당되

는 변인에는 인구통계학 변인,인 자본변인,개인성향변인,개인태도변인,경력 리행동변인이

해당되고,조직 특징에는 조직 형태변인,조직경력 리지원변인이 해당된다(<표 Ⅱ-5>참조).

이 때 고유값을 갖는 기 통계 자료 변수에 해당되는 인구통계변인,인 통계변인,조직형태변

인이 해당되고,개인성향변인은 변화지 않는 고유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주 경력성공에

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 계 구명을 토 로 개인과 조직에게 주는 시사 이 제한 일 수

있는 기 통계변인과 변화지 않는 고유한 값을 갖는 변인은 향 후 연구결과를 개인이나 조직

에 용하는 과정에서 통제하거나 조 이 어렵기 때문에 요 변인에서 제외하 다.개인성향

변인에 해당하는 성격도 타고난 기질로 변화나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주 경력성공에 향을 주는 변인들의 계를 종합 으로 구명하기 한 변인으로

개인태도변인,경력 리행동변인,조직경력 리지원변인이 해당된다.

한편,사회인지경력이론에서도 종속변인인 경력만족에 향을 주는 독립변인으로 개인 특

징과 조직 특징을 구분하고 있으며,개인의 태도가 경력 리행동에 향을 미치며,다시 경력

만족에 정 인 향을 다는 실증 분석 연구를 토 로, 의 요 변인으로 선정된 개인의

태도는 개인의 특징에 해당되는 변인이 되며,조직경력 리지원변인은 조직의 특징에 해당된다.

게다가 주 경력성공을 이해하기 해서는 개인을 둘러싼 조직과 함께 사회 맥락을 함

께 고려해야한다.우리나라 한국 기업의 노동 시장 황을 반 하는 여러 변인이 있겠지만,우

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융 외환 기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고용안정성이다.과거의 종신고용을

보장하던 조직풍토에서 임시직,일용직의 비 이 1990년 반부터 증가하여 1997년 융외환

기 이후 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IMF의 개입으로 비정규직의 증가는 정부주도의 노동정

책에서 시장지향 경제체제로의 환에 의한 필연 결과이기도 했다.그 후 2004년 이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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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은 더욱 확산되면서 사회양극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는 사회 이슈로 두되

었다.외환 기 이후 임시 일용근로자는 임 근로자의 52%를 넘어서게 되었다(통계청,

2000). 한 기업의 인수합병,다운사이징,산업구조의 변화 신기술의 도입 등과 같이 기업환

경 고용환경의 변화는 조직구성원의 안정 인 고용 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라

고 하더라도 산업체 조직구성원들의 고용불안감은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

한 요인이 된다.미국에서도 이미 직업 명을 통해 고용안정성이 약해지면서,근로자들의 조직

산업의 자유로운 이동이 일반화되면서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추게 되었다.그런 맥락에서

1976년 로틴 경력,1994년 무경계 경력이 자리를 잡으면서 과거의 조직 심의 통 경력

에서 개인 심의 경력으로 환이 이 지게 되었다.이러한 직업 환경의 변화는 고용안정성의

변화를 동반하며 직업 패러다임의 환을 이루었다.우리나라도 과거의 장기 고용을 보장해주

던 평생직장의 시 에서 개인의 경력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 로 환이 된 것이다.뿐만

아니라 서구와 달리 고용에서 경직된 노동시장의 풍토는 재취업과 이직에 한 어려움으로 근

로자들의 고용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이유 하나다.고용 불안을 느끼게 되면 여유가

없어지고,분노,분개,불공평 감정 등을 표출하게 되는데,이러한 감정은 종업원 개인의 태도와

행동 뿐 만 아니라 조직지원지각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Ashelage&Eisenberger,2003). 통

경력을 추구하던 과거와는 달리,고용안정성의 악화로 심리 계약이 요해지면서 조직과

구성원간의 암묵 계에 한 신뢰가 요한 환경이 된 것이다.이처럼 우리나라도 과거의

조직과 종업원의 계 계약이 변화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심화되고,재취업에

유연하지 못한 경직된 노동시장의 분 기로 종업원들의 고용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은 종업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원인이 된다(장석인,2012;박경

규,임호창,2012).이 때 고용안정성은 조직수 의 객 고용안정성과 개인수 의 주 고

용안정성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이 연구에서의 고용안정성(jobsecurity)은 근로자가 원하는 한

재의 일을 직장에서 계속할 수 있다는 기 감으로,조직수 의 고용수 과는 차이가 있다.조

직수 의 측정치는 기업규모나 업종,기업 내 인사 노사 계와 같은 요인에 큰 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수 의 고용안정성 측정이 더 효과 이기 때문이다(최 희,임상훈,2012).같은 비

정규직이라도 조직마다,그리고 자발 인 경우 비자발 인 경우는 고용안정성을 인식하는 수

이 다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인 특징과 조직 특징에 향을 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 하는 요 변인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고용안정성을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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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성의 변화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치게 되는데,이

는 직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서구에서 1976년 시작된 로틴 커리어(proteancareer)로 설명이

가능하다. 로틴 커리어는 개인이 경력 주체가 되어, 생애 에서 자유와 성장의 욕구에

기반을 두는 심리 성공을 추구하는 경력이다.과거의 종신고용이 가능했던 시 조직 내에서

승진,서열,권력을 추구하는 통 경력과는 차이가 있는데,바로 조직과 개인의 고용 계가

변화되면서 과거의 계 거래에서 거래 계약에 비 을 두게 되었다.조직과 개인은 암묵

으로 상호의무에 한 권리에 한 믿음이 존재하게 되는데,조직마다 고용유지 정책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경 난이 발생하게 될 경우 조직과 개인의 고용계약은 종료될 수 있음을 서

로 암묵 으로 인정하는 계약 계가 새로운 풍토가 된 것이다.이런 노동시장의 환경으로 개인

은 자기주도 이고 가치지향 인 경력 태도를 지향하게 되었다.경력을 리할 때 자신의 고유

한 가치에 기반을 두는 가치지향성과 자기주도 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자기주도성이 바로

로틴 경력태도가 된다.따라서 개인의 경력태도변인에서 로틴 경력태도는 조직과 사회

개인을 고려한 요한 변인이 된다. 한 개인의 경력 리행동에는 기술개발행동,정치지향행동,

가시화행동,유동화행동,네트워킹행동,경력계획행동이 있는데,이 로틴 경력에 을 두

고 개인 심의 경력행동에 을 맞추었다. 로틴 경력 리행동은 개인이 심리 경력성공

달성을 한 행동으로 로틴 경력태도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성장과 자유에 기반하고 있다.따

라서 로틴 경력계획행동, 로틴 네트워킹행동, 로틴 기술개발행동이 로틴 경력 리행동

에 속한다.정치지향행동은 조직 내에서 승진이나 권력 추구를 목 으로 하는 행동이므로 조직

경력 리행동에 가깝기 때문에 제외되었고,가시화행동과 유동화행동은 산업과 조직을 이동하

는 무경계경력에 해당하는 행동인데,우리나라 종업원들에게 보편 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

리가 있는 행동이므로 제외하 다.

주 경력성공과 련하여 개인 특징,조직 특징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기업의 노동시

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로틴 경력태도,조직경력 리지원,고용안정성 변인이 선정되었다.

한,사회인지경력이론을 토 로 조직경력지원과 로틴 경력태도가 로틴 경력 리행동을 거

쳐 주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게 되며,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고용안정성이

로틴 경력태도와 조직경력 리행동에 향을 미치고,조직 특징과 고용안정성이 로틴 경력태

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용안정성, 로틴 경력태도,조직경력 리지

원, 로틴 경력 리행동이 주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 변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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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용안정성과 로틴 경력태도의 계

고용안정성(jobsecurity)은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이다.사람의 태

도와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신체 상태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고용의 을 느끼는

상황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극 이고 주도 인 경력 태도를 보이기는 어렵다.고용안정성이

확보될 때 직무몰입,조직 내 신 행동,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밝 진 연구는 다

수다(김진희,2009;박노윤,2010;최 희,임상훈,2012).그러나 일부 선행연구들은 고용불안이

높은 종업원일수록 조직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덜 발휘한다고 하 다.자신의 직무가

없어질 수 있다고 지각한 종업원들은 심리 계약의 반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기 를 충족시

키지 못하는 조직을 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게 투입하게

된다(Roskies&Louis-Guerin,1990).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용불안감이 높아질수록 종업원의

작업노력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이와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선행연구들은,직업을 상

실할 기에 놓인 종업원들일수록 직업을 잃지 않기 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인다고 주장하 다

(Brockner,1988).고용불안과 작업노력의 계가 ∩형의 계라고 주장하 다(Brockneretal.,

1992).직무상실 의 심각성을 낮게 지각하는 종업원들은 자신의 고용상태에 해서 안정감

을 느끼기 때문에 추가 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으며,직무상실 의 심각성을 크게

지각하는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에 어떻게 처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에 무력감이 높아져

서 작업노력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반면 고용불안의 수 이 무력감을 발생시킬 정도로 높

지 않거나 지나친 안정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당한 수 이라면 종업원들은 최고의 작업노력

을 기울이게 된다는 주장이다(박종훈,양효신,2002).

이와 같이 고용안정성과 종업원의 조직성과,조직몰입 직무만족과 련된 선행연구는 상

충된 의견일지라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이로 인해 고용안정성이 종업원의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 요인임에는 이견이 없다.그러나 이런 고용안정성의 변화로 로틴 경력시

가 되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안정성과 로틴 경력태도와의 계를 구명한 연구는 미비

한 상황이다.직업 환경의 변화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고용안정성의 하로 설명될 수 있고,그로

인해 로틴 경력이 등장하면서,종업원과 조직의 심리 계약 계가 요해졌다.심리 계약

계에서 조직과 종업원 사이에서의 종업원이 인식하는 고용안정성은 종업원의 태도를 결정하

는 요한 요인이 된다.따라서 고용안정성은 로틴 경력시 에 종업원에게 요구되는 로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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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태도에도 향을 주는 측변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Carol,2001;Hall&Moss,1999).

나.고용안정성과 조직경력 리지원의 계

고용안정성은 조직과 종업원들간의 상호의무사항에 한 믿음인 심리 계약의 요한 요인

이 된다(한지환,2006).고용안정감은 종업원이 조직에 한 심리 계약을 우호 으로 형성하

게 되면 조직경력 리지원지각에 정 인 향을 주게 된다.반면에 종업원이 조직으로부터

심리 계약이 불이행되었다고 느낄 때는 조직경력 리지원지각이 낮아지게 된다(Aselage&

Eisenberger,2003;송지 ,2005).조직경력 리지원은 종업원들이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

록 조직의 경력지원 정책과 제도를 포함한 조 지원을 의미한다.조직입장에서는 조직성과

향상 측면도 있지만 종업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공헌과 가

치를 인정하는 복지 차원의 지원이기도하다.

종업원이 지각하는 고용안정성은 조직경력 리지원에 향을 주게 되는데,구조조정이나 다

운사이징에 의해 고용상실의 기에 처한 종업원들을 상으로 조직에서 경력 리지원을 다양

하게 제공하여도 종업원들의 배반감,실패감 직업 상실의 공포로 인한 심리 불안감이 크

면 조직경력 리지원인식 수 은 낮아지게 된다(Jacobson,1985;Lim,1996;박동훈,양효신,

2002).직무상실 의 심각성에 처할 방편을 모색하지 못한 종업원들은 무력감으로 인해 자

신의 작업에 한 열정을 상실하게 된다(Roskies&Louis-Guerin,1990).즉,종업원이 고용안

정성을 정 으로 지각하는 경우 직무와 조직에 한 정 인 지각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Maunoetal.,2005).따라서 조직 내 종업원 개개인의 고용안정성은 조직경력 리지원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다.주 경력성공과 조직경력 리지원의 계

조직경력 리지원은 조직이 구성원 개개인의 경력을 조직 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직의

경력지원 정책과 제도를 포함한 조 지원이다.조직차원의 경력지원 정책과 제도,승진 정책,

훈련 개발,고용안정,경력에 한 상사의 지원과 조에 하여 종업원들이 개인의 경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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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효과 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면,개인은 조직에 보다 몰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

경력성공에도 정 으로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Greenhausetal.,1990;황애 ,,

2011).종속변인에 주 경력성공을 포함한 연구물을 상으로 통합 으로 요인을 범주화하여

분류해보면,<표 Ⅱ-5>와 같이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으로 크게 구분되며,조직특성에는 조직형

태 특징과 조직경력 리지원이 해당된다.Ng외(2005)의 연구는 2003년도까지의 련 연구

물을,김보경과 정철 (2013)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련 연구물을 메타 분석한 결과로 조직

경력 리지원의 하 변인에는 상사의 지원과 교육․훈련 개발기회가 해당된다.상사의 지원은

업무 뿐 만 아니라 부하직원의 감정 욕구에 해서도 심을 갖고,신뢰와 우정 등을 쌓아가

는 사회 지지로 조직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가 된다.특히 경

력만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Greenhausetal.,1990).

라.주 경력성공과 로틴 경력태도의 계

DeVos와 Soens(2008)는 일반직장인 289명을 상으로 로틴 경력태도가 경력 통찰과 자기

리 행동을 통하여 경력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다고 밝힌 실험 연구를 통해, 로틴 경력

태도는 주 경력성공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 한 Briscoe외(2006)의 연구에

서는 로틴 경력 태도가 경력 신,주도 성격,학업 확신,경험에 한 개방성,학습목표지

향성,나이와 정 인 상 을 보 으며,경력 자기효능감과 주도성에 유의미한 향을 다고 하

으며,Volcour와 Ladge(2008)의 연구에서도 916명 맞벌이 여성 직장인을 상으로 로틴 경

력태도는 여성의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다고 밝혔다.그 외 DiRenenzo(2010)는 로틴

경력태도가 경력행동,경력 자본을 거쳐 경력 성공에 도달하는 인과 계를 실험 으로 밝혔

다.한편 국내연구에서는 황애 (2011)은 로틴 경력태도가 주도성과 경력성공 사이에서 진

인 매개역할을 한다고 밝혔으며,김시진과 김정원(2010)의 연구에서는 기업체 종업원 228명을

상으로 로틴 경력태도는 주 경력성공인 경력만족과 직무만족,고용가능성에 정 인

향을 다고 밝혔다.이 때 주 경력성공의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분명한 것은 외

인 기 이 아닌 개인차원의 심리 평가로 직무만족,경력만족,인생 만족을 포함하는 만족감이

라는 감정 측정을 통해 경력 성공을 측정하 다.즉, 로틴 경력은 조직 내의 승진이나 연

상승이 아닌 심리 성공을 목표로 하는 개인의 주 이고 인지 인 측면에 가치를 두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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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주고 있음을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 되고 있다

(Aryee,Chay&Tan,1994;Hall,1996;Hall&Chandler,2005).

마.주 경력성공과 로틴 경력 리행동의 계

로틴 경력 리행동은 로틴 커리어 에서 개인의 심리 경력성공을 궁극 인 경력목

표로 두고,이를 달성하기 해 취하는 경력 리행동을 의미한다.Barnet과 Bradley(2007)는 [그

림 II-6]의 사회인지경력모형에서 설명되듯이,어떤 태도와 인지 성격은 개인의 극 인 경

력 리행동을 통해,경력만족에 도달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틴 경력 리행동의 하 요

인에는 로틴 경력계획행동, 로틴 기술개발행동, 로틴 네트워킹행동이 해당되는데,주

경력성공과의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이 스스로 경력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경력희망을 갖고 있으면 경력 리에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Thomasetal.,2005;Wentling,1996;White,1995), 로틴 경력계획행동

을 극 으로 하는 사람들은 명확한 경력목표를 가지고,구체 인 경력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

람들로 자신의 경력에 더 몰입하게 된다.박규경(1999)과 정혜원(2000)은 경력계획을 성공 이

고 극 으로 수립한 사람이 더 높은 경력만족과 경력몰입을 보인다고 했으며,윤하나(2005),

이동하와 탁진국(2008)의 연구에서도 경력계획이 경력성공과 정 인 계에 있음을 분석하 다.

한 극 인 로틴 네트워크 행동도 경력 성공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ollins,

1983;Kirchmeyer,1998;Lyness&Thompson,2000;Nabi,2003;Seibert,Kraimer&Grant,

2001;Valcour&Tolbert,2003;VanEmmerick,2004).실질 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필요

한 정보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지 않은 사람보다 업무 성과가 더 우수했으며 자신

의 성공을 더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umberg&Pringle,1982;Petersetal.,1980;

장은주,박경규,2005). 로틴 기술개발행동은 경력 목표 달성을 통해 개인의 만족감도 상승시

키는 정 인 계가 있다(Abele& Spurk,2009;Abele& Wiese,2008;King,2004;Orpen,

1994;김성남,이규만,2012;이기은,2008).King(2004)의 경력개인 리 원인과 결과 모형에서도

경력 리행동이 경력성과에 도달하면 주 경력성공에 해당하는 인생만족,경력만족,행복감

에 정 인 향을 다고 설명하고 있다. 로틴 경력 리행동수 이 높은 종업원들은 그들에

한 경력의사결정이 내려지기를 수동 으로 기다리지 않고 그들의 목표를 성취할 기회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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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하기 때문에 그들의 경력에서 더 성공 이라 느끼고 실제로도 경력에서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Arthuretal.,2005;Ngetal.,2005).

바.주 경력성공과 조직경력 리지원의 계에서 로틴

경력태도의 매개효과

조직경력 리지원은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밝 졌다(Greenhausetal.,

1990;Nabi,1999;Ngetal.,2005;Noe,1996;Wayneetal.,1999;강혜련,2007;김보경,정철

,2013;윤하나,탁진국,2006;조창 ,최무 ,2008;장은주,2008;장은주,박경규,2005). 한

로틴 경력태도는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친다(Aryeeetal.,1994;DeVos&

Soens,2008;DiRenenzo,2010;Hall,1996;Hall&Chandler,2005;Volcour&Ladge,2008;김

시진,김정원,2010;김화경,2012;이 근,2012;이재 ,진성미,2012).그러나 조직경력 리지

원이 로틴 경력태도에 미치는 향 계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조직경력 리지원

은 조직차원에서 종업원이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의 경력지원 정책과 제도를 포함

한 조 지원을 의미하고, 로틴 경력태도는 개인의 경력지향성 정도로 자기주도 의

개인의 지각이기 때문에, 의 차이로 인해 조직경력 리지원이 로틴 경력태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조직의 경력지원이나 종업원의 경력태도는 주로

조직입장에서 종업원의 조직성과나 직무만족 혹은 직무몰입과 련하여 경 학 측면의 연구

가 주를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이는 로틴 경력으로 환되기 에는 조직에서 종업원의 종

신고용이 가능한 시 으므로,조직 심의 경력 리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나, 로틴 경력

시 로 환된 에서의 개인의 심리 측면을 시하는 로틴 경력지향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조직과 개인,과거와 라는 시 과 의 차이로 경력 리지원이 로틴 경력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로틴 경력시 가 되면서,개인의 경력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 로의 환은 조

직과 개인의 고용 계도 암묵 인 심리 계약이 요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즉,조직도 종

업원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신 종업원들에게 경력 리지원을 통해 종업원의 고용가능성을

향상 시킬 때 종업원도 조직도 경력유효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김도형,서균석,김태형,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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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경력성공에 한 연구는 개인 심 이라할지라도 조직과 떨어져서는 제 로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 사이에서 로틴 경력태도의 매개효과

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크다.

사.주 경력성공과 조직경력 리지원의 계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효과

조직경력 리지원은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치며(Greenhausetal.,1990;Nabi,

1999;Ngetal.,2005;Noe,1996;Wayneetal.,1999;강혜련,2007;김보경,정철 ,2013;윤하

나,탁진국,2006;조창 ,최무 ,2008;장은주,2008;장은주,박경규,2005), 로틴 경력 리행

동은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밝 졌다(Abele& Spurk,2009;Abele&

Wiese,2008;Arthuretal.,2005;Blumberg&Pringle,1982;Briscoe&Hall,2006;Collins,

1983;DeVosetal.,2009;King,2004;Kirchmeyer,1998;Lyness&Thompson,2000;Nabi,

2003;Ngetal.,2005;Orpen,1994;Petersetal.,Seibertetal.,2001;Valcour& Tolbert,

2003;VanEmmerick,2004;김성남,이규만,2012;박규경,1999;윤하나,2005;이기은,2008;이

동하,탁진국,2008;장은주,박경규,2005;정혜원,2000).그러나 조직경력 리지원이 잘 이 져

도 종업원의 로틴 경력 리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로틴

경력 리행동은 개인이 자신의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해 취하는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

직차원의 경력 리지원이 조직경력 리차원의 경력행동에는 정 인 향을 미치지만 개인 심

의 로틴 경력 리행동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명확히 구명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조직에서 종업원들에게 지속 인 성장과 개발기회를 제공한다면 종업원들은 조직의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능력이 개발되고,조직몰입도도 증가하게 된다.그러나 로틴 경력은 개인의 경

력은 조직이 아닌 개인이 심이 된다는 것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개인의 경력목표에 맞게

경력 리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경력 리는 개인과 조직이 결합된 노력에 의한 것으로,개

인과 조직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김동형,서균석,김태형,2011).하지만 종신고

용이 보장되던 과거와 달리 로틴 경력시 에는 조직이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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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인의 경력행동으로 자신의 고용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시 가 되었다.따라서 조직경

력 리행동이 조직몰입뿐만 아니라 로틴 경력 리행동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지 구명하는

것은 고용불안정성이 팽배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의미가 크다.

아.주 경력성공과 로틴 경력태도의 계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효과

로틴 경력태도는 개인의 주 이고 인지 인 측면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개인의 자

기주도성과 가치지향성은 주 경력성공의 직무만족감이나 경력만족에 정 인 향을 주게

된다(Aryee,Chay&Tan,1994;Hall,1996;Hall&Chandler,2005). 한 경력 리행동은 자

신이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해 취하는 행동을 의미(Barnet&Bradley,2007)하는 것으로 개

인은 스스로 경력계획을 수립하고,네트워킹 혹은 경력성장지향 행동을 통해 경력 리에 성공

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진다(Thomasetal.,2005).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로틴 경력태도와 주

경력성공사이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효과에 해 구명한 명확한 연구는 수행되

지 않았다.

경력태도와 경력행동의 계를 살펴보면,Barnett와 Bradley(2007)은 사회인지이론 확장 모델

을 실험연구를 통해 극 주도성은 경력 리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고,경력성공에도

정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이처럼 태도와 행동은 구분되는 개념이며,태도는 행동에 향을

주게 되는데, 로틴 경력태도가 높다고 해서 로틴 경력 리행동에 정 인 향을 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특히,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집단주의 의식이 강하고 고용이 유연하지

못한 환경에서도 로틴 경력태도가 로틴 경력 리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될지 밝 볼

필요가 있다.

자.변수들 간의 계 매개효과 종합

주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면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표 Ⅱ-11>과 같

이,주 경력성공은 고용안정성,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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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 경력성공은 개인이 느끼는 직무 혹은 경력만족감으

로 개인을 둘러싼 조직 특징과 개인 특징에 의해 개인이 지각하는 태도와 행동의 계를

환경 ,사회 맥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이런 종합 계를 선행연구를 토

로 변인간의 계를 설정하 다.

첫째,조직경력 리지원은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 련 선행연

구를 종합해보면,조직경력 리지원은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친다(강혜련,2007;

권정숙,2010,김보경,정철 ,2013;박용호,2010;윤하나,탁진국,2006;장은주,2008;장은주,

박경규,2005;조창 ,최무 ,2008;황애 ,2010;Gallanan&Greenhaus,1999;Greenhauset

al.,1990;Nabi,1999;Ngetal.,2005;Noe,1996;Wayneetal.,1999),Ng외(2005)는 2003년 이

까지 주 경력성공과 련 140편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조직경력지원에 해당하는 상

사의 지원과 교육 기술개발기회는 경력만족에 정 인 향을 다고 밝혔으며,김보경과 정

철 (2013)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내·외 논문 129편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도,조직경력

지원인 상사지원,훈련개발기회가 경력성공에 가장 정 인 향을 주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로틴 경력태도는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이와 련된

선행연구로 로틴 경력은 조직 내의 승진이나 연 상승이 아닌 심리 성공을 목표로 하는

개인의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주고 있음을 기업체 종사자를 상으로 하는 다수의

실증연구에서 밝 졌다(Briscoeetal.,2006;DeVos&Soens,2008;DiRenenzo,2010;Volcour

&Ladge,2008;김시진,김정원,2010;황애 ,2011).

