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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근로자의 고용가능성과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의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년

박 성 혜

 이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수준을 측정하고, 고용가능성과 관련

된 변인들과 그들의 설명력을 구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수

준을 구명한다. 둘째, 근로자의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자본 특

성에 속한 각 변인의 수준을 구명한다. 셋째, 근로자의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

성,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에 속한 각 변인과 고용가능성의 관계를 구명한다. 넷

째,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설명력을 구명한다.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근로자이며, 표집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율층화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45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는 고용가능성, 성

장욕구, 개방성,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네트워크, 

교육 수준, 재직기간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우편조사와 온라인 설문 시스

템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배포된 450부 중 283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62.89%). 

이 중에서 무응답, 중복응답, 불성실응답 자료를 제외한 262부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유효응답률 58.22%). 자료 분석은 Windows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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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 0.05를 기준으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t검증, F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수준은 평균 3.52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경력

동기, 경력탄력성, 경력주도성 순으로 높았다. 이는 피고용자인 개인이 노동시장

의 변화에도 조직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획득하고 변화에 적응

하여 개인의 경력개발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특성이 보통보다 높은 수준인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은 학력과 직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고,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전 연령과 모든 개인에게서 고용가능성이 차이 없이 인식됨을 알 

수 있다. 셋째, 근로자의 정의적 특성 변인 중 성장욕구는 3.74점, 개방성은 3.20

점, 인지적 특성 변인 중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은 3.38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은 3.69점,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 변인 중 사회적 네트워크는 2.97점, 교육수준

은 전문대졸, 재직기간은 48.31개월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가능성은 관련 변인 

중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 변인의 경험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넷째, 고용가능성에 대한 정의적 특성변인, 인지적 

특성변인,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변인의 설명량은 46.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β=0.318, p<0.01), 성장욕구(β=0.259, p<0.01), 정보지

향적 자아정체감(β=0.187, p<0.01), 개방성(β=0.136, p<0.05)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가능성에 정의적, 인지적, 사회 및 인적자본 특

성이 다양하게 영향을 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가능성을 이해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 다양한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특성 및 자질에 초점을 맞춘 개인 중심적 접근의 고용가능성의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가능성이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대상을 세분화하여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고

용가능성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추후 연구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검

증의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하위요인별 주요 특성을 바탕으로 영향을 주는 



- iii -

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

해 정의적, 인지적,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

주요어: 근로자, 고용가능성, 성장욕구, 개방성,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네트워크

학  번: 2012-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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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 산업사회와 달리 오늘날 사회는 빠른 기술 진전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조직은 탄력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조

직 구성원과의 고용관계를 관계적인 계약에서 거래적 계약으로 바꾸고 있다

(Arthur & Rousseau, 1996). 이는 전통적인 심리적 계약이 감소하는 것으로 한 

조직 내에서의 직무이동만을 의미하던 조직 중심의 경력이 그 힘을 잃고 또한 

평생직장을 보장 받는 개념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직이 고용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는 것은 개인의 경력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속 학습과 

개인의 정체성 변화에 기반 한 새로운 계약이 주목 받게 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책임져야하는 개인 중심의 경력이 그 중요성을 띄게 된 것이다. 

경력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나,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한 개인이 일

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총체적 경험(Greenhaus, Callanan & 

Godshalk, 2000)을 의미한다. 결국 한 개인이 하나의 조직에서만 한정되어 얻게 

되는 경험이 아닌 평생에 걸쳐 얻게 되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조직

에서의 일련의 직무들의 집합이라고 여겨진다(김성국, 김태은, 1999). 따라서 노

동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은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경력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고 개인의 경력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 할 필

요가 있다(김흥국, 2000). 

이러한 새로운 경력관리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 프로틴(protean)경력과 무경계

(boundaryless)경력이다. 무경계 경력이란 조직의 내부 경계나 조직 간의 경계를 

넘어 기존에 정의된 경력 경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경력을 쌓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틴 경력이란 종신 고용이 무너진 것을 반영하여 한 조

직에서의 높은 임금이나 빠른 승진이 아닌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가능성과 개인

이 자신의 경력에서 느끼는 심리적 만족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것이



- 2 -

다(Briscoe & Hall, 2006).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공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주관적 성공, 조직 적응 등 개인의 만족, 성취감, 삶의 질 등에 영향을 주는 고용

가능성이 중요해진 것이다(Peluchette, 1993; Veiga, 1983). 

오늘날 조직 역시 더 이상 조직구성원들의 충성심을 요구하지 않는다. 무능력

한 조직 구성원의 충성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변화를 주도하는 유

능한 인재를 구하고 보유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

에서 조직 구성원은 주도적인 경력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과거에 자신

이 속한 조직에 맞추어 경력개발 하였던 것과는 달리 무경계경력 차원에서 조직 

내 다양한 부서나 팀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다른 조직에서 경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정순여, 장은주, 김동욱, 2008).

새로운 경력개발을 이해하는데 있어 전 생애의 관점에서 조직 내부 또는 외부

에서 자신의 직업 기회를 확인하고 실현시키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고용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고용가능성의 개념은 조직의 목적이나 학습차원 등에 따

라 다양하게 정의되는 등 복합적인 의미를 지녀, 개념 확립을 위한 연구에 머물

러 있으며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Datta, 2007).

고용가능성의 개념에 대한 정립과 함께 주목받는 것은 고용가능성에 대한 관

점이다. 최근 개인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이 그 중심에 있다. 이는 고용과 

관련한 영역 중 개인이 