셋째, 로틴 경력 리행동은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 로틴

경력 리행동의 하 구성요인은 련 선행연구를 종합 으로 분석한 결과, 로틴 경력기획행

동, 로틴 네트워킹행동, 로틴 기술개발행동이 해당된다.이런 행동들은 자신의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해 취하는 행동으로 주 경력성공에 정 으로 유의미한 향을 다.Barnett와

Bradley(2007)는 사회인지이론의 확장모델을 제시하면서 직장인을 상으로 경력 리행동이 경

력성공에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다고 밝혔다. 로틴 경력계획행동과 련해서는 박규경

(1999),윤하나(2005),이동하,탁진국(2008),정혜원(2000)의 연구에서 실증연구를 통해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다고 밝혔으며, 로틴 네트워킹행동 련해서는 Collins(1983),

Kirchmeyer(1998),Lyness와 Thompson(2000),Nabi(2003),Seibert 외(2001),Valcour와

Tolbert(2003),VanEmmerick(2004)의 연구에서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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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혔다.마지막으로 로틴 기술개발행동은 김성남과 이규만(2012),이기은(2008),Abele와

Spurk(2009),Abele외(2008),DeVos외(2009),Orpen(1994)의 연구에서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밝 졌다.

넷째,고용안정성은 로틴 경력태도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고용안정성(job

security) 하는 종업원에게 고용불안감을 증폭시키고,조직과 종업원 사이에 심리 계약 계

를 형성하게 하 다.종업원은 조직으로부터 심리 계약이 반되었다고 느끼면,작업태도가

소극 으로 변하게 되며,극심한 고용불안감은 무력감에 의해 주도성을 상실하게 된다. 련 선

행연구를 종합해보면,고용안정성에 의해 종업원의 태도와 련하여 상반된 다양한 주장이 있

지만,고용안정성은 심리 안정감에 기반을 주는 요한 변인으로 종업원의 로틴 경력태도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고용안정성은 조직경력 리지원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 련 선행연구

를 종합해보면,구조조정이나 다운사이징 등의 이유로 고용상실의 기에 처한 종업원들은 심

리 불안,배반감,실패감 직업 상실의 공포로 인한 조직경력 리지원 인식 수 은 낮아지

게 된다(박동훈,양효신,2002;Jacobson,1985;Lim,1996).

여섯째,조직경력 리지원은 로틴 경력태도를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 련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조직경력 리지원은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치며(Greenhausetal.,1990;Nabi,1999;Ngetal.,2005;Noe,1996;Wayneetal.,

1999;강혜련,2007;김보경,정철 ,2013;윤하나,탁진국,2006;조창 ,최무 ,2008;장은주,

2008;장은주,박경규,2005), 로틴 경력태도는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친다

(Aryeeetal.,1994;DeVos&Soens,2008;DiRenenzo,2010;Hall,1996;Hall&Chandler,

2005;Volcour&Ladge,2008;김시진,김정원,2010;김화경,2012;이 근,2012;이재 ,진성

미,2012).조직경력 리지원이 로틴 경력태도에 미치는 향 계에 한 연구는 미비하지만,

심리 계약 계가 시되는 로틴 경력시 에서는 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사이

에서 종업원 개인의 자기주도 이고 가치지향 태도는 정 인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일곱째,조직경력 리지원은 로틴 경력 리행동을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 련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조직경력 리지원은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치며(Gallanan&Greenhaus,1999;Greenhausetal.,1990;Nabi,1999;N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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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5;Noe,1996;Wayneetal.,1999;강혜련,2007;권정숙,2010,김보경,정철 ,2013;박

용호,2010;윤하나,탁진국,2006;조창 ,최무 ,2008;장은주,2008;장은주,박경규,2005;황

애 ,2010;), 로틴 경력 리행동은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친다(Abele&Spurk,

2009;Abele&Wiese,2008;Arthuretal.,2005;Blumberg&Pringle,1982;Briscoe&Hall,

2006;Collins,1983;DeVosetal.,2009;King,2004;Kirchmeyer,1998;Lyness&Thompson,

2000;Nabi,2003;Ngetal.,2005;Orpen,1994;Petersetal.,1980;Seibertetal.,2001;Van

Emmerick,2004;Valcour&Tolbert,2003;김성남,이규만,2012;박규경,1999;윤하나,2005;

이기은,2008;이동하,탁진국,2008;장은주,박경규,2005;정혜원,2000).조직경력 리지원이

로틴 경력 리행동에 미치는 계에 한 연구는 미비하지만,심리 계약 계가 시되는

로틴 경력시 에서는 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사이에서 종업원 개인이 자신의 경

력목표 달성을 한 극 인 행동은 정 인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여덟째, 로틴 경력태도는 로틴 경력 리행동을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 련 선행연구를 종합 으로 살펴보면, 로틴 경력태도는 주 경력성

공에 정 인 향을 미치며(Aryee,Chay&Tan,1994;Hall,1996;Hall&Chandler,2005),

로틴 경력태도는 로틴 경력 리행동에 정 향을 미치고 (Aveyetal.,2006,2008;

Barnett& Bradley,2007;Larson& Luthans,2006;Lent,2004,2005;Lent& Brown,2006;

Luthansetal.,2005,2007,2008;김주엽,김명수,2011), 로틴 경력 리행동은 주 경력성공

에 정 인 향을 미친다(Thomasetal.,2005;Wentling,1996;White,1995;)는 연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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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선행연구

조직경력 리지원

→주  경력성공

Greenhausetal.,1990Gallanan&Greenhaus,1999;

Nabi,1999;Ngetal.,2005;Noe,1996;Wayneetal.,

1999;강혜련,2007;권정숙,2010,김보경,정철 ,

2013;박용호,2010;윤하나,탁진국,2006;장은주,

2008;장은주,박경규,2005;조창 ,최무 ,2008;황

애 ,2010.

로틴 경력태도

→주  경력성공

Aryeeetal.,1994;DeVos&Soens,2008;DiRenenzo,

2010;Hall,1996;Hall& Chandler,2005;Volcour&

Ladge,2008;김시진,김정원,2010;김화경,2012;이

근,2012;이재 ,진성미,2012.

로틴 경력 리행동

→주 경력성공

Abele&Spurk,2009;Abele&Wiese,2008;Arthuret

al.,2005;Blumberg&Pringle,1982;Briscoe&Hall,

2006;Collins,1983;DeVosetal.,2009;King,2004;

Kirchmeyer,1998;Lyness& Thompson,2000;Nabi,

2003;Ngetal.,2005;Orpen,1994;Petersetal.,

1980;Seibertetal.,2001;Van Emmerick,2004;

Valcour&Tolbert,2003;김성남,이규만,2012;박규경,

1999;윤하나,2005;이동하,탁진국,2008;이기은,

2008;장은주,박경규,2005;정혜원,2000.

고용안정성→ 로틴 경력태도 Carol,1991,Hall&Moss,1999.

고용안정성→조직경력 리지원 Aselage&Eisenberger,2003;송지 ,2005.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주  경력성공
DeVos&Soens,2008;Park,2009

조직경력

리지원

→ 로틴 

경력 리행동

→주  

경력성공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 리행동
원상  &이지 ,2011

로틴 경력 리행동

→주  경력성공

Abele&Spurk,2009;Abele&Wiese,2008;Arthuret

al.,2005;Blumberg&Pringle,1982;Briscoe&Hall,

2006;Collins,1983;DeVosetal.,2009;King,2004;

Kirchmeyer,1998; Lyness&Thompson,2000;Nabi,

2003;Ngetal.,2005;Orpen,1994;Petersetal.,1980;

VanEmmerick,2004;Valcour&Tolbert,2003;Seibert

etal.,2001;김성남,이규만,2012;박규경,1999;윤하

나,2005;이동하,탁진국 2008;이기은,2008;장은주,

박경규,2005;정혜원,2000

조직경력 리지원→

주  경력성공

Gallanan&Greenhaus,1999;Greenhausetal.,1990;

Nabi,1999;Ngetal.,2005;Noe,1996;Wayneetal.,

1999;강혜련,2007;권정숙,2010;김보경,정철 ,

2013;박용호,2010;윤하나,탁진국,2006;장은주,

2008;장은주,박경규,2005;조창 ,최무 ,2008;황

애 ,2010;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주  경력성공

Lent,2004,2005;Lent&Brown,2006;

Barnett&Bradley,2007;DiRenenzo,2010

<표 Ⅱ-11>주  경력성공 련 변인들과의 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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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산업체 종사자의 주  경력성공과 련 변인 간의 계에 한 

가설  연구 모형 

III.연구 방법

1.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주 경력성공과 고용안정성,조직경력 리지

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의 인과 계를 구명하는데 있다.주 경력성

공에 향을 주는 변인을 종합 으로 고찰해본 결과,주 경력성공에 향을 주는 변인은

개인 특징과 조직 특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한 경력성공은 개인과 사회를 고려하여 맥

락 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다(Guns&Heslin,2005;Hughes,1937).이처럼 주

경력성공은 개인,조직,그리고 나를 둘러싼 사회와 연계된 근이 바람직하다.따라서 개

인 특징에 해당하는 변인으로 표 인 변인으로 이 연구에서는 로틴 경력태도와 로틴

경력 리행동이 해당되며,조직 특징에는 조직경력 리지원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

성을 반 하는 변인으로는 고용안정성이 해당된다.이러한 잠재변인들 간의 계에 한 선행

연구 고찰을 토 로 연구 모형을 [그림 III-1]과 같이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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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에 해당되는 주 경력성공은 자신과 계된 경력 사실에 해 느끼는 직무만족과

경력만족을 토 로 하되,우리나라의 경우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문화와 소속 집단 구성원

들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서 조직 내 직원들의 인식을 시하는 경향이 있다.그 기 때문에

주 경력성공을 측정할 때 자기기 과 더불어 타인비교기 을 함께 고려하여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주 경력성공은 직무만족과 경력만족을 기본 개념으로,자기 타인비교기

을 포함하여 객 기 만족,경력성장 만족,업무 만족,사회 계 만족으로 구인화 되었

다. 한, 로틴 경력 리행동도 선행연구고찰을 토 로 개인경력 리행동 에서 로틴 경력

에 을 두고 로틴 경력계획행동, 로틴 네트워킹행동, 로틴 기술개발행동으로 구인화

되었다.그 외 로틴 경력태도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지향성과 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주도 으로 리하고자 하는 자기주도성으로 구성되었고,조직경력 리지원은

조직차원에서 종업원이 경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업원 개인에게 조 인 경력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훈련개발기회와 상사의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 모형에 의하면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은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나타내고,고용안정성은 조직경력 리지원과 로틴 경

력태도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나타낸다. 한 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 간의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은 간 으로 정 인 향을 나타내고, 로틴 경력

태도와 주 경력성공간의 로틴 경력 리행동은 간 으로 정 인 향을 나타 낼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산업체 종사자들의 주 경력성공과 련 변인들 간의 가설 인 인과 계

모형은 변인들 간의 계를 측하기에 합할 것이다.

2.연구 상

이 연구의 모집단(population)은 우리나라 산업체에 종사하는 임 근로자다.우리나라 산업

체 종사자는 2009년 기 으로 체 23,800,000명이며,이 임 근로자는 체의 70.1%로

16,683,000명이다(한국고용정보원,2009).2009년도 한국고용정보원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 자

료 보고서를 통해 업종별 임 근로자수는 <표 Ⅲ-1>과 같다.

그러나 모집단인 우리나라 체 산업체 종사자 개인을 상으로 정보 수집 뿐 만 아니라 표

집은 불가능한 것이 실이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 표집(non-probabilitysampling)



- 73 -

순 업 종
임 근로자수

(천명)

체구성비

(%)

1 제조업 3,317 19.07

2 도매‧소매업 1,875 11.13

3 교육 서비스업 1,605 9.53

4 건설업 1,343 7.97

5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1,200 7.12

6 숙박  음식업 1,033 6.13

7 사업 시설 리‧사업지원 서비스 952 5.65

8 보건업  사회복지 931 5.53

9 운수업 783 4.65

10 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765 4.54

11 융 690 4.09

12 회  단체,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 675 4.00

13 출 , 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645 3.83

(표 계속)

<표 Ⅲ-1>업종별 임 근로자 수  비율 

에서 유의 표집(purposivesampling)을 사용하여 표집하 다.이 연구에서는 코참비즈

(http://www.korchambiz.net)에서 제공하고 있는 552,521개 기업체 리스트를 활용하여 표집

상을 선정하 다.코참비즈는 한상공회의소에서 운 하는 기업정보 사이트로 71개 상공회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가장 종합 이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제공한다.코참비즈 사이트

에서는 30 기업을 포함하여 소기업 벤쳐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기업과 공공기 에

한 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표 산업분류(KSIC,KoreanStandard

IndustrialClassification)를 기 으로 한 16개 업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목

에 맞게 체 산업을 포함한 표집이 가능하다고 단하 다. 한 업체별 종사자수 비율을

반 한 표집이 이 져야 하나,모집단 체 산업인 21개 업종 임 근로자의 비율이 체의

1%미만이거나 0%에 해당하는 업종까지 다양한 비 이 분산되어 있어서 종업원 정보 수집

표집이 용이하도록 임 근로자 비 이 체의 5% 이상이면서,임 근로자가 체 업체 비

의 상 5 까지로 제한하여 표집 상을 선정하 다.따라서 표집 상 업종은 제조업,도매 소

매업,교육 서비스업,공행정 국방 사회보장,건설업으로 한정하 다(<표 Ⅲ-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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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업 종
임 근로자수

(천명)

체구성비

(%)

14 부동산‧임 업 363 2.15

15 술‧스포츠  여가 련 서비스업 249 1.47

16 농업‧임업 145 0.86

17 기‧가스‧증기  수도사업 99 0.58

18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환경복원업 87 0.51

19
가구내 교육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구 

소비 생산활동
76 0.45

20 업 0 0.00

21 국제  외국기 0 0.00

합     계 16,833 100%

출처:한국고용정보원.(2009).2009년도 한국고용정보원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 자료 보고서.서울: 자.

표집 크기는 구조방정식에서 사용하게 될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ML)의 경우

200-400개 정도면 바람직하며,200여개 표본크기를 임계치로 사용하고 있다.여러 학자들의 의

견을 종합해보면 최소 150개 정도가 필요하며,표본이 다변량 정규성을 벗어나거나 모델이 복

잡 할수록 표본의 크기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우종필,2013),이 연구에서는 무응답이나

불성실 응답자가 있다는 등을 고려하여 5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도록 설계하 다.그러나

산업체 종사자 개인에 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코참비즈를 활용하여 업종별 기업단 로

표집을 하 다.기업 당 30명씩 설문 인원을 배정하여, 정표집 수 설문을 해서는 17개 기업

을 상으로 30명씩 설문지를 배포하도록 설계하 다.이 연구에서 표집 선정을 한 업종별

표본 수는 <표 Ⅲ-2>와 같다.선정된 기업에 하여는 방문,이메일 화연락을 통해 력

자를 섭외하고,섭외된 력자와는 미 과정을 통해 연구 목 과 설문시 유의 을 이해시킨

후 설문가능한 부수를 결정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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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환산구성비(%) 기업 표본수(개) 표본수(명)

제조업 35 6 180

도매‧소매업 20 3 90

교육 서비스업 17 3 90

건설업 15 3 90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13 2 60

총 100 17 510

<표 Ⅲ-2>업종별 표본 수

3.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 달성을 한 조사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 다.질문지는 고용안정성,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주 경력성공,인구통계학 특성

으로 구분된다.인구통계학 항목은 성별,나이,직무,직 ,근속년수,재직년수 근무회사

규모와 같은 기본 인 정보를 구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주 경력성공, 로틴 경력 리행

동은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문항을 추출하고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특성을 반 하여 산업체 종

사자를 상으로 측정이 합하도록 직 개발하 다.이 외의 조직경력 리지원과 로틴 경

력태도는 기존의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 고 고용안정성은 번안한 도구를 국내에서 타당성을

검증 받은 기존의 도구를 사용하 다.연구자가 직 개발하거나 번안한 문항은 인사업무 10년

이상 문가이면서, 어학 석사학 와 경 학 박사학 를 가진 직업교육 교수 1인, 장에서

경력 상담 인사업무 10년 이상 경험자이면서 교육학 박사수료생 1인,교육학 박사과정생 1

인을 상으로 9월 23일부터 30일 까지 검토와 수정과정을 실시하 다([부록 1]참조).연구자

가 개발한 도구와 기존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는 비조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후 해당 구인의 의미를 가잘 잘 설명하는 문항으로 수정하여 본조사에 활용되었다.연

구자가 개발한 주 경력성공 측정도구가 구인별 정의에 맞게 문항 설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그 외의 모든 변인의 측정문항의 진술이나 표 방식이 조사

상에 부합하도록 하게 되었는지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반 하 다.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표 III-3>와 같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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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구성요소 문항수 문항번호

종속변인
주  

경력성공

객  기  만족 8 Ⅰ.1~8

경력성장 만족 6 Ⅰ.9~14

업무 만족 4 Ⅰ.15-18

사회  계 만족 2 Ⅰ.19-20

독립변인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 8 Ⅱ.1-8

조직경력 리

지원

교육・훈련 개발기회 4 Ⅲ.1-4

상사의 지원 6 Ⅲ.5-10

로틴 

경력태도

자기주도성 8 Ⅳ.1-8

가치지향성 6 Ⅳ.9-14

로틴 

경력 리행동

로틴 경력계획행동 4 Ⅴ.1-4

로틴 네트워킹행동 4 Ⅴ.5-8

로틴 기술개발행동 4 Ⅴ.9-12

인구통계변인
성별,연령,결혼유무,근속년수,직 ,

직무,근무회사 규모
10 Ⅵ.1-10

<표 Ⅲ-3>조사도구(질문지)구성

비조사는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2013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 사

이에 5개 업체,150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질문지 배표 결과 총 140부가 회수되

었고,이 가운데 불성실 응답 8부를 제외하고 총132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비조사에

서는 주 경력성공과 련 변인들의 측정도구에 한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내 일치

도 계수(alpha)의 합성,수정된 항목- 체 상 에 의한 변별도 분석,문항 제거시 체 도구

의 신뢰도 계수를 높이는 문항에 한 수정보완 등이 이루어졌다.신뢰도 분석은 내 일치도

계수를 산출하여 검사도구 체의 신뢰도 수 을 확인하고,각 문항별 내 일치도 계수를 확

인하여 삭제 시 신뢰도가 향상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 다.문항 변별도는 문항- 체 상 이

유의하지 않거나 낮은 문항을 심으로 수정․보완하 다.구인타당도 검증을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본조사에서는 모든 측정도구에 하여 최종 으로 내 일치도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

고,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factoranalysis)을 통해 구인타당성을 확보하 다.확인 요

인분석에서는 표 화 재치(표 화회귀계수)가 0.5이상이면 구인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김계수,2010),보다 엄격하게는 표주화 재치가 0.7이상일 때 개별 측변수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배병렬,2011).이 연구에서는 0.7을 기 으로 하되 문항을 고려하여 일부 측

변수에 해서 0.6이상까지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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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주  경력성공 측정도구의 개발 차

가.주 경력성공의 측정도구

주 경력성공은 자신과 계된 경력 사실에 해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로,개인의 인식이

내포된 복잡하고 다차원 인 개념이다.주 경력성공 측정도구의 개발 차는 [그림 III-2]와

같이 구인화, 비문항 작성,내용타당도 검증, 비조사 본조사의 과정으로 수립하 다.

1)구인화

일반 인 표 화 검사도구 개발 과정에서 의미하는 구인화 단계의 목 은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구인개념을 표 하는 하나 는 그 이상의 행동유형을 악하여 조작 으로 정의함으

로써 이 후 구체 인 검사개발의 자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이순묵,이 건,1998).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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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성공은 심리 경력을 기본으로(Millicent,1993),자신과 계된 경력 사실에 해 느끼는 감

정이나 태도를 의미한다.주 경력성공의 구성요소는 <표 Ⅱ-1>에서 종합 으로 분석된 내

용을 정리해보면,경력만족을 주 경력성공의 표 구성요소로 보고 있는 ,일부 연구에서

직무만족을 주 경력성공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자신이 체 경력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변화된 직무에 응이 안되어 직무만족이 낮을 수도 있고,반 로 직무

만족은 높아도 경력만족은 낮을 수 있으며,미래의 경력기회에 제한된 직무는 경력성공에 한

만족감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직무만족만을 주 경력성공의 구성요소로 볼 경우 제한 이 크

다는 (Heslin,2005),고용가능성은 주 경력성공보다는 고용주의 단에 의해 이 지는 객

경력성공의 구성요소에 더 가깝다는 에 의해 주 경력성공에 고용가능성을 제외한

요인인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으로 구성될 수 있다.측정도구로는 주 경력성공 련 선행연

구에서 경력만족은 Greenhaus외(1990)의 측정도구가 표 으로 사용되며,직무만족은 Judge

외(1994)의 통합 질문으로 ‘직무에 만족한다.혹은 아니다.’형태의 측정이 다수이지만 측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구체화하기 하여 직무만족의 표 측정도구인 Smith외(1969)의 JDI(job

descriptiveindex)도구를 사용하여 보완하 다.그러나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의 하 요인을 분석

해보면 여와 승진에 한 공통 요인이 있음을 알게 된다.경력만족의 구성하 요인은 체

경력성공 도달여부,경력 목표 달성 과정,임 ,승진,새로운 기술과 능력 개발 향상으로 구성

되며,직무만족은 일 업무에 한 만족감,상사나 동료에 한 만족감,임 승진에 한 만

족감으로 구성된다.따라서 주 경력성공의 측정변인은 [그림 III-3]과 같이 복 측정의 문

제를 해결하고,직무만족과 경력만족 두 구성요인을 기본 제로 하여,승진이나 여와 같은

객 기 만족 지표,상사나 동료와의 계에 해당되는 사회 계 만족 지표,경력과정이

나 기술 향상 정도에 해당하는 경력성장 만족 지표,업무 만족 지표로 재구성 할 수 있다.

한,주 경력성공은 개인의 만족감이지만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의 향,개인과 사회

의 계의 향을 받게 된다(Haughes,1937,Heslin,2003).사회비교이론에서도 사람들은 사회

그룹 내 남과 비료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Festinger,1954).

자신의 경력속도,연 ,승진 등을 동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고,조 하게 된다

는 것이다(Adams,1965;Lawrence,1984;Mumford,1983).경력성공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자

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기 이 되기 때문에 주 경력성공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타인 기 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Kirchmeyer,1998;Turban& Dougherty,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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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주  경력성공의 구인화

Heslin(2005)은 이런 으로 자신의 경력성공을 평가할 때 남과 비교하여 평가한다고 주장하

며 주 경력성공을 자기기 ,타인비교기 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주 척도와 객 척

도로 구분하여 자기기 주 척도,자기기 객 척도,타인비교기 주 척도,타인

비교기 객 척도 4가지 형태의 주 경력성공 기 을 재정립 하 다(<표 Ⅱ-3>참조).

한편 우리나라는 집단주의와 비교를 통한 체면을 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주 경력성공에

자기기 뿐만 아니라 타인비교기 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

와 우리나라 종업원의 사회 문화 맥락을 고려하여 주 경력성공의 개념은 [그림 III-3]과

같이 구인화 하 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의 주 경력성공은 직무만족과 경력만족을 토 로 자기기 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과 타인비교기 ,즉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객 기

만족,경력성장 만족,업무 만족,사회 계 만족으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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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문항 작성

개념 구인화 모형을 토 로 주 경력성공 측정을 한 비문항을 작성하 다.주

경력성공은 선행연구를 종합 으로 분석한 결과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을 함께 구성하여 측정하

는 것이 타당화다고 결정하 다(<표 II-1>참조).Judge외(1994),Seibert외(1999),Seibert와

Kraimer(2001),의 학자들도 주 경력성공은 직무만족과 경력만족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

화다고 주장하 다. 한 사회비교이론과 우리나라 집단문화와 유교 체면문화를 토 로 자기

기 뿐만 아니라 타인비교를 통해 경력성공을 인식하게 되는데,Heslin(2003,2005)의 연구에서

주 경력성공을 자기기 주 척도,자기기 객 척도,타인비교기 주 척도,

타인비교기 객 척도로 주 경력성공 측정 개념에 한 재정립한 기 을 토 로 하

다(<표 Ⅱ-3>참조).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인화 모형을 토 로 객 기 만족,경력성장

만족,업무 만족,사회 계 만족으로 하 측정 변수를 구성하 다.

경력만족은 Greenhaus외(1990)가 개발한 측정도구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

아왔다(Abele& Spurk,2009b;Boudreauetal.,2001;Judgeetal.,1994;Lounsburyetal.,

2003;Scottetal.,2001;VandenBos,2012;오은혜,탁진국,2011;윤하나,탁진국,2006;장은

주,박철규,2005;조창 ,최무 ,2008).문항 구성은 체 자신의 경력 도달에 한 만족감,경

력 목 에 도달하기 한 경력 과정에 한 만족감,수입에 한 만족감,승진에 한 만족감,

기술향상에 한 만족감으로 5문항으로 구성된다.직무만족은 Smith 외(1969)의 JDI(job

descriptiveindex)를 사용하 다.일 자체(work),상사(supervision),승진(promotion), 여(pay),

동료(co-worker)에 한 만족감으로 5문항으로 구성된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 경력성

공의 하 구성요소로 가장 보편 이면서도 타당성을 검증받아온 측정도구인 Greenhaus외

(1990)의 경력만족 측정도구를,직무만족은 Smith외(1969)의 JDI(jobdescriptiveindex)를 사용

하 다.

비문항 작성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력만족,직무만족의 하 측정요인을 분석해보

면 수입과 승진 문항이 복되어 측정되기 때문에,하 측정요인을 다시 재분류하면 객

기 만족,경력성장 만족,업무 만족,사회 계 만족으로 구분되고,타인비교기 과 자기기

모두를 각 하 측정 요소에 반 하 다.타인비교기 은 ‘나의 동료와 비교해서~’로 시

작되며,자기기 문항과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게 된다.따라서 주 경력성공의 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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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객 기 만족 8문항,경력성장 만족 6문항,사회 계 만족 4문항,업무 만족 2문

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 다.응답 방식은 5 Likert척도로 구성되며, 그 지 않다

(1),그 지 않다(2),보통이다(3),그 다(4),매우 그 다(5)로 구성되었다.

3)내용타당도 검증

연구자가 설계한 주 경력성공의 측정을 한 비문항이 실제로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종

사자가 응답하기에 한지에 하여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내용타당도 검토는 장 인

사 업무 담당 경험이 10년 이상이면서 어학 석사와 경 학 박사학 를 가진 직업교육 교수 1

인, 장에서 인사 직업 상담 경험이 10년 이상의 문가 1인,산업인력개발 박사과정생 2인

을 상으로 개발된 문항이 산업체 종사자가 응답하기에 합한지,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

한지 등을 검토하 다.

검토 결과 경력만족 측정에서 ‘진 해온 경력(승진,수입)’이라는 표 에서 진(progress)이

라는 표 이 다소 어색하고 모호하다는 지 을 토 로 ‘내가 이루어온 경력(승진,수입)’으로 정

정하 다.직무만족 측정에서도 ‘일 자체’라는 표 이 구분이 다소 모호 하다는 지 으로 인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 정정하 다.이러한 검토 결과를 반 하여 비문항을 수정하고

비조사 질문지를 작성하 다([부록 2]‘비조사 도구’참조).

4) 비조사  본조사 

비조사 자료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 분석,문항- 체 상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연구자

가 이론 고찰을 토 로 구인화한 ‘주 경력성공’20문항 체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내

일치도 계수(alpha)는 0.90으로 비교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으며,측정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Ⅲ-4>와 같이 객 기 만족 0.90,경력성장 만족 0.87,사회 계 만족 0.87,업무 만

족 0.80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내 일치도(Cronbach'alpha)를 분석한

결과 각 문항을 제거할 경우 신뢰도 계수가 높아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서

로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문항 변별도를 단하기 해 ‘수정된 항목- 체 상

계(각 문항과 나머지 문항들의 합과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체 20문항에 해 모두

높은 상 (0.50이상)을 보 으며,측정변인별로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변별도가 확보되었다.

객 기 만족은 0.580-0.779,경력성장 만족은 0.518-0.720,사회 계 만족은 0.622-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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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만족은 모두 0.668로 상 계 나타나 각 문항은 해당 역과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

낸다고 분석되었다([부록 3-1]참조).

구분
내 일치도 계수(Cronbach⍺)

비조사(n=132) 본조사(n=407)

객 기 만족 0.900 0.908

경력성장 만족 0.867 0.872

사회 계 만족 0.867 0.848

업무 만족 0.801 0.814

주 경력성공 0.900 0.907

<표 Ⅲ-4>주  경력성공 척도의 신뢰도 계수

요인추출방식으로 주성분분석,요인회 방식으로 베리맥스(varimax)를 사용하고,고유값 1을

기 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요인 1‘객

기 만족’의 고유치는 7.079,설명량은 35.397%이었고,요인 2‘경력성공 만족’의 고유치는

3.206,설명량은 16.030%,요인 3‘사회 계 만족’의 고유치는 2.260,설명량은 11.300%,요인

4‘업무 만족’의 고유치는 1.063,설명량은 5.313%로 나타났다.따라서 본조사에서는 문항의 표

만을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 다(<표 Ⅲ-5>참조).

본조사에서는 주 경력성공에 하여 최종 수정된 문항의 신뢰도 분석과 구인타당도를 검

증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factoranalysis)을 실시하 다.주 경력성공

20문항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내 일치도 계수(alpha)는 0.907로 높게 나타났으며,측정구인

별 내 일치도 계수 역시 객 기 만족 0.908.경력성장 만족 0.872,사회 계 만족 0.848

,업무 만족 0.814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표 Ⅲ-4>참조).주 경력성공에 한 확인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Ⅲ-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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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비조사(n=132)

요인1
(객  기  만족)

요인2
(경력성장 만족)

요인3
(사회  계 만족)

요인4
(업무 만족)

01 .690 .041 .155 .224

02 .687 -.067 .124 .307

03 .777 .058 .327 .065

04 .658 .191 .130 -.007

05 .814 -.028 .233 .119

06 .809 .215 .154 -.399

07 .788 .320 .022 -.149

08 .767 .262 -.129 .130

09 .073 .768 -.097 -.007

10 .076 .700 .172 .072

11 .130 .718 -.043 .234

12 .306 .831 .175 .152

13 .255 .742 .226 -.273

14 -.053 .760 -.184 .087

15 .185 .106 .844 .068

16 .187 .080 .834 .002

17 .150 -.086 .783 .066

18 .039 -.003 .818 .100

19 .243 .460 .286 .622

20 .434 .329 .291 .580

고유값 7.079 3.206 2.260 1.063

설명변량(%) 35.397 16.030 11.300 5.313

변량(%) 35.397 51.427 62.727 68.040

<표 Ⅲ-5>주  경력성공의 탐색  요인분석 결과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미하게 재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측정변인별 요인 재량(표 화회귀계수)은 객 기 만족 0.546-0.823,경력성장

0.532-0.797,사회 계 만족 0.524-0.944,업무만족 0.821-0.840으로 모두 0.5이상으로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모형의 합도도 RMR=0.049,GFI=0.895,IFI=0.941,

CFI=0.940으로 합하게 나타났다.이에 따라 본래의 측정도구를 최종 분석 도구로 사

용하 다.따라서 주 경력성공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구인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Ⅲ-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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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C.R.

객 기 만족

문항 01

문항 02

문항 03

문항 04

문항 05

문항 06

문항 07

문항 08

0.964 0.659 0.080 12.106***

1.201 0.767 0.087 13.839***

0.746 0.546 0.074 10.088***

0.810 0.623 0.071 11.452***

1.328 0.823 0.091 14.632***

1.173 0.813 0.055 21.223***

1.133 0.782 0.069 16.400***

1.000 0.707 - -

경력성장만족

문항 09

문항 10

문항 11

문항 12

문항 13

문항 14

0.941 0.744 0.063 14.899***

1.083 0.797 0.068 16.042***

1.025 0.759 0.067 15.213***

0.604 0.532 0.059 10.313***

0.837 0.696 0.060 13.856***

1.000 0.767 - -

사회 계만족

문항 15

문항 16

문항 17

문항 18

2.090 0.944 0.181 11.519***

1.015 0.549 0.071 14.194***

2.082 0.931 0.181 11.522***

1.000 0.524 - -

업무만족

문항 19

문항 20

1.127 0.840 0.072 15.584***

1.000 0.821 -

<표 Ⅲ-6>주  경력성공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주 1)합도 지수:RMR=0.049,GFI=0.895,IFI=0.941,CFI=0.940,NFI=0.914

2)유의도:***=P<0.001

나.고용안정성 측정 도구

고용안정성(jobsecurity)은 근로자가 원하는 한 재의 일을 직장에서 계속할 수 있다는 기

감으로(Chant,1958),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직무 수행에 한 안정을 바라는 기 감이

다(Davy,Kinicki&Scheck,1997; 상길,백운정,1999;최 희,임상훈,2012;).이 연구에서

고용안정성 측정은 Caplan외(1975)의 직장상실에만 을 두고 있다는 지 사항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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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ford외(1989)의 JIS(JobInsecurityscale)는 다차원 인 복합척도를 반 하 다.이 연구에

서는 최 희,임상훈(2012)의 도구를 사용하 다.최 희와 임상훈(2012)는 Ashford외(1989)의

JIS(JobInsecurityscale)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국내에서 타당성을 검증 받은 도구

이다.문항은 승진 락 가능성,사람들에게 미치는 향력의 축소가능성,퇴출 상자가 될 가

능성,비 없는 일을 맡을 가능성,원하지 않는 퇴직 압력 가능성, 여의 불안정성, 직 보

다 낮은 직 에 배치될 가능성,부서가 없어질 가능성으로 총 8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일

역이다.응답 범 는 5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고용안정성 측정 도구는 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 다. 비조사 자료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표 Ⅲ-7>과 같이 내 일

치도(alpha)는 0.875로 비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8번 문항의 경우 삭제 시 내 일치도 계

수가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문항- 체 상 은 0.468-0.799로 상 계가 나타났다.

문항 6과 문항 8의 상 이 각각 0.491,0.468로 상 으로 낮은 상 계를 보이고 있다([부록

3-2]참조).

구분
내 일치도 계수(Cronbach⍺)

비조사(n=132) 본조사(n=407)

고용안정성 0.875 0.843

<표 Ⅲ-7>고용안정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

구인타당도 확인을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0.5이상

이었으며,8개 문항은 고용안정성을 55.001%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8>참조).

구분 문항01 문항02 문항03 문항04 문항05 문항06 문항07 문항08

비

조사

(n=132)

요인
재값

0.643 0.764 0.873 0.834 0.831 0.599 0.761 0.565

공통
변량

0.413 0.583 0.762 0.695 0.691 0.358 0.579 0.319

고유치:4.400 설명량:55.001% 변량:55.001%

<표 Ⅲ-8>고용안정성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결과

본조사에서는 8문항에 하여 내 일치도는 0.843으로 비교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Ⅲ-7>

참조).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 변인별 요인 재량(표 화회귀계수)은 0.383-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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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모형 합도는 RMR=0.045,GFI=0.927,IFI=0.923,CFI=0.922로 합하게

나타났다.이에 따라 본래의 측정도구를 최종 분석 도구로 사용하 다.따라서 고용안정

성 측정도구는 신뢰도와 구인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표 Ⅲ-9>참조).

측정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C.R.

문항 01

문항 02

문항 03

문항 04

문항 05

문항 06

문항 07

문항 08

1.000 0.404 - -

1.380 0.647 0.186 7.436

2.061 0.863 0.255 8.088***

1.608 0.744 0.207 7.788***

1.930 0.833 0.240 8.026***

0.808 0.383 0.141 5.730***

1.325 0.647 0.178 7.439***

1.291 0.493 0.195 6.621***

<표 Ⅲ-9>고용안정성 측정도구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주 1)합도 지수:RMR=0.045,GFI=0.927,IFI=0.923,CFI=0.922

2)유의도:***=P<0.001

다.조직경력 리지원의 측정도구

조직경력 리지원은 조직차원에서 종업원이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의 경력지원

정책과 제도를 포함한 조 지원을 의미한다.하 개념에는 상사의 지원과 교육․훈련 개발

기회가 해당된다.이 연구에서 교육․훈련 개발 기회는 강혜련(2007)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Threnou와 Conroy(1994)의 측정 도구를 번안하여 국내 사정과 연구 상에 맞게 수정하여 4문

항으로 구성하 으며,상사의 지원은 Greenhaus와(1990)의 측정 도구를 장은주(2003)가 번안

수정하여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 다.이 도구는 6문항으로 구성되며,5 리커트 척도로 체

크하도록 하 다.

이 연구에서 조직경력 리지원 측정도구는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상사의 지원,교

육․훈련 개발 기회 두 가지의 측변인으로 구성된다.조직경력 리지원 측정 도구는 비조

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 다. 비조사 자료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10문항 체의 내

일치도(alpha)는 0.906으로 비교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측 변인별 내 일치도는 상사의 지

원 6문항은 0.936,교육․훈련 개발 기회 4문항은 0.885비교 양호하게 나타났다.본조사 자료

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조직경력 리지원 10문항 체의 내 일치도는 0.916으로 비교 높



- 87 -

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측정변인별 내 일치도 상사의 지원 0.941,교육․훈련 개발 기회

0.893로,조직경력 리지원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내 일치도 계수(Cronbach⍺)

비조사(n=132) 본조사(n=407)

상사의 지원 0.936 0.941

교육․훈련 개발 기회 0.885 0.893

조직경력 리지원 0.906 0.916

<표 Ⅲ-10>조직경력 리지원 척도의 신뢰도 계수

문항의 변별도를 단하기 해 문항- 체 상 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 각 문항은 해당

역과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내 변별도가 확보되었다.상사의 지원은 0.749-0.873,교육․훈

련개발기회는 0.709-0.775로 비교 높은 상 계를 나타내었다([부록3-3]참조).다음으로 요인

추출방식으로 주성분분석,요인회 방식으로 배리맥스를 실시하 다.고유값 1을 기 으로 분석

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표 Ⅲ-11>참조), 비조사에서 결과가 하게 나왔기

때문에 본조사에서는 문항의 표 만을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 다.

문항
비조사(n=132)

요인1(교육․훈련개발기회) 요인2(상사의 지원)

문항 05 .922 .097

문항 06 .902 .126

문항 04 .867 .104

문항 03 .836 .243

문항 02 .794 .286

문항 01 .779 .267

문항 07 .167 .856

문항 09 .168 .850

문항 08 .230 .841

문항 10 .137 .827

고유값 5.461 2.113

설명변량(%) 54.614 21.131

변량(%) 54.614 75.745

<표 Ⅲ-11>조직경력 리지원의 요인분석 결과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미하게 재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측정변인별 요인 재량(표 화회귀계수)은 상사의 지원 0.802-0.864,교육·훈련 개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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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812-0.864로 하게 나타났다.모형 합도도 RMR=0.041,GFI=0.889,IFI=0.940,

CFI=0.940로 하게 나타났다.이에 따라 본래의 측정도구를 최종 분석 도구로 사

용하 다.따라서 조직경력 리지원 측정도구는 신뢰도와 구인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

다(<표 Ⅲ-12>참조).

측정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C.R.

교육·훈련개발기회

문항 01

문항 02

문항 03

문항 04

1.000 0.814 - -

0.989 0.802 0.055 17.881***

1.019 0.864 0.052 19.620***

0.972 0.814 0.053 18.251***

상사의 지원

문항 01

문항 02

문항 03

문항 04

문항 05

문항 06

1.000 0.812 - -

1.053 0.818 0.054 19.332***

1.146 0.871 0.054 21.236***

1.026 0.836 0.051 19.975***

1.160 0.901 0.052 22.361***

1.156 0.878 0.054 21.501***

<표 Ⅲ-12>조직경력 리지원 측정도구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주 1)합도 지수:RMR=0.041,GFI=0.889,IFI=0.940,CFI=0.940;

2)유의도:***=P<0.001

라. 로틴 경력태도의 측정도구

로틴 경력은 조직 내의 승진보다는 심리 성공을 목표로 하며,경력 주체가 조직이 아닌

개인이라고 하 다.핵심가치는 자유와 성장이며 객 성공보다는 주 성공을 시하는

개념이다(Hall&Mirvis,1996). 로틴 경력의 하 개념으로 자기주도성(self-directed)과 가치

지향성(value-driven)이 해당된다(Briscoe&Hall,2006;Hall,2003;Rousseau,1995).이 연구에

서는 Briscoe외(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로틴 경력태도 측정(Proteancareerattitudescale)

도구를 번안하여 자기주도성 8문항,가치지향성 6문항으로 구성하 다.문항은 5 리커트 척

도로 체크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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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일치도 계수(Cronbach⍺)

비조사(n=132) 본조사(n=407)

가치지향성 0.871 0.843

자기주도성 0.843 0.812

로틴 경력태도 0.889 0.853

<표 Ⅲ-13> 로틴 경력태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

비조사 자료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로틴 경력태도 14문항 체의 내 일치도(alpha)

는 0.889로 비교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측정 변인별 내 일치도는 자기주도성 8문항

0.871,가치지향성 6문항은 0.843으로 나타내었다.문항- 체 상 분석 결과 자기주도성은

0.502-0.783,가치지향성은 0.568-0.700으로 변별도가 확보되었다([부록 3-4]참조).문항 제거 시

신뢰도 증가하는 문항이 없었다.다음으로 타당성 확보를 해 요인추출방식으로 주성분 분석,

요인회 방식으로 베리맥스를 사용하고,고유값 1을 기 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2개의 요

인이 추출되었으며,요인 재값이 역별로 0.5이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표 Ⅲ-14>참

조).이러한 결과를 반 하고 문항의 표 을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수정하여 본조사에

활용하 다.

문항
비조사(n=132)

요인1(가치지향성) 요인2(자기주도성)

문항-13

문항-12

문항-14

문항-10

문항-09

문항-11

.054 .845

.007 .825

.143 .762

.255 .654

.346 .614

.336 .594

문항-05

문항-07

문항-06

문항-01

문항-04

문항-03

문항-02

문항-08

.862 .135

.715 .181

.710 .312

.709 .173

.707 .146

.690 .354

.649 -.014

.503 .447

고유값

설명변량(%)

변량(%)

2.031

14.505

14.505

5.859

41.850

56.355

<표 Ⅲ-14> 로틴 경력태도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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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 자료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로틴 경력태도 14문항 체의 내 일치도는 0.853으

로 비교 양호했다.측정변인별 내 일치도 자기주도성 0.812,가치지향성 0.843으로 높게 나

타내어, 로틴 경력태도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Ⅲ-13>참조).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미하게 재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측정변인별 요인 재량(표 화회귀계수)은 자기주도성은 0.478-0.754,가치지향성은

0.564-0.683으로 나타났다.모형 합도는 RMR=0.044,GFI=0.926,IFI=0.933,CFI=0.932로

하게 나타났다.이에 따라 본래의 측정도구를 최종 분석 도구로 사용하 다.따라서

로틴 경력태도 측정도구는 신뢰도와 구인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표 Ⅲ-15>참조).

측정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C.R.

자기주도성

문항 01

문항 02

문항 03

문항 04

문항 05

문항 06

문항 07

문항 08

1.000 0.530 - -

0.902 0.591 0.104 8.659
***

1.128 0.618 0.099 11.373***

1.146 0.706 0.121 9.478***

1.196 0.754 0.122 9.828***

1.226 0.710 0.128 9.612***

1.044 0.716 0.108 9.648
***

0.932 0.478 0.124 7.521***

가치지향성

문항 09

문항 10

문항 11

문항 12

문항 13

문항 14

1.000 0.683 -

0.958 0.656 0.092 10.410
***

0.785 0.563 0.086 9.126***

0.928 0.660 0.087 10.632***

0.900 0.642 0.088 10.257***

0.791 0.564 0.086 9.170***

<표 Ⅲ-15> 로틴 경력태도 측정도구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주 1)합도 지수:RMR=0.044,GFI=0.926,IFI=0.933,CFI=0.932;

2)유의도:***=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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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로틴 경력 리행동 측정도구와 개발 차 

마. 로틴 경력 리행동의 측정도구

로틴 경력 리행동 로틴은 커리어 에서 개인의 심리 경력 성공을 궁극 인 경력

목표로 두고,이를 달성하기 해 취하는 경력 리행동을 의미한다. 로틴 경력 리행동의 기

본 이론 배경은 개인경력 리행동에서 시작되지만,개인경력 리행동은 개인이 심이 되어 경

력을 리하는 행동으로,경력 목표가 조직과 일치될 수도 있고 혹은,객 경력성공을 추구

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하고 넓은 의미의 경력 리행동이 포함된다.따라서 이 연구에 합한

로틴 경력 리행동 측정도구 개발 차는 [그림 Ⅲ-4]와 같이 구인화, 비문항 작성,내용타당

도 검증, 비조사 본조사의 과정을 통해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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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로틴 경력 리행동 개념  구인화 

1)구인화

로틴 경력 리행동은 로틴 커리어 에서 개인의 심리 경력 성공을 궁극 인 경력

목표로 두고,이를 달성하기 해 취하는 경력 리행동을 의미한다.선행연구에서 <표 Ⅱ-8>과

같이 개인경력 리행동은 다양하게 학자마다 정의되고,측정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은 개인 심의 심리 성공을 추구하는 경력 리행동이다.특히, 로틴 경력 리

행동은 과거의 종신 고용이 가능하던 고용환경과는 달리 개인의 고용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환경 변화에 의해 인에게 요구되는 경력 리행동이 된다.이런 환경 변화로 등장한 뉴커

리어의 표 경력으로 무경계 경력과 로틴 경력이 있는데,무경계 경력은 고용가능성 확

를 통해 객 경력성공의 가능성과 기회를 획득하는데 을 두고 있기 때문에 로틴 경력

과는 차이가 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표 Ⅱ-8>에서 개인경력 리행동의 구성 요소 ,무경

계 경력에 보다 가까운 경력 리행동을 제외하고, 로틴 경력 리행동 하 요인과 개념을 개

인경력 리행동과 차별화하여 개념을 정의하 다(<표 Ⅱ-9>참조).따라서 로틴 경력 리행

동은 개인경력 리행동이지만 로틴 경력 에 을 두는 로틴 경력계획행동, 로틴 기

술개발행동, 로틴 네트워킹행동으로 구성되며, 로틴 경력 리행동의 특징은 심리 경력성

공을 궁극 인 목표로 행하는 행동으로,승진이나 자신의 객 경력 성공을 해 상사에게

자신의 성과나 열망을 인지시키는 가시화 행동,이직을 한 계획 보유 이직에 필요한 기술

경험 보유를 한 유동화 행동은 무경계 경력행동과는 경력 의 차이가 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로틴 경력 리행동은 [그림 Ⅲ-5]과 같이 로틴 경력계획행동, 로틴 네트워킹

행동, 로틴 기술개발행동으로 구인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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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문항 작성

개념 구인화 모형을 토 로 로틴 경력 리행동 측정을 한 비문항을 작성하 다.하

개념에 해당하는 로틴 경력계획행동은 Barnett와 Bradley(2007), Claes와

Ruiz-Quintanilla(1998),Orpen(1994),Strass외(2012)의 경력계획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재구성

하 고, 로틴 네트워킹행동은 King(2004),Noe(1996),Sturges외(2000,2002)의 연구에서 사

용한 Gould와 Penley(1984)의 CSI(Career Strategies Inventory)측정도구와 Claes와

Ruiz-Quintanilla(1998),Strass외(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Penley와 Gould(1981)의

네트워킹 행동 척도를 토 로 재구성하 으며, 로틴 기술개발행동은 Sturges와(2002)와

Claes와 Ruiz-Quintanilla(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Gould와 Penley(1981)의 측정도구와

Barnett와 Bradley(2007)의 측정도구를 참조하 다. 로틴 경력 리행동의 하 요소를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종합 으로 분석한 내용은 <표 Ⅲ-16>과 같다. 로틴 경력계획행동은 개

인의 경력목표 달성을 해 자신의 능력과 기회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하는 행동이

며,네트워킹행동은 개인과 다른 행 자와의 연결 계로,조직 내 재 업무와 직 으로

련된 연결보다는 개인 경력 성장을 해 필요한 외부 문가 다양한 친선 계를 한 네

트워킹 행동이고,기술개발행동은 개인의 경력 목표 달성 미래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지식을 향상하기 한 행동으로 정의하 다.

문항 개발은 조작 정의를 토 로 체 문항에서 로틴 경력의 목표에 해당하는 심리 성

공을 추구하는 경력 리행동 문항을 공통 으로 추출하고,조직지향 행동 객 경력성

공을 추구하는 문항을 제외한 후,재구성한 문항을 문가 검토 시행 후 확정하 다([부록 1]

참조).재구성된 문항은 로틴 경력계획행동 4문항, 로틴 네트워킹행동 4문항, 로틴 기술개

발행동 4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하 다.진단 도구의 반응 양식은 5 리커트 척도에 의

해 ‘매우 그 지 않다(1)’,‘그 지 않다(2)’,‘보통이다(3)’,‘매우 그 다(4)’,‘매우 그 다(5)’로 체

크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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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도구 개발 련 

선행연구
문항수 조작된 정의

개발 

문항 수

로틴

경력계획

행동

Claes&

Ruiz-Quintanilla(1998)
3

심리  성공을 목표로 개인의 

성장과 자유를 핵심가치에 

두고,자신의 경력목표를 

설계하는 행동

4
Orpen(1994) 5

Barnett&Bradley(2007) 5

Strassetal.(2012) 4

로틴

네트워킹

행동

Noe(1996) Gould

&

Penley

(1984)

7
개인의 심리  성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친선 계를 

통해 개인의 경력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계를 맺고 

조언을 구하는 행동 

4

King(2004)

Sturgesetal.

(2000,2002)

Claes&

Ruiz-Quintanilla

(1998)

Penley

&

Gould

(1981)

2

Strassetal.

(2012)

로틴

기술개발

행동

Strasset

al.(2012)
Penley

&

Gould

(1981)

3

미래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지식을 향상하기 

한 행동으로,개인의 심리  

성공을 해 장기  의 

경력 리를 해 지식  기술 

습득을 해 노력하는 행동

4
Claes&

Ruiz-Quintanilla

(1998)

Barnett&Bradley(2007) 6

<표 Ⅲ-16> 로틴 경력 리행동 문항 추출에 사용된 선행연구       

3)내용타당도 검증

연구자가 설계한 로틴 경력 리행동의 측정을 한 비문항이 실제로 산업체에서 근무하

는 종사자가 응답하기에 한지에 하여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내용타당도 검토는

장 인사 업무 담당 경험이 10년 이상이면서 어학 석사와 경 학 박사학 를 가진 직업교육

교수 1인, 장에서 인사 직업 상담 경험이 10년 이상의 문가 1인,산업인력개발 박사과정

생 2인을 상으로 개발된 문항이 산업체 종사자가 응답하기에 합한지,내용이 이해하기 쉽

고 명확한지 등을 검토하 다.

검토 결과 측정변인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분명한 문항으로 구성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 의견이 제시되었다.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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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로틴 경력계획행동 측정에서 ‘미래의 경력 계획’을 ‘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사

하더라도’로 정정하 으며, 로틴 네트워킹행동에서 ‘조직 내․외의 사람들’을 조작 정의에

의한 명확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경력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정정하 다.이러한

검토 결과를 반 하여 비문항을 수정하고 비조사 질문지를 작성하 다([부록2]‘비조사 도

구’참조).

4) 비조사  본조사

비조사 자료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 분석,문항- 체 상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먼 ‘

로틴 경력 리행동’12문항 체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내 일치도 계수(alpha)는 0.902로

비교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으며,측정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Ⅲ-17>와 같이 로틴 경력

계획행동 0.821, 로틴 네트워킹행동 0.900, 로틴 기술개발행동 0.801로 나타났다.문항 변별

도를 단하기 해 문항- 체 상 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 각 문항은 해당 역과 유의

미한 상 계를 나타내 변별도가 확보되었다. 로틴 경력계획 0.575-0.769, 로틴 네트워킹

0.603-0.675, 로틴 기술개발 0.543-0.692로 상 계 나타났다.‘수정된 항목- 체 상 계(각

문항과 나머지 문항들의 합과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체 12문항에 해 모두 높은 상

(0.50이상)을 보 으며,측정변인별로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변별도가 확보되었다.’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내 일치도(Cronbach'alpha)를 분석한 결과 각 문항을 제거할 경우 신뢰도 계수

가 높아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서로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3-5]참조).

구분
내 일치도 계수(Cronbach⍺)

비조사(n=132) 본조사(n=407)

로틴 경력계획 0.821 0.822

로틴 네트워킹 0.900 0.882

로틴 기술개발 0.801 0.789

로틴 경력 리행동 0.902 0.885

<표 Ⅲ-17> 로틴 경력 리행동 척도의 신뢰도 계수

그리고 요인추출방식으로 주성분분석,요인회 방식으로 베리맥스(varimax)를 사용하여,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 요인 1 로틴 네트워킹의 고유치는 5.922,설명량은

49.346%이었고,요인 2 로틴 기술개발의 고유치는 1.752,설명량은 14.600%,요인 3 로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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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계획의 고유치는 0.846,설명량은 7.047%로 나타났으며, 설명량은 70.993%로 나타났다

(<표 Ⅲ-19>참조).

문항

비조사(n=132)

요인1

(로틴 네트워킹)

요인2

(로틴 기술개발)

요인3

(로틴 경력계획)

문항-06 0.889 0.176 0.092

문항-07 0.874 0.101 0.155

문항-05 0.809 0.146 0.170

문항-08 0.789 0.323 0.127

문항-11 0.119 0.812 0.078

문항-12 0.107 0.741 0.302

문항-09 0.276 0.694 0.370

문항-03 0.298 0.599 0.504

문항-10 0.431 0.557 0.293

문항-01 -0.012 0.242 0.823

문항-02 0.244 0.290 0.815

문항-04 0.453 0.210 0.585

고유값

설명변량(%)

변량(%)

5.922

49.346

49.346

1.752

14.600

63.946

0.846

7.047

70.993

<표 Ⅲ-18> 로틴 경력 리행동 탐색  요인분석 결과

로틴 경력계획에 해당하는 문항 3‘나는 공식 인 업무외의 교육과정이나 취득해야 할 기

술에 해서 꾸 히 심을 갖고 정보를 모으고 있다.’의 문항은 로틴 기술개발 향상을 해

노력하는 행동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행동에 더 가까운 문항으로 분석되었다.본조사

에서는 3번 문항을 수정하여 본조사에 활용하 다.

한편,본조사에서는 로틴 경력 리행동에 하여 최종 수정된 문항의 신뢰도 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이 이루어졌다. 로틴 경력 리행동 12문항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내 일치도

계수(alpha)는 0.885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측정구인별 내 일치도 계수 역시 로틴 경력계획

행동 0.822, 로틴 네트워킹행동 0.882, 로틴 기술개발행동 0.789로 비교 양호하게 나타났

다. 로틴 경력 리행동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Ⅲ-1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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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C.R.

로틴 경력계획행동

문항 01

문항 02

문항 03

문항 04

1.000 0.673 - -

1.119 0.802 0.083 13.559***

1.052 0.781 0.079 13.309***

0.836 0.676 0.071 11.822***

로틴 네트워킹행동

문항 05

문항 06

문항 07

문항 08

1.000 0.772 - -

1.177 0.896 0.062 19.089***

1.141 0.865 0.062 18.465***

0.937 0.702 0.065 14.502***

로틴 기술개발행동

문항 09

문항 10

문항 11

문항 12

1.000 0.816 - -

0.879 0.725 0.060 14.541***

0.810 0.647 0.063 12.839***

1.012 0.635 0.080 12.582***

<표 Ⅲ-19> 로틴 경력 리행동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주 1)합도 지수:RMR=0.041,GFI=0.942,IFI=0.958,CFI=0.957;

2)유의도:***=P<0.001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미하게 재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측정변인별 요인 재량(표 화회귀계수)은 로틴 경력계획행동 0.673-0.802, 로틴 네트

워킹행동 0.702-0.896, 로틴 기술개발행동 0.635-0.816로 양호하게 나타났다.모형 합도도

RMR=0.041,GFI=0.942,IFI=0.958,CFI=0.957로 하게 나타났다.이에 따라 본래의 도구를

그 로 최종 도구로 완성하 다.따라서 로틴 경력 리행동 측정도구는 신뢰도와 구인타당성

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Ⅲ-18>참조).

4.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은 우편조사,방문조사 이메일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표집을 해 선정된

기업의 인사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확보한 후,직 인사 담당자에게 화 후 면담을 통해 연구

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를 요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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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Dillman(2000)의 체계 인 자료수집 방법을 토 로 먼 ,첫 면을 해 력자

에게 개별 인 연락을 취하고 연구의 취지와 질문지 발송에 해 논의를 하 다.이 단계에서

는 설문 조사 상자 인원수를 악하여 이 후 표지,질문지,반송 투,설문응답지에 한 인

센티 등이 포함된 설문패키지를 발송하 다.이때는 설문응답자 뿐 아니라 설문조사를 도와

기업의 인사담당자에 한 인센티 도 함께 제공하 다.1주일 후에 다시 력자에게 설문

응답에 한 조를 확인하고,이 후에 1∼2차례에 걸쳐 설문응답에 한 조를 재차 확인한

후 이후 최종 으로 응답한 설문지를 취합하 다

자료의 배포 수집기간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총 17개 기

업에 총 510부를 배포하여 총 17개 기업을 상으로 총 450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8.2%).이

에서 불성실응답, 복응답,미응답 응답지 43부를 제외하고 총 407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조사 상인 산업체 종사자에 한 일반 인 황은 <표 Ⅲ-21>과 같다.종사하는 업종에는

제조업 24.0%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도매․소매업 22.1%,교육서비스 20.8%,

건설업 15.2%,공공행정 17.9%로 분포되었으며,조직규모는 소기업과 기업이 모두 포함되

어 종업원수 1-100명 18.4%,101-1,000명 56.5%,1,001-10,000명 12.3%,10,001명 이상은 12.8%

로 다양한 분포로 나타났다.성별은 남성이 57.2%로 여성 42.8%보다 많았으며,결혼유무 역시

기혼자 57.2%로 미혼 42.8% 순으로 나타났다.연령 는 20 부터 60 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

데,30 가 54.3%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20 22.1%,40 18.9%,50 이상

이 4.7%로 나타났다.학력은 졸자가 60.9%로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학원졸업 이상이

19.9%, 문 졸업이 11.1%,고졸 7.9%, 졸이하 0.2%로 나타났다.직무에는 사무 리직에 종

사하는 비 이 65.6%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으로 서비스직 13.5%,연구원과 업직이 각 5.9%,

기타 9.1%로 나타났다.직 으로는 30 의 비 이 가장 높다보니,사원 이 39.3%, 리

26.3%로 비 이 높고 그 다음으로 과장 15.0%,차장 11.8%,부장 2.9%,임원 2.5%,기

타 2.5%로 나타났다. 조직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3년 미만이 29.0%로 가장 높고,

3년 이상 7년 미만 근무자가 27.3%,7년 이상 15년 미만이 21.1%,12개월 이하 15.7%,15년 이

상 6.9%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총 재직 기간은 7년 이상 15년 미만이 3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년 이상 7년 미만이 29.5%,1년 이상 3년 미만이 15.0%,15년 이상이 13.3%,1

년 이하가 6.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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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명) 백분율(%)

업종

제조업 97 24.0

도매․소매업 90 22.1

교육서비스 85 20.8

건설업 62 15.2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73 17.9

계 407 100

조직규모

100명 이하 75 18.4

101명  ~1000명 이하 230 56.5

1001명 ~10000명 이하 50 12.3

10,001명 이상 52 12.8

계 407 100

성별

남성 233 57.2

여성 174 42.8

계 407 100

결혼여부

기혼 210 51.6

미혼 197 48.4

계 407 100

연령

만 29세 이하 90 22.1

만 30세 이상 만 39세 이하 221 54.3

만 40세 이상 만 49세 이하 77 18.9

만 50세 이상 19 4.7

계 407 100

최종학력

졸 1 0.2

고졸 32 7.9

문 졸 45 11.1

졸 248 60.9

학원졸 이상 81 19.9

계 407 100

직무

사무 리직 267 65.6

연구원 24 5.9

서비스직 55 13.5

업직 24 5.9

기타 37 9.1

계 407 100

(표 계속)

<표 Ⅲ-20>조사 상 산업체 종사자의 일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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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명) 백분율(%)

직

사원 160 39.3

리 107 26.3

과장 61 15.0

차장 48 11.8

부장 12 2.9

임원 10 2.5

기타 9 2.2

계 407 100

재 조직 

근속년수

12개월 이하 64 15.7

1년 이상 3년 미만 118 29.0

3년 이상 7년 미만 111 27.3

7년 이상 15년 미만 86 21.1

15년 이상 28 6.9

계 407 100

총 재직기간

12개월 이하 26 6.4

1년 이상 3년 미만 61 15.0

3년 이상 7년 미만 119 29.5

7년 이상 15년 미만 146 35.9

15년 이상 54 13.3

계 407 100

5.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WindowsSPSS12.0과 AMOS18.0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평균,표 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를 사용하 으며,가설 연구모형에 한 인과 계를

구명하기 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했다.모든 분석에서 통계 유의수 을 0.05로 설정

하여 처리하 다.

첫째,수집된 자료는 먼 분석 자료를 정교화하기 하여 이상치(outlier)분석을 실시하여 제

거하 다.이상치 분석은 AMOS18.0 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분석 방법을 이용하 다.변인 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정량 으로 나타내기 해서 가

장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는 척도가 거리(distance)이며,보편 으로 사용되는 유클리드 거리

(Euclideandistance)를 사용하 다.그러나 이 경우 변수들 간의 단 등이 다른 경우 큰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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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변수가 거리의 값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하여 종종 표

화된 거리(standardizeddistance)를 사용한다.변수 간의 상 계가 있는 경우 분산-공분산 행

렬(varience-covariencematrix)을 사용하여 표 화된 거리를 보다 일반화한 거리 척도로 마할

라노비스 거리를 사용하 다.마할라노비스 거리는 개별 사례의 수와 표본평균과의 다변량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마할라노비스 거리 값의 유의확률이 0.001보다 작게 나올 경우 이상치

로 단하여 제거하 다(Tabachinnick&Fidell,1996).그러나 이 연구에서 마할라노비스 거리

(Mahalanobisd-squared)는 문제가 되는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407개 자료를 최종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에 사용하 다.

둘째,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주 경력성공과 련 변인의 인과모형의 합도를 검증

하기 해서는 입력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하 다.정규성은 일변량 정규성(uni-variatenormality)

과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normality)의 두 수 에서 이 지는데,일변량 정규성은 왜도

(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활용하며,다변량 정규성은 자유도(df)의 분포를 따르는 다변

량 첨도지수(multi-variatekurtosis)를 활용하 다.일변량 정규성의 경우 각 찰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Z 수가 임계치를 과하면 비정규성 분포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임계치는 유의수

0.5수 에서는 ±1.96을 활용하 다.다변량의 경우는 첨도지수 5.66을 넘을 경우 다변량 정

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단하 다(배병렬,2011).

셋째,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주 경력성공과 련 변인의 인과모형 합도를 검증하

기 해 다 공선성(multicollinerarity)을 확인하 다.다 공선성은 독립변수간 강한 상 계

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서,상 이 높게 되면 독립변수들이 서로 독립 이어야 하는 가정에

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분석에서 제공하는 회귀계수에 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우종필,2013).이 연구에서 다 공선성 존재 여부를 공차 <.10와 분산팽창지수(VIF)>.10

를 기 으로 확인하 다.

넷째,각 잠재변인의 개념을 측정하기 해 설계된 측정모형이 합한지 평가하기 한 차

로써,측정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confirmativefactoranalysis:CFA)를 실시하 다.확인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모형의 안정성을 단하 다. 한 요인 재량 잠재변

인 간 추정된 상 을 통해 찰변인들의 타당도를 확인하 다.

다섯째,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주 경력성공과 련 변인의 인과모형 합도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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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AMOS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 다.공변량 구조분석에

서는 정규성 분석결과에 따라 정규성 분포를 보일 경우는 일반 으로 공변량 메트릭스를 사용

하고,비정규성 분포를 보일경우는 AMO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 핑(bootstraping)방법을 활

용하 다. 한 변수 간의 가설 모형이 경험 자료에 비추어 얼마나 합한 것인지를 검증

하기 하여 <표 III-21>과 같은 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하다. 합지수

(AbsoluteFitMeasures)는 제안모형의 반 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원소간 평균차이

(RMR), 합지수(GFI),조정 합지수(AGFI)등이 활용된다.증분 합지수(IncrementalFit

Measures)는 제안모형이 기 모형에 비하여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보여주는 지수로 표

합지수(NFI),증분 합지수(IFI),비교 합지수(CFI),터커-루이스 지수(TLI)등을 사용한다.간

명부합지수(ParsimonniousFitMeasures)는 모형이 합도에 도달하기 해 추정모수와 자유도

간의 계를 고려한 지수로 간명비교 합지수(PCFI),간명표 합지수(PNFI)등을 활용한다.

여섯째,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은 Sobel검증과 부트스트 핑이 일반 으로 활용된

다.이 연구에서는 Sobel검증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Sobel검증은

하나의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계에 해 간 효과에 한 표 오차를 추정하여,간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두 경로의 비표 화계수가 ab라고 할 때,간 효과에 한 표 오

차를 추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표본크기가 클 때,는 표 화되지 않은 간 효과에 한 Z검정 통계치로 해석될 수

있다. 한 둘 이상의 매개변인을 통한 간 효과의 통계 유의성은 경험 법칙을 기 으로 하

며,모든 비표 화 경로계수가 같은 유의도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면 모든 간 효과도

같은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단하 다.

일곱째,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들의 주 경력 성공,고용안정성,조직경력 리지원, 로

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의 수 을 악하기 하여 SPSS12.0을 활용하여 평균,

표 편차 등의 기술 통계치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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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합지수 합도 단기

합

기



RMR(RootMean-squareResidual)

GFII(GoodnessofFitIndex)

AGFII(AdjustedGFI)

p>0.05

<.05

>.90

>.90

증분 합

지수

NFI(NormedFitIndex)

IFI(IncrementalFitIndex)

CFI(ComparativeFitIndex)

TLI(Tucker-LewisIndex)

>.90

>.90

>.90

>.90

간명 합

지수

PCFI(ParsimonousCFI)

PNFII(ParsimonousNFI)

≥ .50,.60

≥ .50,.60

출처:배병렬.(2011).AMOS19.0구조방정식모델링:원인과 실제,우종필.(2013).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표 III-21> 합도 단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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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연구 결과 논의

1. 찰변인의 기술통계량 정규성 분포

가. 찰변인의 기술통계량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에 한 기술통계량(descriptivestatistics)을 산출한 결과는

<표 Ⅵ-1>과 같다.주 경력성공은 객 기 만족 2.92,경력 성장 만족 3.20,사회

계 만족 3.70,업무 만족 3.38로 객 기 만족을 제외하고 반 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 이었다.그 동료나 상사와의 계 만족도에 해당하는 사회 계 만족 수 이 가장 높

았고,연 이나 승진과 같은 객 기 에 한 개인의 만족도는 상 으로 낮은 수 이었다.

고용안정성은 3.83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 으로 나타났으며,조직경력 지원 상사의 지원은

3.23,교육·훈련 개발 기회는 2.84이었다.상사의 지원은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 이었지만 교육·

훈련 개발 기회는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 이었다. 로틴 경력태도의 자기주도성은 3.74,가치

지향성은 3.35이었다. 반 으로 개인의 경력을 주도 으로 리하고자 하는 자기주도성 수

이 자신의 고유한 가치에 기반을 두고자 하는 가치지향성 수 보다 더 높은 수 이었다. 로

틴 경력 리행동은 로틴 경력계획행동 3.05, 로틴 네트워킹행동 3.06, 로틴 기술개발행동

2.95로 로틴 기술개발행동 수 이 보통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로틴 경력계획행동과

로틴 네트워킹행동도 보통 수 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 찰변인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5 평균

주

경력성공

객 기 만족

경력 성장 만족

사회 계 만족

업무 만족

23.41

19.24

14.81

6.76

5.780

3.976

2.788

1.614

8

6

6

2

40

30

20

10

2.92

3.20

3.70

3.38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 30.80 4.764 12 40 3.83

조직경력 리

지원

상사의 지원

교육․훈련개발기회

19.43

11.37

5.082

3.198

6

4

30

20

3.23

2.84

로틴

경력태도

자기주도성

가치지향성

29.95

20.12

4.364

3.656

18

10

40

30

3.74

3.35

로틴

경력 리행동

로틴 경력계획행동

로틴 네트워킹행동

로틴 기술개발행동

12.20

12.25

11.81

2.928

3.013

2.994

4

4

4

20

20

20

3.05

3.06

2.95

<표 Ⅵ-1> 찰변인의 기술  통계량(n=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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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찰변인의 정규성 분석

찰변인의 정규성 확인을 해서 확인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일변량 정규성(uni-variate

normality)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normality)분석이 사용되었는데,그 결과는 <표 Ⅵ

-2>와 같다.일변량 정규성은 측정변인의 분포에 을 두며,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를 통해 단한다.AMOS에서는 왜도와 첨도에 따른 기각률(criticalratio:C.R.)이

제공되는데,이는 검정통계량(t값)값으로서 값이 1.96(유의수 0.05일 경우)혹은 2.58(유

의수 0.01일 경우)이상이면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즉,측정변인의 왜도 는 첨도의 검정

통계량 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면 다변량 정규성이 어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다만,왜도와 첨

도의 검정통계량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검정통계량보다는 일반 으로 왜도

나 첨도 값 자체로 단하게 된다(김 업,2008).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한 추정법 연구에서

MonteCarlo시뮬 이션을 통해 실증된 결과에 따르면,왜도의 값이 3.0,첨도 값이 8.0

보다 크면 극단 인 값으로 보고 있다(배병렬,2011).

찰변인 하 변인
왜도 첨도

지수 t값(C.R.) 지수 t값(C.R.)

주

경력성공

객 기 만족 -.250 -2.059 -.061 -.251

경력성장만족 -.207 -1.701 .230 .947

사회 계만족 -.365 -3.008 .079 .324

업무만족 -.472 -3.888 -.028 -.116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 -.681 -5.607 .650 2.678

조직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원 -.542 -4.463 .334 1.375

교육․훈련
개발기회

.105 .861 -.013 -.056

로틴

경력태도

자기주도성 -.034 -.279 -.200 -.826

가치지향성 .082 .673 -.097 -.399

로틴

경력 리

행동

로틴 경력계획 .035 .292 -.190 -.781

로틴 네트워킹 -.194 -1.600 -.182 -.751

로틴 기술개발 .105 .861 -.013 -.056

다변량첨도 30.141 16.587

<표 Ⅵ-2> 찰변인의 일변량 정규성  다변량 정규성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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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도 왜도와 첨도 값 자체를 확인하여 측정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 다.이 연구의

12개 측정변인의 왜도 값은 최소 0.034에서 최 0.681,첨도 값은 최소 0.013에서 최

0.650으로.왜도와 첨도 값이 1미만의 수 으로 약한 비정규성을 띠게 되어 일변량 정규성

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편,다변량 정규성은 AMOS에서 제공하는 Mardia(1970)의 다변량첨도(multivariate

kurtosis)의 값으로 단할 수 있다.다변량첨도의 검정통계량은 유의수 0.05에서 값이

1.96을 과하면 정규성 가정을 기각할 수 있고,유의수 0.01에서는 값이 2.58을 과하면

정규성 가정을 기각 할 수 있다.즉 다변량첨도에 한 검정통계량의 값이 1.96을 과하거

나(유의수 0.05기 ),혹은 2.58을 과하면(유의수 0.01기 )분포가 비정규성을 갖게 된

다(배병렬,2011).이 연구에서 다변량첨도 지수가 30.141이며,이의 검정통계량은 16.587으로 유

의수 0.05에서 정규성 가정을 기각하여 비정규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자료가 다변량

정규성을 이탈할 경우 AMO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

이 하다.이 에서 부트스트 핑은 비정규 자료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안정 인 결과

를 도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배병렬,2011).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측정변인의 분포가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 으며,이

방법의 특성상 원자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투입은 원자료를 사용하 다.

이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사용된 원자료의 기 행렬이 되는 찰변인의 상 계

행렬은 다음 <표 Ⅳ-3>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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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경력성공 

1.객  기 만족 1

2.경력성장만족 .394** 1

3.사회  계만족 .321** .207** 1

4.업무만족 .465** .527** .451** 1

고용

안정성
5.고용안정성 .191** .274** .286** .223** 1

조직경력

리지원

6.상사의 지원 .370** .193** .609** .365** .203** 1

7.교육․훈련 개발 기회 .399** .316** .248** .357** .118* .455** 1

로틴 

경력태도

8.자기주도성 .134** .404** .152** .271** .243** .162** .260** 1

9.가치지향성 .077 .165** .048 .086 .116* -.060 .017 .376** 1

로틴 

경력 리

행동

10. 로틴 경력계획 .081 .401** .070 .291** .145** .108* .230** .480** .212** 1

11. 로틴 네트워킹 .146** .282** .137** .192** .061 .187** .228** .342** .067 .526** 1

12. 로틴 기술개발 .163** .362** .089 .282** .093 .089 .295** .384** .193** .631** .490** 1

<표 Ⅵ-3> 찰변인의 상 계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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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찰변인의 다 공선성

구조방정식 모형의 안정 인 분석을 해 찰변인 간 다 공선성을 확인하 다.다 공선성

의 진단은 공차(<.10)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InflationFactor:VIF)(>10)를 기 으로 확인하

으며 그 결과가 다음 <표 Ⅵ-4>에 제시되어 있다.

각 찰변인의 다 공선성 진단 결과 공차의 경우 .477-.845의 값을 보 고,분산팽창지수의

경우 1.183-2.097값을 보여,모든 찰변인이 공차 .10이상,VIF10이하의 수치를 나타내었

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사용한 찰변인들은 어느 정도의 상 계를

지니고 있지만 심각한 다 공선성을 유발시킬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변인 공차 분산팽창지수(VIF)

주

경력성공 

객 기 만족 - -

경력성장만족 .596 1.678

사회 계만족 .533 1.875

업무만족 .571 1.751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 .845 1.183

조직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원 .513 1.951

교육․훈련 개발 기회 .682 1.465

로틴 

경력태도

자기주도성 .615 1.626

가치지향성 .824 1.214

로틴 

경력 리

행동

로틴 경력계획 .477 2.097

로틴 네트워킹 .649 1.540

로틴 기술개발 .532 1.879

<표 Ⅵ-4> 찰변인의 다 공선성 진단    

*종속변수:객  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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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측정모형 분석

가.측정모형의 확인 요인분석

확인 요인분석(CFA)모형은 주로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에 한 경험 증거를 얻기 해

설정되는 측정모형 의 하나다.확인 요인분석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확인 요인분석 모

형의 합도 지수 평가를 해 모형이 자료에 통계 으로 부합하는지 단하여야 한다.이 연

구의 확인 요인분석 모형의 합도 지수는 <표 Ⅳ-5>와 같다.

구분 합도 단기 측정값 해석

합

지수

 p>0.05 157.8(df=44,p=.000) 미 용

RMR <0.05 0.030 합

GFI >0.90 0.945 합

AGFI >0.85 0.900 합

증분 합

지수

NFI >0.90 0.903 합

IFI >0.90 0.930 합

CFI >0.90 0.929 합

TLI >0.90 0.890 양호

간명 합

지수

PNFI >0.50,0.60 0.588 합

PCFI >0.50,0.60 0.605 합

<표 Ⅵ-5>측정모형의 합도 검증 

분석결과 카이자승값()은 157.8(df=44,p=.000)으로 나타나 이론모형이 부 합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카이자승값()은 표본의 크기와 다변량 정상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크고 측정 변수가 많을 때 모형을 과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이런 상황에서는 한 평가지

수가 되지 못한다(Bentler&Bpnett,1980).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카이자승값()은 유의미하

게 용하지 않았다.

합지수를 살펴보면,RMR(RootMean-squareResidual)은 0.030,GFI(GoodnessofFit

Index)는 0.945,AGFI(AdjustedGFI)는 0.900으로 나타났다.그리고 기 모형에 한 제안모형

의 합도를 비교하는 NFI(NormedFitIndex)는 0.903,CFI(ComparativeFitIndex)는 0.929,

IFI(IncrementalFitIndex)는 0.930,TLI(Tucker-LewisIndex)는 0.890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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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한 모형의 간명성(parsimony)과 련된 간명 합지수 PNFI(ParsimonousNFI)는 0.588,

PCFI(ParsimonousCFI)는 0.605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합도 분석결과 확인 요인분석 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합하게

설계되었다고 단할 수 있다.측정모형의 CFA결과는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한 이 연구

에서 분석할 각 잠재변인에 한 해당 찰변인의 설명량을 살펴보기 해 요인 재량(표 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표 Ⅳ-6>와 같다.요인 재량(factorloading)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

씩 다르지만 일반 으로 0.50이상이면,유의미하다고 단할 수 있기 때문에(Bagozzi& Yi,

1991),이 연구에서 가치지향성 0.388을 제외하면 모두 0.50이상으로 체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가치지향성은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따르는 것으로 개인에 향을 타 요인보다 많이 받는 변인

으로 다른 변인보다 요인 재량이 다소 낮게 나온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그러나 가치지향성

은 로틴 경력태도를 설명하는 요한 변인으로 단되어 최종 분석에 포함하 다.

측정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C.R.

주 경력성공

객 기 만족←주 경력성공

경력성장만족←주 경력성공

사회 계 만족←주 경력성공

업무 만족←주 경력성공

1.000 0.607 - -

0.948 0.627 0.098 9.630***

0.904 0.569 0.101 8.974***

1.392 0.757 0.129 10.750***

고용안정성 - - - -

조직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원←조직경력 리지원

교육·훈련개발기회←조직경력 리지원

1.117 0.693 0.124 9.040***

1.000 0.657 - -

로틴 경력태도

가치지향성← 로틴 경력태도

자기주도성← 로틴 경력태도

0.448 0.388 0.095 4.716***

1.000 0.968 - -

로틴 경력 리행동

로틴 경력계획← 로틴 경력 리행동

로틴 네트워킹← 로틴 경력 리행동

로틴 기술개발← 로틴 경력 리행동

1.084 0.836 0.079 13.772***

0.850 0.637 0.073 11.681***

1.000 0.754 - -

<표 Ⅳ-6>측정모형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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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측정모형의 CFA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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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산업체 종사자의 주 경력성공과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에 한 가설 인과모형의 합도는 인과 계를 측하기에 합할

것이다.

3.가설 모형의 합도 분석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주 경력성공과 련 변인간의

인과모형이 실증 인 자료 측에 합한지 검증하기 하여 가설 인과모형의 합도를 분석

하 다.

가설 모형의 합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Ⅵ-7>과 같다. 합도 지수로는 모형의 반 인

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합지수(absolutefitindex),기 모형에 한 제안모형의 합도

를 비교하는 증분 합지수,모형의 합성과 객 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간명 합지수

(parsimoniousfitindex)를 살펴보았다.

구분 합도 단기 측정값 해석

합

지수

 p>0.05 164.8(df=44,p=.000) 미 용

RMR <.05 0.032 합
GFI >0.90 0.937 합
AGFI >0.85 0.889 합

증분 합

지수

NFI >.90 0.890 양호

IFI >.90 0.917 합

CFI >.90 0.916 합

TLI >.90 0.874 양호
간명 합

지수
PNFI >.50,.60 0.593 합
PCFI >.50,.60 0.611 합

<표 Ⅵ-7>가설  모형의 합도 검증

합지수를 살펴보면, =164.8(df=44,p=0.000)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연구결과에서

p값이 유의하지 않아야 가설 모형이 합하다고 단되지만,이 연구의 경우 표본 수가 크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선행연구에서 로 모형 합도를 단할 때,표본 수가 250

을 넘으면 이를 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p값이 유의하게 나타나도 다른 합도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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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게 나타나면 모형의 합성을 수용할 수 있다.즉,는 표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형이 제 로 설정되고 모형 검증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크게 되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모형이 합하다고 단하게 되므로,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을 유의미하게 용하지 않았다.그리고 RMR(RootMean-squareResidual)은 0.032,

GFI(GoodnessofFitIndex)는 0.937,AGFI(AdjustedGF)는 0.889로 나타났다. 한 기 모형

에 한 제안모형의 합도를 비교하는 NFI(NormedFitIndex)는 0.890,CFI(ComparativeFit

Index)는 0.916,IFI(IncrementalFitIndex)는 0.917,TLI(Tucker-LewisIndex)는 0.874로 합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모형의 간명성(parsimony)과 련된 간명 합지수 PNFI(Parsimonous

NFI)는 0.593,PCFI(ParsimonousCFI)는 0.611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모형에 한 지수들은 합하다고 볼 수 있다.즉,첫 번째 가설인 산업체 종사

자의 주 경력성공과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에 한

가설 인과모형의 합도는 인과 계를 측하기에 합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합

도가 정된 가설 모형의 경로모형과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제시하면 [그림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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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주  경력성공과 련 변인의 가설  모형 검증 결과

주1)**p<.05,***p<.001

주2)단일잠재변수와 단일 측변수 모델에서는 오차변수의 분산이 0으로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우종필,2013),

이 연구에서 단일변수인 고용안정성의 오차변수 분산은 0으로 고정됨



- 116 -

2-1.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은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4.주 경력성공 련 변인들 간의 직 향 계

분석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주 경력성공과 련 변인들 간의 향 계가 가설 으로 설정

한 것과 같이 직 으로 정 인 계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하여 최 모형의 경로계수(B),

표 화경로계수( ) t-값(C.R.)을 산출하 다(<표 Ⅳ-8>참조).산출된 결과를 토 로 연구

가설별로 연구 결과에 부합하는지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로

비표 화

경로계수

(B)

표 화

경로계수

( )

표 오차

(S.E.)

t값

(C.R.)

조직경력 리지원 →주  경력성공 0.392 0.565 0.066 5.961***

로틴 경력태도→주  경력성공 0.125 0.156 0.060 2.066*

로틴 경력 리행동→주  경력성공 0.122 0.169 0.053 2.278*

고용안정성 → 로틴 경력태도 0.151 0.194 0.041 3.661***

고용안정성 →조직경력 리지원 0.214 0.238 0.054 3.992***

로틴경력태도 → 로틴 경력 리행동 0.569 0.512 0.117 4.860***

조직경력 지원 → 로틴 경력 리행동 0.210 0.218 0.070 2.989**

조직경력 리지원 → 로틴 경력태도 0.253 0.292 0.060 4.244***

주)*p<0.05,**p<0.01,***p<0.001

<표 Ⅵ-8>변인 간 향 계에 한 효과분석 결과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주 경력성공에 한 조직경력 리원 표 화경로계수( )는

0.565(t=5.961)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

력 리지원은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은 채택되었다.조직

에서 종업원이 경력목표를 달성하도록 상사의 지원이 크고,교육․훈련개발기회가 많을수록 종

업원들의 연 승진을 포함한 객 경력 지표에 한 만족,업무에 한 만족,동료와 상

사와의 계 만족 개인의 경력 성장 만족 수 도 높아지게 된다.특히,주 경력성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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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산업체 종사자의 로틴 경력태도는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3-1.산업체종사자의고용안정성은 로틴경력태도에직 으로정 인 향을미칠것이다.

2-3.산업체 종사자의 로틴 경력 리행동은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한 조직경력 리지원의 경로계수는 다른 변인의 경로계수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연구변

인 에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구명하 다.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주 경력성공에 한 로틴 경력태도의 표 화경로계수( )는

0.156(t=2.066)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로

틴 경력태도는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는 채택되었다.산업

체 종사자들의 심리 인 성공과 경력 주체를 개인으로 생각하는 로틴 경력태도가 높을수록

주 경력성공 수 도 높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주 경력성공에 한 로틴 경력 리행동의 표 화경로계수

( )는 0.169(t=2.278)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로틴 경력 리행동은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은 채택되었

다.산업체 종사자들의 로틴 경력 리행동인 로틴 경력계획행동, 로틴 네트워킹행동,

로틴 기술개발행동 수 이 높을수록 주 경력성공 수 도 높은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로틴 경력태도에 한 고용안정성의 표 화경로계수( )는

0.194(t=3.661)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고용안

정성은 로틴 경력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은 채택되었다.고용안정성

수 이 높을수록 산업체 종사자들의 경력에 한 자기주도성과 가치지향성 수 에 해당하는

로틴 경력태도 수 도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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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산업체종사자의고용안정성은조직경력 리지원에직 으로정 인 향을미칠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에 한 고용안정성의 표 화경로계수( )는

0.238(t=3.992)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은 조직경력 리지원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2’는 채택되었다.산업체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감 수 이 높을수록 상사의 지원이나 교육․훈련개발 기회 수 이 높은 것

으로 단할 수 있다.

5.주 경력성공과 련 변인들 간의 계에서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효과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의 계에서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효과와 로틴 경력태도와 주 경력성공의 계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 다.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과

Sobel검증을 활용하 다.분석은 효과분해(effectdecomposition)를 통해 직 효과,간 효과,

총효과를 산출하여 단한다.직 효과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해 직 으로 향을 미치

는 것을 의미하며,간 효과는 두 변인들 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의미한

다.총효과는 직 효과와 간 효과의 합으로 효과분해는 총효과를 직 효과와 간 효과로 분해

하는 것이다(배병렬,2011).매개효과에 한 단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하여 간 효과가

유의하게 나올 경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한다.이 때 직 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간

효과만 유의하게 나올 경우 완 매개를 의미하며,직 효과와 간 효과가 동시에 유의하게 나

타나면 부분매개를 의미한다(이진화,2009). 의 방법을 바탕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한 가설

별 경로에 따라 효과를 분해한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Ⅳ-9>에 제시되었다.매개효과 검증에

서 간 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이나 Sobel검증을 통해 단이 가능한데(김계수,2010;

우종필,2013),Sobel검증에 의해 얻은 ab의 표본분포는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고 좌측으로 치우

친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검정력이 낮은 문제가 있지만,우리나라 구조방정식 통계 로그램

가장 표 으로 리 쓰이는 로그램이 Amos와 LISREL이 많이 쓰이고 있고,LISREL에

서 매개효과를 Sobel검증을 통해 간 효과를 검증하기 때문에(배병렬,2011),이 연구에서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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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스트래핑 P값과 Sobel검증을 통해 매개효과를 확인하 다.매개효과 검증 결과 부트스트래

핑 P값과 Sobel검증 값은 거의 유사하 지만 일부 차이가 있었으며,이 연구에서는 두 값

유의성 기 에 보다 부합된 결과가 도출된 Sobel값을 통해 매개효과를 단하 다.

경로유형 표 화계수

Sobel

검증값

(t-값)

부트스

트래핑 

추정 

p값

간 효과

고용안정성 → 로틴 경력태도 0.070 2.99** 0.001**

고용안정성 → 로틴 경력 리행동 0.187 4.92** 0.005**

고용안정성 → 주 경력성공 0.207 4.77** 0.006**

조직경력 리지원 → 주 경력성공 0.108 3.88** 0.001**

조직경력 리지원 → 로틴 경력 리행동 0.150 3.33** 0.003**

로틴 경력태도 → 주 경력성공 0.087 2.25* 0.044*

직 효과

고용안정성 → 조직경력 리지원 0.238 3.88** 0.003**

고용안정성 → 로틴 경력태도 0.194 3.66** 0.003**

조직경력 리지원 → 로틴 경력태도 0.292 4.31** 0.003**

조직경력 리지원 → 로틴 경력 리행동 0.218 3.03** 0.013*

조직경력 리지원 → 주 경력성공 0.565 6.94** 0.007**

로틴 경력태도 → 로틴 경력 리행동 0.512 4.93** 0.003**

로틴 경력태도 → 주 경력성공 0.156 2.09* 0.209

로틴 경력 리행동 → 주 경력성공 0.169 2.31* 0.090

고용안정성 → 조직경력 리지원 0.238 3.88** 0.003**

총효과

고용안정성 → 로틴 경력태도 0.263 5.12** 0.003**

고용안정성 → 로틴 경력 리행동 0.187 4.92** 0.005**

고용안정성 → 주 경력성공 0.207 4.77** 0.006**

조직경력 리지원 → 로틴 경력태도 0.292 4.31** 0.003**

조직경력 리지원 → 로틴 경력 리행동 0.367 5.10** 0.006**

조직경력 리지원 → 주 경력성공 0.672 7.94** 0.005**

로틴 경력태도 → 로틴 경력 리행동 0.512 4.93** 0.003**

로틴 경력태도 → 주 경력성공 0.243 3.47** 0.027*

로틴 경력 리행동 → 주 경력성공 0.169 2.31* 0.090

주1)*p<0.05,**p<0.01

주2)t=.05=1.960,t=.01=2.576

<표 Ⅵ-9>효과분해를 통한 변인 간 향 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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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은 로틴 경력태도를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주 경력성공과 조직경력 리지원의 계에서 로틴

경력태도의 매개효과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의 계에서 로틴 경력태도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Ⅵ-10>과 같다.

경로유형 경로 가설4경로 외의 간 경로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

조직경력 리지원

(독립→매개)

조직경력 리지원

→ 로틴경력태도

0.292* - 0.292*

→ 로틴

경력태도

(매개→종속)

로틴경력태도→

주 경력성공

0.156* 0.087* 0.243**

→주

경력성공

(독립→종속)

조직경력 리지원

→주 경력성공

0.565** 0.108** 0.672**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경력 리행동 0.218**

로틴경력 리행동→주 경력성공 0.169*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경력태도 0.292*

로틴경력태도→ 로틴경력 리행동 0.512**

로틴경력 리행동→주 경력성공 0.169*

주1)*p<0.05,**p<0.01

<표 Ⅵ-10>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의 계에서 로틴 경력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이 로틴 경력태도를 통해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간 효과는 0.108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 효과 0.108은 0.292x

0.156값과 가설 모형에 의한 그 외의 경로 간 경로값을 합산한 값이다.그 외의 간 경로에는

조직경력 리지원 → 로틴 경력 리행동(0.218)× 로틴 경력 리행동 → 주 경력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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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은 로틴 경력 리행동을 매개로 주 경력

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0.169),조직경력 리지원 → 로틴 경력태도(0.292)× 로틴 경력태도 → 로틴 경력 리

행동(0.512)× 로틴 경력 리행동 → 주 경력성공(0.169)을 더한 값 0.108(0.292×0.156+

0.218×0.169+0.292×0.512×0.169)이 된다.따라서 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은

로틴 경력태도를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채택되었다.직 효과와 간 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에 불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경력성공과 조직경력 리지원의 계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효과

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 사이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

효과에 한 검증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이 로틴 경력 리행동을 통해 주 경력성공

에 미치는 간 효과는 0.108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간 효과 0.108은 0.218×0.169

값과 가설 모형에 의한 그 외의 경로 간 경로값을 합산한 값이다.그 외의 간 경로에는 조직

경력 리지원 → 로틴 경력태도(0.292)× 로틴 경력태도 → 주 경력성공(0.156),조직

경력 리지원 → 로틴 경력태도(0.292)× 로틴 경력태도 → 로틴 경력 리행동(0.512)×

로틴 경력 리행동 → 주 경력성공(0.169)을 더한 값 0.108(0.218×0.169+0.292×0.156

+0.292×0.512×0.169)이 된다.따라서 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은 로틴 경력 리

행동을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는 채택되

었다.직 효과와 간 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에 불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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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산업체 종사자의 로틴 경력태도는 로틴 경력 리행동을 매개로 주 경력

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경로유형 경로 가설 5경로 외의 간 경로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
조직경력

리지원

(독립→매개)

조직경력 리지원

→ 로틴 경력 리행동

0.218** 0.150** 0.368**

→ 로틴

경력 리행동

(매개→종속)

로틴 경력 리행동

→주 경력성공

0.169* - 0.169*

→주

경력성공

(독립→종속)

조직경력 리지원

→주 경력성공

0.565** 0.108** 0.673**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경력태도 0.292**

로틴경력태도→주 경력성공 0.156*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경력태도 0.292*

로틴경력태도→ 로틴경력 리행동 0.512**

로틴경력 리행동→주 경력성공 0.169*

주1)*p<0.05,**p<0.01

<표 Ⅵ-11>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의 계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다.주 경력성공과 로틴 경력태도의 계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효과

산업체 종사자의 로틴 경력태도와 주 경력성공 사이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

효과에 한 검증 결과는 <표 Ⅳ-1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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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유형 경로 가설 6경로 외의 간 경로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

로틴

경력태도

(독립→매개)

- 0.512** - 0.512**로틴 경력태도

→ 로틴 경력 리행동

→ 로틴

경력 리행동

(매개→종속)

- 0.169* - 0.169*로틴 경력 리행동

→ 주 경력성공

→ 주

경력성공

(독립→종속)

- 0.156* 0.086* 0.243**로틴 경력태도

→ 주 경력성공

주1)*p<0.05,**p<0.01

<표 Ⅵ-12> 로틴 경력태도와 주  경력성공의 계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의 로틴 경력태도가 로틴 경력 리행동을 통해 주 경력성공

에 미치는 간 효과는 0.87(0.512×0.169)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따라서 조직경력

리지원은 로틴 경력 리행동을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6’은 채택되었다.직 효과와 간 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에 불완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연구 결과에 한 논의

가.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의 계

이 연구에서는 조직경력 리지원이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다.연구결과 조직경력 리지원은 주 경력성공에 정 으로 향 계가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선행연구 결과(Gallanan&Greenhaus,1999;Greenhausetal.,1990;Nabi,1999;Ngetal.,

2005;Noe,1996;Wayneetal.,1999;강혜련,2007;권정숙,2010,김보경,정철 ,2013;박용호,

2010;윤하나,탁진국,2006;조창 ,최무 ,2008;장은주,2008;장은주,박경규,2005;황애 ,

2010)를 지지하 다.조직차원에서 종업원이 경력목표를 달성하도록 상사가 부하직원 개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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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목표에 심을 가지고 극 인 조언과 도움을 주며,종업원들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교

육․훈련개발기회가 많을수록 조직에서의 연 승진을 포함한 객 경력 지표에 한 개

인의 만족,업무에 한 만족,동료와 상사와의 계 만족 개인의 경력 성장 만족 수 도 높

아지게 된다.따라서 조직에서는 종업원들의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보다

조 인 체제를 구축 할 필요가 있으며,종업원 개인도 조직경력 리지원을 형식 이고 의무

인 지원이 아니라 보다 극 으로 개인 경력개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은 주 경력성공에 한 조직경력 리지원의 경로계수는 다른 변인의

경로계수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이다.이는 김보경과 정철 (2013)이 2004년부터 2013

년까지 국내·외 논문 129편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도,조직경력지원인 상사지원과 교육․훈련

개발기회가 경력성공에 가장 정 인 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분석결과와 동일하다.주 경

력성공에 향을 주는 요인을 조직 특징과 개인 특징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이 연구에서

개인 특징에 해당하는 로틴 경력태도( =0.156/ t=2.066)), 로틴 경력 리행동

( =0.169/t=2.278)이 조직 특징에 해당하는 조직경력 리지원( =0.565/t=5.961)보다 낮은 값

임을 알 수 있다.이는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 경우에 조직 특징과 개인 특징모두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치지만 조직 특징이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이 더 크다

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주 경력성공에 향을 주는 여러 요인 에서 조직경력 리지원이 가장 큰 향

요인으로 분석되는 이유는 경력과 련된 연구는 주 경력성공이라 할지라도 조직과 분리해

서는 제 로 된 연구가 이 지기 어렵다는 이다(Judge&Kammeyer-Muller,2007).그 기

때문에 종업원이 조직에서 실행하는 정책이나 제도에 하여 자신의 경력 개발에 효과 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게 되면,주 경력성공에도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Greenhauseet

al.,1990;황애 ,탁진국,2011).이러한 조직경력 리지원이 종업원들에게 에 더 요구되고

필요한 이유로는 노동시장과 고용환경의 변화로 조직에서도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신 종업원

들의 불안함을 최소화하여 조직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지속 인 성장과 경력개

발기회에 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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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틴 경력태도와 주 경력성공의 계

로틴 경력태도는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것이라 가정하 다. 로틴 경력은

심리 성공(psychologicalsuccess)을 시하는 것으로 핵심가치는 자유와 성장이며,성장의 주

요 기 은 임 ,서열,권력과 같은 객 성공보다는 주 성공을 시하는 태도로,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로틴 경력태도와 주 경력성공과의 정 인 계를 밝힌 연구(Briscoeetal.,

2006;DiRenenzo,2010;Volcour&Ladge,2008;Vos&Soens,2008;김시진,김정원,2010;황

애 ,2011)를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들을 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도 입증 할 수 있었다.

로틴 경력태도는 가치지향성(value-driven)과 자기주도성(self-directed)을 소유하고 있는 인식으

로,가치지향성(value-driven)은 개인의 성공에 있어서 성공의 지침과 척도를 제공하는 능력이

며,자기주도성(self-directed)은 경력 리에 있어 실행과 학습요구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Briscoe&Hall,2006;DiRenzo,2010).경력을 리할 때 자신의 고유한 가치에 기반하는 가치

지향성(values-driven)과 주도 으로 자신이 경력을 리하는 자기주도성(self-directed)수 이

높은 종업원들은 연 이나 승진,경력성장,업무 상사와 동료와의 계 만족에 해당하는 주

경력성공 수 이 높다고 단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의 로틴 경력태도의 측정도구를 토 로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들의

인식 수 과 주 경력성공과의 계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틴 경력은 조직 내의

승진보다는 심리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통 경력을 추구하던 과거와는 다른 20세기

에 새로 생겨난 뉴커리어(newcareer)의 개념 하나다.과거의 평생직장 개념에서 평생직업으

로 직업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로틴 경력이 등장했고,Biscoe외(2006)에 의해 로틴 경력

태도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Biscoe외(2006)의 로틴 경력태도 측정도구는 다수의 선행연구

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아왔다(DeVos&Soens,2008;Volmer&Spura,2011;김시진,

김정원,2010;김은석,2011;황애 ,탁진국,2011).그러나 로틴 경력태도와 련된 연구는 매

우 부족한 상황이다.그러나 이 연구에서 Biscoe외(2006)의 로틴 경력태도 측정도구를 사용

하여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를 상으로 주 경력성공에 정 인 계를 경험 으로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특히,이 연구에서 로틴 경력태도 측정은 Biscoe와 Hall(2006)의 측정도구

의 원안에 충실하 다. 로 ‘과거에 조직에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요구했을 때,나는 나

의 가치를 따른다’라던지 ‘나의 조직에서 나의 가치와 맞지 않는 요구를 해오면,나는 나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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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따를 것이다’혹은 ‘내 자신의 경력은 고용주가 원하는 방향보다 스스로의 가치를 더 우선

순 에 둔다’등과 같은 문항은 우리나라 조직문화처럼 조직 내 가치나 규범과 같은 공식 인

요소나 최고 리자의 결정이나 방향을 우선시 하는 조직문화와는 다소 상충되는 문항이어서 국

내의 연구에서는 국내 사정에 맞게 수정을 통해 측정이 되곤 하 다(오석홍,1997). 로 국내

의 황애 과 탁진국(2011)의 가치지향성 측정 경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경력성공에

해 어떻게 느끼는지가 가장 요하다‘혹은 ’내가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하나는 내

자신의 경력 경로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김은석(2011)의 연구에

서는 ’나는 스스로의 가치에 기반을 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 심이 많다‘,’나는 일을 통

해 심리 이며 정신 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심이 많다‘,’나는 일을 통해 삶의 충만함을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고 싶다‘처럼 우리나라 조직문화나 정서에 맞게 표 을

정 으로 순환하여 표 하 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로틴 경력태도가 서구에서 등장한 개념

이고,국내에서 련 연구가 미비하게 진행된 상황에서,Biscoe외(2006)의 측정도구의 원안에

충실하게 연구된 이 연구 결과를 토 로 로틴 경력태도가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로틴 경력 리행동과 주 경력성공의 계

이 연구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은 주 경력성공에 정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로틴 경력 리행동의 하 요소인 로틴 경력계획행동과 주 경력성공과의

정 인 계(박규경,1999;윤하나,2005;이동하,탁진국,2008;정혜원,2000), 로틴 네트워킹

행동과 주 경력성공과의 정 인 계(Collins,1983;Kirchmeyer,1998;Lyness &

Thompson,2000;Nabi,2003;Seibertetal.,2001;Valcour&Tolbert,2003;VanEmmerick,

2004), 로틴 기술개발행동과 주 경력성공과의 정 인 계(Abeleetal.,2008;Abele&

Spurk,2009;DeVosetal.,2009;Orpen,1994;김성남,이규만,2012;이기은,2008)를 지지하

는 선행연구를 실증 으로 밝힐 수 있었다.

한,뉴커리어(new career)시 에 어들면서 종업원들의 로틴 경력 리행동(protean

careermanagementbehaviors)의 비 이 커지고 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로틴 경력 리행

동은 조직목표 달성과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과 능력을 향상하기 한 경력 리행동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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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력 리’와는 달리 자신의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해 취하는 ‘개인경력 리’행동이다.이 연

구에서는 개인 차원의 경력 리행동은 개인의 의지에 의해 직업생활을 통제 할 수 있는 것과

지속 인 경력단계들을 통해 업무-조직-산업 간의 이동성을 진하고,개인의 인생단계에서 개

인성장을 원활하게 하여 경력 리에서 의미 있는 개인 역할 진을 통해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Aryee와 Debrah(1993)의 연구를 지지하 다.이는 Strauss외

(2012)의 개인경력 리행동은 개인에게 비용과 험이 따를 수도 있다는 주장과 McPherson,

Popielarz,그리고 Drobnic(1992)의 조직외부의 사람들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조

직 내에서 소외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상반된 이론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로틴 경력 리

행동이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이는 고령화 시 와 종신고

용이 보장되지 않는 평생직업의 뉴커리어시 에 어들면서 과거 통 경력을 추구하던 것과

는 달리 개인 심의 미래지향 이고 장기 경력 목표 추구를 통한 개인의 삶의 질을 시하

게 되었다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라.고용안정성과 로틴 경력태도의 계

연구 결과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은 로틴 경력태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선행연구에서 고용안정성과 종업원의 태도와의 계

에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면 추가 인 노력을 더 하지 않게 된다는 상반된 이론(이경묵,

2002;최종태,1997)을 지지하지 않았다.이 연구에서는 고용안정감으로 인한 심리 안정감은

로틴 경력태도에 해당되는 자기주도성과 가치지향성 수 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Carol,1991;Hall&Moss,1999)를 지지하고 있다.이는 종업원들에게 심리 계약이

과거보다 더 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고용불안감은 무력감과 스트 스로 인

하여 종업원들의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된다.조직과 개인의 심리 계약에 해

당되는 상호 호혜 계가 차 요해진 에,개인이 조직에 해 고용 계에 한 불신이

싹트게 되면,종업원은 작업태도가 소극 으로 변하고,무력감에 의해 주도성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한,우리나라 임 근로자는 융외환 기 이후 일용근로자가 임 근로자의 52%를 넘게

차지하고(통계청,2000),기업합병 퇴출,구조조정 등으로 장기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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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변화되었다.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직업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직업 안정성이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었다.과거에는 고용안정성이 평생직장을 의미하는 의의 차원

이었다면, 재는 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조직이 조직원을 한 평생경력개발의 기회와

학습 기회를 지속 으로 제공하는 보다 극 인 의미로 확 되었다.따라서 고용안정성 수

이 높을수록 종업원들의 자기주도성과 가치지향성 수 도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마.고용안정성과 조직경력 리지원의 계

연구결과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들이 지각하는 고용안정성은 조직경력 리지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산업체 종사자들이 지각하는 고용안정성 수 이 높을수

록 조직경력 리지원이 잘 이 진다는 선행연구(Aselage& Eisenberger,2003;송지 ,

2005)를 지지한다.산업체 종사자들 개개인이 인식하는 고용안정성 수 이 높을수록

상사의 조언이나 극 인 피드백 등으로 업무와 경력개발에 도움을 받게 되고,조직에서 제공

하는 교육․훈련개발 기회에도 극 으로 자주 참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조직경력 리지원에 한 고용안정성의 정 인 계는 노동시장의 직업 환경의 변

화로도 해석이 가능하다.우리나라는 융외환 기 이후 개인이 고용을 책임져야 하는 시 로

환되면서(Arther,Khapova&Wilderrom,2005;DeVos&Soens,2009;Nicholson,1999),고

용안정성에 한 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이러한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의해 개인이

지각하는 고용안정성 수 이 조직경력 리지원지각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Ashelage &

Eisenberger,2003).따라서 조직은 종업원이 고용불안감으로 무력감과 극심한 스트 스에 쌓이

지 않도록 합리 인 고용안정 정책과 제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사회인지경력이론 에 의해 주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계

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사회인지경력이론은 사회 맥락과 개인의 특질을 고려하여 경력성공

을 측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해서 설명하는 이

론이다(Barnett&Bradley,2007).고용안정성 하가 노동시장 반의 사회 특징이라면,조직

경력 리지원은 조직 특징에 해당된다.고용안정성과 조직경력 리지원 변인 모두 개인이 지

각하는 수 에 기반하고 있지만,고용불안감이 팽창한 사회 분 기로 개인이 지각하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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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수 에 따라 조직경력 리지원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즉,개인이 속한

그 사회와 몸담고 있는 조직이 개인의 인식에 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즉 고용안정성이 조직

경력 리지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계는 개인이 둘러싼 사회와 조직 맥락에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바.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의 계에서 로틴

경력태도의 매개효과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들의 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 계에서 로틴 경력태도

는 불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선행연구에서 조직경력 리지원이 주 경력

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치고(Gallanan&Greenhaus,1999;Greenhausetal.,1990;Nabi,1999;

Ngetal.,2005;Noe,1996;Wayneetal.,1999;강혜련,2007;권정숙,2010,김보경,정철 ,

2013;박용호,2010;윤하나,탁진국,2006;장은주,2008;장은주,박경규,2005;조창 ,최무 ,

2008;황애 ,2010), 로틴 경력태도가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치며(Aryeeetal.,

1994;DiRenenzo,2010;Hall,1996;Hall& Chandler,2005;Volcour&Ladge,2008;Vos&

Soens,2008;김시진,김정원,2010;김화경,2012;이 근,2012;이재 ,진성미,2012),조직경력

리지원이 로틴 경력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원상 ,이지 ,2011)를

토 로 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사이에서 로틴 경력태도의 매개효과를 지지하는

이론을 실증 으로 밝힐 수 있었다.산업체 종사자들은 조직에서 상사의 지원이 잘 이 지고

교육․훈련 개발 기회가 많을수록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

만 상사의 지원과 교육․훈련 개발기회로 인해 로틴 경력태도에 정 인 향을 주게 되고,

로틴 경력태도인 자기주도성이나 가치지향성이 높을수록 주 경력성공에 해당하는 연 이

나 직 과 같은 객 기 ,업무,사회 계,경력 성장에 한 만족 수 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 사이에서 로틴 경력태도의 매개효

과를 밝힌 것은 조직경력 리지원이 로틴 경력태도에 미치는 향 계에 한 연구가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시사 이 크다.개인의 경력태도 련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조직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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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이나 업무성과를 종속변인으로 경 학 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로틴 경력시 로 환이 되면서 개인 심의 경력과 주 경력성공이 요하다는

인식은 증가하 지만 실증 으로 조직 특성을 포함하여 주 경력성공 사이에서 로틴 경

력태도의 매개효과를 밝 낸 것은 의미가 크다.Judge와 Kammeyer-Muller(2007)는 개인의 경

력 성공은 조직의 특성을 제 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 다.이처럼 주 경력성공에 한 연

구가 개인 심 이라할지라도 조직과 떨어져서는 제 로 이해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주 경력성공에 개인 특징과 조직 특징이 모두 반 된다는 선행연구(Barnett&

Bradley,2007;Judgeetal.,1995;Ngetal.,2005;김보경,정철 ,2013)를 이 연구에서도 지지

하고 있다.따라서 조직경력 리지원이 주 경력성공에 직 인 향을 주기도 하지만 조

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 사이에서 로틴 경력태도를 통해 간 으로 정 인 향

을 미치기도 한다.

사.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의 계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효과

이 연구에서는 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 사이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은 불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선행연구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은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치고(Abele& Spurk,2009;Abele& Wiese,2008;Arthuretal.,2005;

Blumberg&Pringle,1982;Briscoe&Hall,2006;Collins,1983;DeVosetal.,2009;King,

2004;Kirchmeyer,1998;Lyness&Thompson,2000;Nabi,2003;Ngetal.,2005;Orpen,1994;

Petersetal.,1980;Seibertetal.,2001;Valcour&Tolbert,2003;VanEmmerick,2004;김성

남,이규만,2012;박규경,1999;윤하나,2005;이기은,2008;이동하,탁진국,2008;장은주,박경

규,2005;정혜원,2000),조직경력 리지원이 로틴 경력 리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며(원

상 ,이지 ,2011),조직경력 리지원이 로틴 경력 리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친

다는 이론(Gallanan&Greenhaus,1999;Greenhausetal.,1990;Nabi,1999;Ngetal.,2005;

Noe,1996;Wayneetal.,1999;강혜련,2007;권정숙,2010,김보경,정철 ,2013;박용호,2010;

윤하나,탁진국,2006;장은주,2008;장은주,박경규,2005;조창 ,최무 ,2008;황애 ,2010)

을 토 로 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 사이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효과를



- 131 -

실증 으로 밝힐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의 정 인 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토 로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성의 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조직에서 종업원들에게 지속 인 성장

과 개발기회를 제공한다면 종업원들은 조직의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능력이 개발되고,조직몰

입도도 증가하게 된다.그러나 로틴 경력에서 개인의 경력은 조직이 아닌 개인이 심이 된

다는 것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개인의 경력목표에 맞게 경력 리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경력 리는 개인과 조직이 결합된 노력에 의한 것으로,개인과 조직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

이 마땅하다(서균석,2003).하지만 종신고용이 보장되던 과거와 달리 로틴 경력시 에는 조

직이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경력행동으로 자신의 고용을 책임질 수 있

어야 하는 시 가 되었다.따라서 조직경력 리행동이 조직몰입뿐만 아니라 로틴 경력 리행

동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지 구명하는 것은 고용불안정성이 팽배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의미가 크다.

두 번째로 조직의 경력 리지원 로그램이나 상사의 지원은 개인의 경력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Noe(1996)는 120명 직장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력 리(career

management)는 경력개발활동 참여의지에는 정 인 향을 미치지만 경력개발활동과 성과에는

부 인 향을 다고 밝혔으며,Nathalie(2010)도 조직경력 리지원이 직무몰입에는 정 인

향을 주지만 경력 리행동에는 부 인 향을 다고 밝혔다.이처럼 조직의 경력 리지원이

오히려 종업원의 경력 리행동에 부 인 향을 주는 이유는,조직의 경력 리지원과 개인의

경력 목표가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Ganrose&Portwood,1987).조직에서 경력 리 로그램

을 설계하고 운 할 때,개인의 경력 목표와는 무 하게 조직에서 요구하는 교육 심의 일방

향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경력 성장 욕구를 악하고,개개인이 성장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경력지원이 이 져야한다.

세 번째로는 로틴 경력 리행동의 개념을 종업원 개인의 생애 설계 측면으로 해석이 가

능하다는 이다. 로틴 경력 리행동은 로틴 커리어 에서 개인의 심리 경력성공을

궁극 인 경력 목표로 두고,이를 달성하기 해 취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선행연구에서 경력

리행동은 크게 조직경력 리행동과 개인경력 리행동으로 구분되는데(Sturgeetal.,2002),이

연구에서의 로틴 경력 리행동은 개인에 의해 리되는 개인경력 리행동과 유사한 개념이다.

로틴 경력 리행동은 미래의 직업이나 퇴사 후 직업을 비하기 한 구체 인 행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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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조직경력 리지원 수 이 높다고 했을 때,당장의 조직 내 경력 리행동에만 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 경력 리행동에도 정 인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조직경

력 리지원이 주 경력성공에 직 인 향을 주기도 하지만 조직경력 리지원과 주

경력성공 사이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을 통해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치기도 한다.

아. 로틴 경력태도와 주 경력성공의 계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효과

이 연구에서는 로틴 경력태도와 주 경력성공 사이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은 불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실험 으로 선행연구에서 로틴 경력태도는

개인의 주 이고 인지 인 측면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개인의 자기주도성과 가치지향

성은 주 경력성공의 직무만족감이나 경력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이론과(Aryee,

Chay&Tan,1994;Hall,1996;Hall&Chandler,2005),경력 리행동은 자신이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해 취하는 행동을 의미(Barnet&Bradley,2007)하는 것으로 개인은 스스로 경력계

획을 수립하고,네트워킹 혹은 경력성장지향 행동을 통해 경력 리에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

아진다고 지지하는 이론(Thomasetal.,2005;Wentling,1996;White,1995)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로틴 경력태도와 주 경력성공사이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

효과에 해 경험 으로 입증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었는데,이 연구에서 로틴 경력태도와

주 경력성공의 계에서 로틴 경력 리행동의 매개효과를 구명한 것은 의미가 크다.

첫 번째로 사회인지경력이론에 의해 태도와 행동의 계를 살펴볼 수 있다.사회인

지경력이론은 조직 특징과 개인의 태도는 경력 리행동을 통해 경력만족에 도달한

다는 이론이다(Barnett&Bradley,2007).이 이론을 토 로 태도와 행동을,조직 특징

과 개인 특징을 구분하여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를 상으로 계를 실험 으로

밝히고자 하 다.이 연구에서 로틴 경력태도가 로틴 경력 리행동에 미치는 경

로값은  =0.512,t=4.860으로 조직경력 리지원이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계 다음으로

높은 수 에 해당된다. 로틴 경력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강하고 동기부여가 잘되어 있어 자신의 경력 개발을 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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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성향이 크다. 로틴 경력 리행동은 자신의 경력목표 달성을 해 취하는 행동

이기 때문에 로틴 경력태도 수 이 높은 사람은 로틴 경력 리행동 수 도 높게

된다는 이론(Volmer&Spurk,2011)을 이 연구에서 실증 으로 지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경력성공과 련된 연구는 서구 국가들을 상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특정 직무

를 상으로 연구되어 왔다(Boudreau,Boswell&Judge,2001;장은주,2008).우리나라도 빠른

경제 성장과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 지는 등의 사회 변화로 개인의 경력성공과 경력개발에

심을 갖는 사회가 되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와는 다른 고용환경과 조직 특성을 보

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서구에서 시작되고 발달된 로틴 경력에 한 연구를 국내에서 밝

힌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황애 ,탁진국,2006).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들을 상으

로 실증 으로 분석한 이 연구에서도 서구의 이론을 토 로 검증된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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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요약,결론 제언

1.요약

이 연구의 목 은 산업체 종사자를 상으로 주 경력성공과 고용안정성,조직경력 리지

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의 인과 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첫째,산업체 종사자의 주 경력성공과 고용안정성,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에 한 가설 인과모형의 합도는

인과 계를 측하기에 합할 것이다.둘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

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은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셋

째,산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은 로틴 경력태도와 조직경력 리지원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넷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은 로틴 경력태도를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다섯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

지원은 로틴 경력 리행동을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산업체 종사자의 로틴 경력태도는 로틴 경력 리행동을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산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임 근로자)이다.그러나 모집단인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 개인을 상으로 정보 수집 뿐 아니라 표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확

률 표집 에서 유의표집을 하 다.이 연구에서는 코참비즈(2013)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산업별 고용구조 보고서 한국표 산업분류를 기 으로

체 업종 에서 임근로자의 비율이 상 5 에 해당되는 제조업,도매 소매업,교육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업종으로 제한하여,총 450명을 표집하 다.

조사도구는 주 경력성공,고용안정성,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도,인구통계학 특성 조사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 다.주 경력성공과 로

틴 경력 리행동은 연구자가 개발하 고,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는 번안하여 사용

하 으며,고용안정성은 국내 연구에서 번안 후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를 사용하 다.

주 경력성공은 객 기 만족(8문항),경력성장 만족(6문항),사회 계 만족(4문항),



- 136 -

업무 만족(2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비조사 결과 주 경력성공을 약 68%로

설명하 으며,내 일치도 계수는 객 기 만족 0.90,경력성장 만족 0.86,사회 계 만

족 0.86,업무 만족 0.80으로 나타났다.본조사에서 내 일치도 계수는 객 기 만족 0.908,

경력성장 만족 0.872,사회 계 만족 0.848,업무 만족 0.814로 양호하 다.확인 요인분석

결과 요인 재값(표 화회귀계수)은 0.524-0.944로 나타났으며, 합도 지수도 양호하여 본 도구

를 그 로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고용안정성 측정도구는 단일 역으로 8문항으로 구성되며,

내 일치도는 0.843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요인 재값은 0.383-0.863으로 나타나 문항 6,문항

1,문항 8이 다소 상 으로 낮은 재값을 보 지만 측정도구에서 필요한 문항으로 단되었

고, 합도 지수는 양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본 도구를 그 로 최종도구에 활용하 다.조직경

력 리지원 측정도구는 교육․훈련 개발 기회(6문항),상사의 지원(4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내 일치도 계수는 교육․훈련 개발 기회 0.893,상사의 지원 0.941로 양호하 다.

확인 요인분석 결과 요인 재량이 0.802-0.901로 양호하 다. 합도 지수도 양호하여 본 도

구를 그 로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 로틴 경력태도는 자기주도성(8문항),가치지향성(6문항)

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된다.내 일치도 계수는 자기주도성 0.812,가치지향성 0.843으로 양호

하게 나타났다.확인 요인분석 결과 요인 재량이 0.478-0.754로 나타났으며, 합도 지수도

양호하여 본 조사 도구를 그 로 최종도구에 활용하 다. 로틴 경력 리행동 측정도구는

로틴 경력계획행동(4문항), 로틴 네트워킹행동(4문항), 로틴 기술개발행동(4문항)으로 총 12

문항으로 구성하 다. 비조사 결과 로틴 경력 리행동이 약 71%로 설명되었으며,내 일치

도 계수는 로틴 경력계획행동 0.821, 로틴 네트워킹행동 0.900, 로틴 기술개발행동 0.801

로 나타났다.본조사에서 내 일치도 계수는 로틴 경력계획행동 0.822, 로틴 네트워킹행동

0.882, 로틴 기술개발행동 0.789로 양호하 다.확인 요인분석 결과 요인 재값은

0.635-0.896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합도 지수도 양호하여,본 도구를 그 로 최종 분석에 활

용하 다.

자료수집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총 17개 기업에 총 510부를

배포하여 총 450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8.2%).이 에서 불성실응답, 복응답,미응답 응답

지 43부를 제외하고 총 407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자료 분석은 WindowsSPSS12.0과

AMOS18.0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백분율,평균,표 편차와 같은 기술통계와

구조방정식 분석이 이루어졌다.통계 유의수 은 0.05를 기 으로 단하 다.



- 137 -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산업체 종사자의 주 경력성공과 고용안정성,조직경력 리지

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에 한 가설 인과모형의 합도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인과 계를 타당하게 측하 다.

둘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 =0.565), 로틴 경력태도( =0.156), 로틴 경력

리행동( =0169)은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쳤다.

셋째,산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은 로틴 경력태도( =0.194)와 조직경력 리지원( =0.238)

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쳤다.

넷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은 로틴 경력태도를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쳤다.

다섯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은 로틴 경력 리행동을 매개로 주 경력성공

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쳤다.

여섯째,산업체 종사자의 로틴 경력태도는 로틴 경력 리행동을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쳤다.

2.결론

첫째,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 인과 계 모형은 산업체 종사자를 상으로 한 실증자료

를 분석하기에 합하며,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 계를 타당하게 측한다.산업체 종

사자의 고용안정성,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주 경력성공

을 설명하기에 합하고,변인 간 인과 계에 해 충분한 측타당도를 가진다.이를 통하여

서구 심의 연구로 국내에서 미비하게 진행된 주 경력성공 련 연구에서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를 상으로 주 경력성공에 향을 주는 변인들을 개인,조직,사회 환경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은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나타냈다.조직경력 리지원이 주 경력성공에 향

을 미치는 것은 조직차원에서 종업원이 경력목표 달성을 해 상사의 지원이 이 지고 교육․

훈련개발기회가 많을수록 종업원들의 연 승진을 포함한 객 경력 지표에 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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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한 만족,동료와 상사와의 계 만족 개인의 경력 성장 만족 수 도 높아지게 된

다.따라서 조직에서 개인의 경력목표에 잘 부합되며,경력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 로

그램으로 설계되고,상사는 부하직원이 경력 목표를 달성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심을 갖고

지원해 수 있어야 한다.그리고 로틴 경력태도가 주 경력성공에 직 인 향을 미

친다.산업체 종사자들은 경력에 있어서 심리 인 성공을 시하고 경력 책임이 조직이 아닌

개인에게 있다고 여기는 로틴 경력태도 수 을 높이면,주 경력성공 수 도 높아지게 된

다.따라서 산업체 종사자들은 개인의 성공에 있어서 성공의 지침과 척도를 제공하는 능력인

가치지향성(value-driven)과 경력 리에 있어 실행과 학습요구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주

도성(self-directed)수 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로틴 경력 리행동은 주

경력성공에 직 인 향을 미친다. 로틴 경력 리행동은 미래지향 인 장기 의 경력

리행동으로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해 노력하는 로틴 경력계획행동, 로틴 경력

성장을 해 필요한 다양한 친선 계를 갖는 로틴 네트워킹행동,경력목표 달성 미래 직

업 선택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는 로틴 기술개발행동 수 이 높으면,주

경력성공 수 도 높아지게 된다.

셋째,산업체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은 조직경력 리지원과 로틴 경력태도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나타냈다.고용안정성이 조직경력 리지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산업

체 종사자들 개개인이 인식하는 고용안정성 수 이 높을수록 상사의 조언이나 극 인

피드백 등으로 업무성과 향상과 경력개발에 도움을 받게 되고,조직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개발 기회에도 극 으로 자주 참여하게 됨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는 융외환 기 이후 평

생직장에서 평생직업의 시 로 환되면서 반 으로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이 하되었지만

조직은 종업원이 고용불안감으로 인한 무력감과 공포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정 이고

합리 인 고용 정책과 제도가 마련 될 필요가 있다. 한,고용안정성이 로틴 경력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산업체 종사자 개인이 인식하는 고용안정성 수 이 높을수록 경력에

한 자기주도성과 가치지향성 수 에 해당하는 로틴 경력태도 수 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융외환 기 이후 일용근로자가 임 근로자의 52%를 넘게 차지하고(통계청,

2000),기업합병 퇴출,구조조정 등으로 장기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환경으로 환되면

서 종업원들에게 심리 계약이 과거보다 더 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은 로틴 경력태도를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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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 인 향을 나타냈다.산업체 종사자들은 조직에서 상사의 지원이 잘 이 지

고 교육․훈련 개발 기회가 많을수록 주 경력성공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상사의 지원과 교육․훈련 개발기회로 인해 로틴 경력태도에 정

인 향을 주게 되고, 로틴 경력태도인 자기주도성과 가치지향성이 높아지면서 주

경력성공에 해당하는 연 이나 직 과 같은 객 기 ,업무,사회 계,경

력 성장에 한 만족 수 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따라서 산업체 종사자들의 주

경력성공 수 향상을 해서는 조직 특징에 해당하는 조직경력 리지원과 개인의

경력태도에 해당하는 로틴 경력태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산업체 종사자의 조직경력 리지원은 로틴 경력 리행동을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나타냈다.조직경력 리지원이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

치기도 하지만 조직경력 리지원이 로틴 경력 리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고, 로틴 경력

리해동이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치기도 한다.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

들의 주 경력성공 수 향상을 해서는 조직경력 리지원과 로틴 경력 리행동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산업체 종사자의 로틴 경력태도는 로틴 경력 리행동을 매개로 주 경력성공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나타냈다. 로틴 경력태도 수 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강하고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어 자신의 경력 개발

을 해 노력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목표 달성을 해 취하는 행동인

로틴 경력 리행동 수 도 높게 된다. 한 산업체 종사자들은 개인의 성공에 있어서

성공의 지침과 척도를 제공하는 능력인 가치지향성과 경력 리에 있어 실행과 학습요구에 응

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주도성 수 이 높으면,업무,연 과 승진과 같은 객 경력 지표,사

회 계와 업무 경력성장에 한 만족도도 높아지게 된다.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

자를 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도 로틴 경력태도가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치기

도 하지만 로틴 경력태도가 로틴 경력 리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고, 로틴 경력 리

행동이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치므로 로틴 경력태도와 로틴 경력 리행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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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 상을 세분화하여 주 경력성공과 고용안정성,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

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의 인과 계를 구명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이 연구에서는 산업

체 종사자 체를 모집단으로 선정하 다.그러나 업종,기업 규모,직무,조직 특성,개인 특성

을 세분화하여 이 연구의 모형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개인의 인식 수 을 기반으로 하

지만 고용안정성면에서 공무원이나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혹은 로젝트

단 의 성과 기반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조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며,시스템 기반의 기업과 인 자원 기반의 소기업이나 벤쳐기업처럼 기업의 규모에 의해

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그 외 자 업자 혹은 문분야 종사자와 같이 담당하는 업무나 개

인의 인 특성 등에 따라서도 이 연구의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연구 상을 세

분화하여 주 경력성공과 련 변인들의 인과 계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업종이나 직무 기업 규모에 따라 주 경력성공의 수 을 구명하고,이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추가 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이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우리나라 노

동 시장 환경을 토 로 선정한 고용안정성,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을 토 로 주 경력성공에 향을 주는 변인들이 선정되었다.그러나 사회 요인,개

인 특징,조직 특징 요인으로 이 외에도 다양한 변인들이 고려될 수 있다.연구 상별로 추

가 탐색된 변인들과의 계 측정변인별 수 구명을 토 로 상별 특성 비교 상을 이

해할 수 있다.

셋째,조직에서 운 되는 조직경력 리지원이 개인의 경력 목표와 일치하고 부합되도록 설계

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이 연구에서 주 경력성공에 한 조직경

력 리지원의 경로계수는 다른 변인의 경로계수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주 경력성공

이 개인 수 의 인식이지만 경력성공과 련된 연구는 조직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

서 우리나라 산업체 종사자들에게 상사의 지원과 교육․훈련개발기회는 요한 변인이 된다.

조직에서는 구성원의 경력 목표와 경력성장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불확실한 미래에 해

응력을 높이고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직경력 리지원 로그램이 설계되고

운 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산업체에서 이 지는 조직경력 리지원이 일방향으로 조직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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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종업원 개인의 경력목표와 경력성장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

계되고 운 된다면 조직과 개인의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는 더욱 향상 될 것이다.

넷째,산업체 종사자들을 상으로 주 경력성공의 구성 요인 측정 도구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주 경력성공을 구성하는 요인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다수의 연구

에서 경력만족으로 측정이 이 지고 있다.그러나 직업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에 주 경력성공을 구성하는 요인과 측정도구 방법에 하여 심층 으로 연구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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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력성공

경력만족
Greenhaus
etal.
(1990)

Iam satisfiedwiththeprogress
Ihavemadetowardsmeeting
mygoalsforadvancement.

나는 나의 승진 목표 달성을 해 진

해온 나의 경력에 만족한다.
-

나는 나의 체 경력

에서 지 까지 내가 

이루어온 승진에 만

족한다.

Iam satisfiedwiththeprogress
Ihavemadetowardmeeting
mygoalsforthedevelopmentof
newskills.

나는 나의 경력 목표를 달성하고자 새

로운 기술 향상을 해 진해온 나의 

경력에 만족한다.

나는 나의 경력 목표를 달성

하고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 진해온 과정에 만족

한다.

나는 나의 체 경력

에서 지 까지 내가 

향상해온 업무 수행 

능력과 기술에 만족

한다.

Iam satisfiedwiththesuccessI
haveachievedinmycareer.

나는 내가 이룬 경력 성공에 만족한다.
나는 내가 이룬 경력 과정에 

만족한다.

나는 체 으로 내

가 이루어 놓은 경력

에 만족한다.

Iam satisfiedwiththeprogress
Ihavemadetowardmeeting
mygoalsforincome.

나는 나의 수입 목표 달성을 해 진

해온 나의 경력에 만족한다.

나는 나의 수입 목표 달성을 

해 진해온 과정에 만족

한다.

나는 나의 체 경력

을 볼 때,내가 받아

온 수입에 만족한다.

Iam satisfiedwiththeprogress
Ihavemadetowardmeeting

나는 나의 체 인 경력 목표 달성을 

해 진해온 나의 경력에 만족한다.

나는 나의 체 인 경력목

표 달성을 해 진해온 과

나는 지 까지 나의 

경력목표 달성을 

[부록 1]측정도구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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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verallcareergoals. 정에 만족한다.

해 노력해온 나의 경

력과정이 마음에 든

다.

직무만족
Roznowski(
1989)

JDIScale-Work 나는 내 일 자체에 만족한다. -
나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만족한
다.

JDIScale-supervision 나는 나의 상사에게 만족한다. -
나는 함께 일하고 있
는 나의 상사가 마음
에 든다.

JDIScale-co-worker 나는 난의 동료에게 만족한다. -

나는 함께 일하고 있

는 나의 동료가 마음

에 든다.

JDIScale-pay 나는 나의 여에 만족한다. -
나는 내가 받고 있는 
여에 만족한다.

JDIScale-promotion 나는 나의 승진기회에 만족한다. -
나는 내게 주어진 승
진 기회에 만족한다.

교육/훈
련 개발 
기회

Threnou&
Conroy
(1994)

Timesoninternalcommittee 내부 원회 횟수 - -

Times on selection/promotion
panels

승진/선발 자문 원 횟수 - -

Times on external training
courses

외부 교육 과정 횟수 -
나는 나의 경력 계발
에 도움이 되는 외부 
교육에 참여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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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경력
리지원

있는 기회가 많은 편
이다.

Times on internal training
courses

내부 교육 과정 횟수

나는 나의 경력 계발
에 도움이 되는 조직 
내부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이다.

Times acting in a higher
positionformonths

몇 개월간 높은 지 에서 일해 본 횟수 -

나는 조직에서 요
한 업무 수행을 한 
교육 상자로 선정
되어 교육을 받을 기
회가 많은 편이었다.

Timesrepresentativeatoutside
meetings

외부 미 에서의 표 횟수 -

나는 우리 조직()을 
표해서 외부 교육

에 참여할 기회가 많
은 편이다.

로틴
경력태도

자기

주도성

Briscoe
etal.

(2006)

Whendevelopmentopportunities

havenotbeenofferedbymy

company,I'vesoughtthem out

onmyown.

회사에서 경력개발 기회가 주어지지 않

을 때에는 내 스스로 경력 개발 기회를 

찾는다.

회사에서 경력개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내 스

스로 경력 개발 기회를 찾아

왔다.

나는 회사에서 경력
개발 기회가 주어지
지 않더라도 내 스스
로 경력 개발 기회를 
찾아 왔다.

Iam responsibleformysuccess내 경력의 성공과 실패에 한 책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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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failureinmycareer 나에게 있다.

Overall,Ihaveavery

independent,self-directedcareer.

반 으로 나는 내 의지에 따라 경력

을 리하고 있다.

나는 매우 독립 이고,스스

로 만들어온 경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매우 독립 이

고 자기주도 인 경

력을 추구한다.

Freedom tochoosemyown

careerpathisoneofmymost

importantvallues.

경력 경로를 선택할 자유는 내게 가장 

요한 가치이다.

경력 경로를 선택할 자유는 

내게 가장 요한 가치  

하나이다.

경력 경로를 직  선

택하는 것은 내게 있

어서 매우 요한 가

치이다.
Iam inchargeofmyown

career
내 경력은 내가 책임지고 리한다. - -

Ultimately,Idependupon

myselftomovemycareer

forward

궁극 으로 나는 경력을 개척해 나아감

에 있어 나 자신에게 의존한다.
- -

Wheremycareerisconcerned,I

am verymuch"myownperson"

내 경력에 한 한 나는 내가 주인이

다.
- -

InthepastIhavereliedmore

onmyselfthanotherstofinda

newjobwhennecessary.

과거에 새로운 직업을 얻는 과정에서 

남보다는 나 자신에게 더 의존했다.

필요에 의해 새로운 직업을 

구 할 때는 남보다 나 자신

에게 더 의존했다.

-

Inavigatemyowncareer,based

onmypersonalpriorities,as

내가 경력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조직의 정책에 

나는 고용주의 우선 순 와

는 상충된 다하여도 나의 우

내 자신의 경력은 고

용주가 원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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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지향성

opposedtomyemployer's

priorities.
반 할 수 있다.

선 순 에 의해서 나의 경력

을 환한다.

향 보다,스스로의 
가치를 더 우선순
에 둔다.

Itdoesn'tmattermuchtome

howotherpeopleevaluatethe

choicesImakeinmycareer.

나는 다른 사람의 기 에 의한 평가보

다 나 스스로 선택한 경력에 더 가치를 

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

들어온 경력에 어떻게 평가

하는 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

다.

나는 경력을 평가
할 때,임 이나 승
진보다는 나의 고
유한 가치를 더 추
구한다.

What'smostimportanttomeis

howIfeelaboutmycareer

success,nothowotherpeople

feelaboutit.

내 경력에서의 성공이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다.

- -

I'llfollowmyownconscienceif

mycompanyasksmetodo

somethingthatgoesagainstmy

values.

나의 조직에서 나의 가치와 맞지 않는 
요구를 해오면,나는 나의 양심을 따를 
것이다.

- -

WhatIthinkaboutwhatis

rightinmycareerismore

importanttomethanwhatmy

companythinks.

나의 경력에서 조직이 옳다고 생각하는

지 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지가 더 

요하다.

-

내 경력에서 조직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
향보다 나의 심리  
성공이 내게는 더 
요하다.

InthepastIhavesidedwith 과거에 조직에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 과거에 조직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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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wnvalueswhenthe

companyhasaskedmetodo

somethingIdon'tagreewith

것을 요구했을 때,나는 나의 가치를 

따랐다.

하는 것에 동의 할 
수 없을 때,나는 나
의 가치에 의해 단
하고 행동했다.

로틴 
경력 리
행동

로틴
경력계획
행동

Claes&
Ruiz-

Quintanilla
(1998)

Ihaveawelldevelopedplan
forthenextfewyearsofmy
workfuture.

나는 몇 년 후 나의 미래의 경력 계획
을 잘 수립해 놓았다.

나는 몇 년 후 업무 계획을 
잘 수립해 놓았다.

나는 재 다니고 있

는 조직을 퇴사 하더

라도 어떻게 경력을 

만들어 나갈지 구체

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다.

나는 나의 재 성과

를 꾸 히 기록하고 

리하고 있다.

나는 공식 인 업무

외의 교육과정이나 

취득해야 할 기술에 

해서 꾸 히 심

을 갖고 정보를 모으

고 있다.

Ihavebeguntothinkmore
aboutthekindofworkfor
which Iam bestsuitedsinceI
beganworkinginmypresent
job

나는 재의 일을 시작한 이래로 내게 
가장 잘 맞는 일에 하여 더 많이 생
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재의 일을 시작한 이
후로 어떤 업무가 내게 가장 
합한지에 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Ihaverecentlybeguntothink
moreaboutwhatIwouldlike
toaccomplishinmywork
duringthenextyearortwo

나는 최근에 몇 년 동안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일에 하여 더 많이 생각하기 시
작했다.

최근 나는 일년 는 2년 동
안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일에 
하여 더 많이 생각하기 시

작했다.

Ihavenotreallydecidedwhat
my career objectives should
be(R)

나는 나의 경력 목표에 하여 결정하

지 못했다.

실질 으로 나는 나의 경력

목표가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를 결정하지 못했다.

Ihaveaplanformycareer. 나는 나의 경력 목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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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ett&
Bradley
(2007)

Ihaveastrategyforachieving
mycareergoals.

나는 나의 경력 목표 달성을 한 략

을 가지고 있다.
-

나는 경력 목표 달성

에 있어서 무엇이 내

게 도움이 되고 무엇

이 내게 장애가 되는

지 잘 알고 있다.

Iknow whatIneedtodoto
reachmycareergoals.

나는 나의 경력 목표에 필요한 것이 무

엇인지 알고 있다. -

My Career objectives are not
clear.(R)

나는 경력 목표는 명확하지 않다. -

Strass
etal.
(2012)

Iam planningwhatIwantto
dointhenextfew yearsofmy
career

나는 몇 년 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
-

Iam thinkingaheadtothenext
few yearsandplanwhatIneed
todoformycareer.

나는 몇 년 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서 

생각하고 있다.

-

I engage in career path
planning.

나는 계획된 경력 지도에 맞게 근무하

고 있다.
-

Ihaverecentlybeguntothink
moreaboutwhatIwouldlike
to accomplish in my work
duringthenextyearortwo.

나는 최근에 다음 몇 년 동안 나의 일

에서 성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

하기 시작했다.

-

Orpen
(1994)

Ichange my careerobjectives
frequently.(R)

나의 경력 목표는 자주 바 다. -

Ihave definite goals formy나는 일생동안 명확한 나의 경력 목표나는 인생 반한 한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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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하 변수 선행연구 국내·외 연구 원안 1차 번안 2차 번안
(문가 검토  수정)

3차 문항 재구성
(문가 검토  수정)

careerovermylifetime. 를 가지고 있다. 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WhenIthinkofchangingmy
job,Ialwaysconsiderwhether
thenewjob.

나의 직무 변화를 생각할 때,나는 언
제나 새로운 직무 여부에 하여 고려
한다.

나의 직무 변화를 생각할 때,
나는 언제나 그 직무가 새로
운 것인지를 고려한다.

Igivealotofthoughttoplans
and schemesforachieving my
careergoals.

나는 나의 경력목표 달성과 계획에 
하여 많은 생각을 한다. -

로틴 

네트워킹

행동

Gould&

Penley

(1984)

Ihavegotmyselfintroducedto
people who can influence my
career.

나의 경력에 향을  수 있는 사람들
에게 나 자신을 소개한다.

-

나는 나의 경력 성장

에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있으면, 재 당 

장의 나의 업무와는 

련이 없다고 하더

라도 좋은 계를 유

지하기 해 시간과 

에 지를 투자하고 

있다.

나는 나의 경력에 

향을  수 있는 사

람들에게 내가 먼   

극 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I have talked to senior
managementatcompany social
gatherings.

나는 회사 사교 모임에서 최고 경 진
과 화를 나 어 왔다.

-

Ihavebuiltcontactswithpeople
inareaswhereIwouldliketo
work.

나는 내가 일하고 싶은 지역의 사람들
과 인맥을 구축한다.

나는 내가 일하고 싶은 역
의 사람들과 인맥을 구축해
왔다.

Ihavepushedtobeinvolvedin
highprofileprojects.

나는 수  높은 로젝트에 참여를 추
진해왔다.

-

Ihaveaskedforcareeradvice
from peopleevenwhenithas
notbeenoffered.

나는 받는 것이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경력 조언을 얻는다.

나는 사람들에게 경력 조언
을 받지 못하여도 경력조언
을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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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하 변수 선행연구 국내·외 연구 원안 1차 번안 2차 번안
(문가 검토  수정)

3차 문항 재구성
(문가 검토  수정)

Ihaveasked forfeedback on
my performance when itwas
notgiven

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성과에 
한 피드백을 요구한다.

나는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
을 때에도 성과에 한 피드
백을 요청하여 왔다.

나는 내게 경력 조언

을 해  수 있는 사

람에게는 재 업무

와 무 하더라도 먼

 연락을 취하여 만

나곤 한다.

나는 조직 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조직 외 

다양한 사람들과도   

업무와 련된 정보

를 공유하고 있다.

Ihaverefusedtoacceptanew
rolebecauseitwouldnothelp
medevelopnewskills.

나는 새로운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에 해 거
하 다.

나는 새로운 기술 향상에 도
움이 되지 않을 새로운 역
할은 거 하여 왔다.

Penley&

Gould

(1981)

Buildinganetworkof"contacts"
intheorganizationforobtaining
informationaboutwhat's
happeningwithinthe
organization.

조직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
보를 얻기 해 인맥을 구축한다.

-

Building a network of
friendshipsin the organization
whichcanhelptofurtheryour
careerprogression.

나의 미래 경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해 조직 내 친선  인맥을 쌓는다.

나의 미래 경력에 도움이 되
도록 하기 해 조직 내 친
교
 인맥을 쌓는다.

로틴

기술개발

행동

Claes&

Ruiz-Quint

anilla

(1998)

Ihavedevelopedskillswhich
maybe needed in future
positions.

나는 미래 직 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
발해왔다.

나는 앞으로 맡게 될 직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나는 회사의 의무

인 교육외에도 자기

계발을 해 노력하

고 있다.

나는 업무외에도 나

의 기술개발 향상을 

한 모임에 주기

으로 참여하고 있다.

Ihavegained experiencein a
varietyofworkassignmentsto
increase my knowledge and
skills.

나는 나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있다.

나는 나의 지식과 기술을 
다양한 역에서 경험을 쌓
아왔다

I have developed more
knowledge and skillin tasks
critical to my work unit's

나는 나의 업무에서 요한 지식과 기
술을 향상시키고 있다.

나는 내가 맡은 부서운
에 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
발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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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하 변수 선행연구 국내·외 연구 원안 1차 번안 2차 번안
(문가 검토  수정)

3차 문항 재구성
(문가 검토  수정)

operation. 나는 재 업무와는 

무 하더라도 미래 

경력에 도움이 된다  

고 생각되는 서 을 

꾸 히 읽고 있다.

나는 최근에 자격증 

혹은 련 학  취득

을 해 교육  이거

나 교육을 이수하

다.

Barnett&

Bradley

(2007)

Keeping your career options
open.

나는 나의 경력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
놓고 있다.

앞으로 경력에 필요할 기술
들을 보유하라.

Keeping your skills which
maybeneeded infuturecareer
positions.

나는 미래의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유
지해오고 있다.

Preparing yourself for career
opportunities which may
materialize.

나의 경력 기회에 한 구체 인 것을 
스스로 비하고 있다.

구체화 될 경력기회를 스
스로 비하라.

Obtaining broadly based work
experiencesinthisorganization.

나는 이 조직에서 범 하고 기 인 
경험을 쌓고있다.

이 조직에서 폭넓은 직무 
경험을 습득하라.

Assuming leadership in work
areaswherethereappearstobe
noleadership.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는 일터에서 지도
력을 발휘해 업무에 임하고 있다.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는 
업무 역에서 리더십을 가
져라

Developing expertise in areas
that are critical to your
development'soperations.

요한 업무에서 문성을 쌓고 있다.
개발 활동에 매우 요한 
역에서 문성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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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비조사 도구

산업체 종사자의 주 경력성공과 고용안정성,
조직경력 리지원, 로틴 경력태도, 로틴
경력 리행동의 인과 계에 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  바쁘신 와 에도 귀 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는 산업체 종사자가 느끼는 주  경력성공은 무엇이며,이에 향을 주는 

요인과 인과 계를 탐구하는 연구입니다.

질문지는 총 5면이며,응답하시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입니다.조사결

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그 응답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

항이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

는 응답은 본 연구를 해 매우 귀 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과 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바쁘신 와 에도 불구하고 귀 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0월  일

서울 학교 학원 농·산업교육과

지도교수 :정진철

박사과정 :신수림

[연구자 연락처]신수림 (031-880-5559,010-8222-6574,rara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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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나는 나의 체 경력에서 지 까지 내가 이루어온 승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 나의 체 경력에서 지 까지 내가 이루어온 승진은 동료
들보다 빠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나의 체 경력에서 지 까지 내가 받아온 수입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나는 나의 체 경력에서 내가 받아온 수입이 동료들보다 높은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나는 내가 받고 있는 여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나는 조직 내 다른 동료와 비교해 보면,내가 받고 있는 여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나는 내게 주어진 승진 기회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나는 조직 내 다른 동료와 비교해 보면,내게 주어진 승진 기회에 만
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나는 나의 체 경력에서 지 까지 내가 향상해온 업무 수행  
능력과 기술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나는 나의 체 경력에서 지 까지 내가 향상해온 업무 수행  
능력과 기술은 동료들보다 뛰어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나는 체 으로 내가 이루어 놓은 경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2.나는 체 으로 내가 이루어 놓은 경력이 동료들보다 만족스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나는 지 까지 나의 경력목표 달성을 해 노력해온 나의 경력과
정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14.나는 지 까지 나의 경력목표 달성을 해 노력해온 나의 경력
과정이 동료들보다 만족스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나는 함께 일하고 있는 나의 상사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16.나는 조직 내 다른 동료의 상사와 비교해 보면,나의 상사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17.나는 함께 일하고 있는 나의 동료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18.나는 조직 내 다른 부서()동료와 비교해 보면,나의 부서   
()의 동료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19.나는 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0.나는 조직 내 다른 동료의 업무와 비교해 보면,지  내가 담  
당하고 있는 업무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I.다음은 귀하가 생각하는 경력성공에 련된 문항입니다.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 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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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나의 조직 경험 체를 토 로 볼 때~)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나는 나의 경력 계발에 도움이 되는 외부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 나의 경력 계발에 도움이 되는 조직 내부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조직에서 요한 업무 수행을 한 교육 상자로 선정

되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은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4.나는 우리 조직()을 표해서 외부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많은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5.나의 상사는 내가 경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6.나의 상사는 나의 경력 목표 달성 여부에 늘 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7.나의 상사는 내가 업무성과 목표를 정하는데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8.나의 상사는 내 업무성과가 좋은 경우 나의 공로를 확실히 인정해 다.① ② ③ ④ ⑤

9.나의 상사는 내가 부탁하면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알려 다.
① ② ③ ④ ⑤

10.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성과에 해 피드백을 주고 조언해 다. ① ② ③ ④ ⑤

Ⅱ.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고용안정성과 련된 문항입니다.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 는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우리 조직에서 나는~)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승진에서 락 될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지 보다 사람들에게 미치는 향력이 축소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가까운 미래에 퇴출 상자가 될 지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4.지 보다 비  없는 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5.가까운 미래에 퇴직 상자로 분류될지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6.안정 으로 여가 지  되지 않아 스트 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재 직 보다 낮은 직 에 배치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8.내가 소속된 부서가 가까운 미래에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Ⅲ.다음은 귀하가 생각하는 조직경력 리지원에 련된 문항입니다.각 문항을 잘 읽으시

고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 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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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나는 회사에서 경력계발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경력 계발의 기회를 찾아왔다.
① ② ③ ④ ⑤

2.내 경력의 성공과 실패에 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독립 이고 자기주도 인 경력을 쌓아 왔다. ① ② ③ ④ ⑤

4.경력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요한 가치이다. ① ② ③ ④ ⑤

5.내 경력은 내가 책임지고 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6.나는 경력을 환해야 할 경우 내 스스로의 결정을 따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내 경력에 있어서 나 자신은 매우 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과거에 새로운 직업을 얻는 과정에서 남보다는 나 자신에게  

더 의존했다.
① ② ③ ④ ⑤

9.내 자신의 경력은 고용주가 원하는 방향 보다,스스로의 가치를

더 우선순 에 둔다.
① ② ③ ④ ⑤

10.나는 경력을 평가할 때,임 이나 승진보다는 나의 고유한 가치를

더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11.내 경력에서의 성공이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다.
① ② ③ ④ ⑤

12.나의 조직에서 나의 가치와 맞지 않는 요구를 해오면,나는   

나의 가치를 따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내 경력에서 조직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보다 나의 심리   

성공이 내게는 더 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4.과거에 조직이 요구하는 것에 동의 할 수 없을 때,나는 나의  

가치에 의해 단하고 행동했다.
① ② ③ ④ ⑤

Ⅳ.다음은 귀하의 경력 태도에 해당되는 로틴 경력태도에 한 문항입니다.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 는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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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나는 재 다니고 있는 조직을 퇴사하더라도 어떻게 경력을 

만들어 나갈지 구체 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 나의 재 성과를 꾸 히 기록하고 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공식 인 업무외의 교육과정이나 취득해야 할 기술에 

해서 꾸 히 심을 갖고 정보를 모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나는 경력 목표 달성에 있어서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내게 장애가 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나는 나의 경력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재 당장의

나의 업무와는 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좋은 계를 유지하기

해 시간과 에 지를 투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나는 나의 경력에 향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   

극 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나는 내게 경력 조언을 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재 업무와

무 하더라도 먼  연락을 취하여 만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8.나는 조직 내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직 외 다양한 사람들과도 업

무와 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나는 회사의 의무 인 교육 외에도 자기계발을 해 노력하고 있다.① ② ③ ④ ⑤

10.나는 업무 외에도 나의 기술계발 향상을 한 모임에 주기   

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나는 재 업무와는 무 하더라도 미래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서 을 꾸 히 읽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나는 최근에 경력 계발을 한 자격증 혹은 련 학  취득을

해 교육  이거나 교육을 이수하 다.
① ② ③ ④ ⑤

Ⅴ.다음은 귀하의 로틴 경력 리행동에 한 문항입니다.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 는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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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다음은 귀하의 일반 인 특성에 한 문항입니다.해당 번호에 ○ 는 √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귀하의 연령은? (만) 세

3.귀하의 최종학력은?① 졸이하     ② 고교재학     ③ 고졸     ④ 학재학

⑤ 문 졸     ⑥ 졸(4년제이상) ⑦ 학원졸 이상

4.귀하의 결혼여부는?① 미혼(결혼안함)② 기혼(결혼함)③ 기타( )

5.귀하의 직 은?①사원      ② 리      ③과장      ④차장      ⑤부장    

⑥임원   ⑦기타( )

6.귀하가 담당하는 직무는?① 사무 리직   ② 연구원   ③ 서비스직  ④ 업직    

⑤ 기타( )

7.귀하의 근무 형태는?①정규직      ② 비정규직 

8.귀하의 재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만) 년 개월

9.귀하의 총 재직 기간은?(만) 년 개월

10.귀하가 속한 회사의 직원 수는? 명

11.귀하가 속한 회사의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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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문항
내 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값 수정된 

항목-체 

상 계내 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값

객  

기  만족

Ⅰ-1

Ⅰ-2

Ⅰ-3

Ⅰ-4

Ⅰ-5

Ⅰ-6

Ⅰ-7

Ⅰ-8

0.90

0.898

0.896

0.886

0.900

0.883

0.886

0.884

0.890

0.611

0.624

0.739

0.580

0.779

0.748

0.769

0.702

경력성장 

만족

Ⅰ-9

Ⅰ-10

Ⅰ-11

Ⅰ-12

Ⅰ-13

Ⅰ-14

0.867

0.836

0.867

0.849

0.836

0.834

0.839

0.705

0.518

0.637

0.715

0.720

0.690

사회  

계 만족

Ⅰ-15

Ⅰ-16

Ⅰ-17

Ⅰ-18

0.867

0.802

0.809

0.866

0.836

0.784

0.768

0.622

0.703

업무 만족
Ⅰ-19

Ⅰ-20
0.801 -

0.668

0.668

측정변인 문항
내 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값 수정된 

항목-체 

상 계내 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값

고용

안정성

Ⅱ-1

Ⅱ-2

Ⅱ-3

Ⅱ-4

Ⅱ-5

Ⅱ-6

Ⅱ-7

Ⅱ-8

0.875

0.871

0.857

0.841

0.847

0.848

0.874

0.856

0.879

0.532

0.664

0.799

0.759

0.733

0.491

0.682

0.468

[부록 3] 비조사 신뢰도 분석 결과

<부록 3-1>주  경력성공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부록 3-2>고용안정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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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문항
내 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값 수정된 

항목-체 

상 계내 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값

교육․훈

련개발기

회

Ⅴ-1

0.885

0.845 0.769

Ⅴ-2 0.842 0.775

Ⅴ-3 0.853 0.749

Ⅴ-4 0.867 0.709

상사의 

지원

Ⅴ-5

0.936

0.932 0.749

Ⅴ-6 0.929 0.775

Ⅴ-7 0.924 0.813

Ⅴ-8 0.926 0.801

Ⅴ-9 0.916 0.873

Ⅴ-10 0.919 0.855

측정변인 문항
내 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값 수정된 

항목-체 

상 계내 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값

자기주도

성

Ⅴ-1

0.871

0.856 0.631

Ⅴ-2 0.867 0.502

Ⅴ-3 0.847 0.696

Ⅴ-4 0.859 0.600

Ⅴ-5 0.838 0.783

Ⅴ-6 0.848 0.689

Ⅴ-7 0.856 0.629

Ⅴ-8 0.867 0.537

가치지향

성

Ⅴ-9

0.843

0.825 0.579

Ⅴ-10 0.824 0.582

Ⅴ-11 0.827 0.568

Ⅴ-12 0.808 0.667

Ⅴ-13 0.801 0.700

Ⅴ-14 0.815 0.630

<부록 3-3>조직경력 리지원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부록 3-4> 로틴 경력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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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문항
내 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값 수정된 

항목-체 

상 계내 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값

로틴

경력계획

Ⅴ-1

0.821

0.806 0.586

Ⅴ-2 0.713 0.769

Ⅴ-3 0.765 0.665

Ⅴ-4 0.806 0.575

로틴

네트워킹

Ⅴ-5

0.900

0.732 0.603

Ⅴ-6 0.833 0.629

Ⅴ-7 0.806 0.610

Ⅴ-8 0.738 0.675

로틴

기술개발

Ⅴ-9

0.801

0.717 0.692

Ⅴ-10 0.758 0.602

Ⅴ-11 0.784 0.543

Ⅴ-12 0.741 0.652

<부록 3-5> 로틴 경력 리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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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본조사 도구

산업체 종사자의 주 적 경력성공과 고용안정성, 

조 경력 리 원, 프로틴 경력태도, 프로틴 

경력 리행동의 인과적 계에 한 설문

안녕하십니 ?

저 바쁘신 에  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 는 산업체 종사자가 느끼는 주 적 경력성공은 무엇이 , 이에 향을 주는 

인과 인과 계를 탐 하는 연 입니다.

문 는 총 5 이 , 응답하시는  걸리는 소 시간은 약 15  정 입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익 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  않으

,  연 를 위한 자료로만 활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응답하  않은 문항이 하나라  있으 , 그 응답 는 석할 수 없으니 한 문

항이라  빠 없이 응답하여 주시 를 간곡히 탁드립니다. 하의 솔 하고 성의 있

는 응답은 본 연 를 위해 매  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과 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 ,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  하 , 바쁘신 에  하고 

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0   일

서 학  학  농·산업 육과

수 : 정 철

박사과정 : 신수림

[연구자 연락처]신수림 (031-880-5559,010-8222-6574,rara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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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나는 ~)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
나의 체 경력을 놓고 볼 때,지 까지 내가 이루어온 승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체 경력을 놓고 볼 때,지 까지 내가 이루어온 승진은

동료들보다 빠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체 경력을 놓고 볼 때,지 까지 내가 받아온 수입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체 경력을 놓고 볼 때 내가 받아온 수입은 동료들

보다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재 받고 있는 여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회사에서 동료들과 비교해 볼 때,내가 받고 있는 여는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게 주어진 승진 기회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과 비교해 볼 때,내게 주어진 승진 

기회는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의 체 경력에서 지 까지 내가 향상해온 업무 수

행  능력과 기술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의 체 경력에서 지 까지 내가 향상해온 업무 수

행 능력과 기술은 동료들보다 뛰어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체 으로 내가 이루어 놓은 경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체 으로 내가 이루어 놓은 경력이 동료들보다 만

족스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지 까지 나의 경력목표 달성을 해 노력해온 나의 

경력과정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지 까지 나의 경력목표 달성을 해 노력해온 나의 

경력과정이 동료들보다 만족스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함께 일하고 있는 나의 상사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조직 내 다른 동료의 상사와 비교해 보면,나의 상사

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함께 일하고 있는 나의 동료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조직 내 다른 부서()동료와 비교해 보면,나의 부서  

()의 동료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19 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회사 내 다른 동료들의 업무 내용과 비교해 볼 때,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I.다음은 귀하가 생각하는 경력성공에 련된 문항입니다.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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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내가 경험한 회사 경험을 토 로 볼 때~)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
나는 나의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외부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경력 계발에 도움이 되는 회사 내부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회사에서 요한 업무 수행을 한 교육 상자로 선정

되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은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 회사()를 표해서 외부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많은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상사는 내가 경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언해 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나의 경력 목표 달성 여부에 늘 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상사는 내가 업무성과 목표를 정하는데 많은 지       

도와 도움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상사는 내 업무성과가 좋으면,나의 공로를 확실히 인정

해 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상사는 내가 부탁하면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다.
① ② ③ ④ ⑤

10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성과에 해 피드백을 주고 조언해 다. ① ② ③ ④ ⑤

Ⅱ.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고용안정성과 련된 문항입니다.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우리 회사에서 나는~)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 승진에서 락 될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지 보다 사람들에게 미치는 향력이 축소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가까운 미래에 퇴출 상자가 될 지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4 지 보다 비  없는 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5 가까운 미래에 퇴직 상자로 분류될지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6 안정 으로 여가 지  되지 않아 스트 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재 직 보다 낮은 직 에 배치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소속된 부서가 가까운 미래에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Ⅲ.다음은 귀하가 생각하는 조직경력 리지원에 련된 문항입니다.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0 -

번호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
나는 회사에서 경력개발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 스

스로 경력개발 기회를 찾아왔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경력의 성공과 실패에 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독립 이고 자기주도 인 경력을 쌓아 왔다. ① ② ③ ④ ⑤

4 경력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요한 가치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경력은 내가 책임지고 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경력을 환해야 할 경우 내 스스로의 결정을 따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경력에 있어서 나 자신은 매우 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과거에 새로운 직업을 얻는 과정에서 남보다는 나 자신에게  

더 의존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자신의 경력은 고용주가 원하는 방향 보다,스스로의 가

치를 더 우선순 에 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경력을 평가할 때,임 이나 승진보다는 나의 고유한 

가치를 더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경력에서의 성공이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회사에서 나의 가치와 맞지 않는 요구를 해오면,나는 나의 

가치를 따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경력을 쌓아갈 때,회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보다 

나의 심리  성공이 더 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과거에 회사가 요구하는 것에 동의 할 수 없을 때,나는 나

의 가치에 의해 단하고 행동했다.
① ② ③ ④ ⑤

Ⅳ.다음은 귀하의 경력 태도에 해당되는 로틴 경력태도에 한 문항입니다.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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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나는 ~)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
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어떻게 경력을 만

들어 나갈지 구체 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재 성과를 꾸 히 기록하고 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공식 인 업무외의 교육과정이나 취득해야 할 기술 습득을 

한 방법, 차,시기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경력 목표 달성에 있어서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내게 장애가 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경력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재 당     

장의 나의 업무와는 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좋은 계를  

유지하기 해 시간과 에 지를 투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경력에 향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  

극 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게 경력 조언을 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재 업무와 무

하더라도 먼  연락을 취하여 만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같은 회사 사람들 뿐만 아니라 회사 외부의 다양한 사람들

과도 업무와 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회사의 의무 인 교육 외에도 자기계발을 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업무 외에도 나의 기술계발 향상을 한 모임에 주기 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재 업무와는 무 하더라도 미래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서 을 꾸 히 읽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최근에 경력 개발을 한 자격증 혹은 련 학  취득을 

해 교육  이거나 교육을 이수하 다.
① ② ③ ④ ⑤

Ⅴ.다음은 귀하의 로틴 경력 리행동에 한 문항입니다.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 는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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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다음은 귀하의 일반 인 특성에 한 문항입니다.해당 번호에 ○ 는 √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귀하의 연령은? (만) 세

3.귀하의 최종학력은?① 졸이하     ② 고교재학     ③ 고졸     ④ 문 졸  

⑤ 졸(4년제이상)⑥ 학원졸 이상

4.귀하의 결혼여부는?① 미혼(결혼안함)② 기혼(결혼함)③ 기타( )

5.귀하의 직 은?①사원      ② 리      ③과장      ④차장      ⑤부장    

⑥임원   ⑦기타( )

6.귀하가 담당하는 직무는?① 사무 리직   ② 연구원   ③ 서비스직 ④ 업직  

⑤ 기타( )

7.귀하의 근무 형태는?①정규직      ② 비정규직 

8.귀하의 재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만) 년 개월

9.귀하의 총 재직 기간은?(만) 년 개월

10.귀하가 속한 회사의 직원 수는? 명

11.귀하가 속한 회사의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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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CausalRelationshipsamongSubjectiveCareerSuccess,Job

Security,OrganizationalCareerManagementSupport,ProteanCareer

Attitude,andProteanCareerManagementBehavioroftheWorkersin

MajorIndustries,Korea

bySoo-LimShin

DissertationfortheDoctorofPhilosophyinEducation

intheGraduateSchoolofSeoulNationalUniversity,Korea,2014

MajorAdvisor:JinchulJeong,Ph.D.

Thepurposeofthisstudywastoidentifyacausalrelationshipamongsubjective

careersuccess,jobsecurity,organizationalcareermanagementsupport,protean

careerattitude,andproteancareermanagementbehavioroftheindustryworkforce.

Followingprocedureswereconductedtoaccomplishthepurposeofthisstudy.

First,verifywhetherthecausalrelationshipamongsubjectivecareersuccess,job

security,organizationalcareermanagementsupport,proteancareerattitude,and

proteancareermanagementbehavioroftheindustryworkforceisasuitablemodel.

Second,identifytherelationshipthatorganizationalcareermanagementsupport,

proteancareerattitude,andproteancareermanagementbehavioroftheindustry

workforce directly affect on subjective career success.Third,identify the

relationshipthatjobsecurityoftheindustryworkforcedirectlyaffectsonprot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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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attitudeandorganizationalcareermanagementsupport.Forth,identifythe

mediation effect of protean career attitude between organizational career

managementsupportandsubjectivecareersuccessoftheindustry workforce.

Fifth,identifythemediationeffectofproteancareermanagementbehaviorbetween

organizationalcareermanagementsupportandsubjectivecareersuccessofthe

industry workforce.Sixth,identify the mediation effect of protean career

managementbehavior between protean career attitude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oftheindustryworkforce.

Thepopulationofthisstudywasentireemployeeswhoworkinindustriesin

Korea.However,sinceitisimpossibletocollectinformationandsamplesubjecting

for individual industry workforce, the purposive sampling, one of the

non-probabilitysamplings,wasused.Inthisstudy,typeofindustrieswasselected

inaccordancewithenterpriseinformationthekorchambizprovides,theemployment

reportby industry surveyed by Korea employmentinformation service,and

KSIC:(KoreanStandardIndustrialClassification).Limitedtotop5ofentiretypes

ofbusinessandaccountedforover5% oftherateofpaidworkersamong21

businessesintotal,total510ofsampleswereselectedconsideringtherateofthe

numberofemployeesbybusiness,andthesurveyquestionnairewasconducted.

Questionnaireswereusedasasurveytoolwhichconsistofquestionsabout

subjectivecareersuccess,jobsecurity,organizationalcareermanagementsupport,

protean careerattitude,protean careermanagementbehavior,anddemographic

characteristics.Researcherdeveloped the questionnaire aboutsubjective career

successandproteancareermanagementbehavior,whileproteancareerattitude

wasadaptedtobeused,andtoolsobtainedvalidityandreliabilitywereusedfor

job security afteradapting from domestic studies.Subjective careersuccess

consistedofobjectivestandardsatisfaction,careerdevelopmentsatisfaction,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and work satisfaction. Protean career management

behaviorconsisted ofcareerplanning behavior,networking behaviorand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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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behavior.Reliability andvalidity ofmeasuring toolwereobtained

throughpilotsurveyandmainsurvey.

Datacollectionwasconductedforaroundonemonthfrom 29,Septemberto15,

November,2013.Total510ofquestionnairesweredistributedto17companiesin

totaland450ofthem werereturned(returnrate:88.2%).Amongthem,total407

ofquestionnaires were used in analysis excluding 43 ofinsincere response,

duplicated response and nonresponse.The data was analyzed fordescriptive

statistics,such as frequency,percentage,mean and standard deviation,and

structuralequation by using WindowsSPSS 12.0 and AMOS 18.0 statistics

packageprogram.Analphalevelof5% wasestablishedpriorfordetermining

statisticalsignificationlevel.

Thefindingsofthestudywereasfollows:First,asthefitindexofhypothetic

causalmodelamongsubjectivecareersuccess,jobsecurity,organizationalcareer

managementsupport,protean careerattitude,and protean careermanagement

behavior were identified suitably(RMR=0.032, GFI=0.937, AGFI=0.889, NFI=0.890,

IFI=0.917,CFI=0.916,TLI=0.874,PNFI=0.593,PCFI=0.611),thecausalrelationshipsamong

variableswerepredictedreasonably.Second,factorloadingoforganizationalcareer

managementsupportforsubjectivecareersuccesswas =0.565,proteancareer

attitudewas =0.156andprotean careermanagementbehaviorwas =0.169.

Third,factorloadingofjobsecurityforproteancareerattitudewas =0.194,and

thatfor organizationalcareer managementsupportwas  =0.238.Forth,in

relationship organizationalcareer management support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protean careerattitude had moderationg effectas  =0.11.Fifth,in

relationship organizationalcareer management support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protean career management behavior effect as  =0.11. Sixth,in

relationshipproteancareerattitudeandsubjectivecareersuccess,proteancareer

managementbehavioreffectas =0.09.

Theconclusionofthisstudyareasfollows:First,thecausalrelationship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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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variablessetupinthisstudyissuitableforanalyzingempiricaldata

subjecting fortheindustry workforce,and itpredictsthecausal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 and dependent variable reasonably. Second,

organizationalcareermanagementsupport,protean careerattitudeand protean

careermanagementbehavioroftheindustryworkforcedirectlyhaveastaticeffect

onsubjectivecareersuccess.Third,jobsecurityoftheindustryworkforcedirectly

hasastaticeffectonorganizationalcareermanagementsupportandproteancareer

attitude.Forth,organizationalcareermanagementsupportoftheindustryworkforce

indirectlyhasastaticeffectonsubjectivecareersuccessbymediatingprotean

careerattitude.Fifth,organizationalcareermanagementsupportoftheindustry

workforceindirectlyhasastaticeffectonsubjectivecareersuccessbymediating

proteancareermanagementbehavior.Sixth,proteancareerattitudeoftheindustry

workforceindirectlyhasastaticeffectonsubjectivecareersuccessbymediating

proteancareermanagementbehavior.

Somerecommendationsbasedontheresultofthisstudyweresuggested:First,

itneedstobestudiedtoidentifythecausalrelationshipsamongsubjectivecareer

success,jobsecurity,organizationalcareermanagementsupport,proteancareer

attitude,andproteancareermanagementbehaviorbysubdividingsubjectofstudy.

Second,thelevelofsubjectivecareersuccessshouldbeidentifiedinaccordance

withthetypeofbusiness,dutyandsizeofcompany.Anditneedstobestudied

toresearchvariableswhichhaveaneffectonthem.Third,thereshouldbea

studytomakeoperationavailablethroughreview,modificationandre-designabout

organizationalcareermanagementsupportoperatedbyorganizations.Forth,further

studiesforsubjectivecareersuccessofconfigurationfactorsandmeasuringtools

oftheindustryworkforceshouldbeconducted.

Key words :Subjective Career Success,Job Security,Organizational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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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Support,ProteanCareerAttitude,ProteanCareer

ManagementBehavior

Studentnumber:2010-3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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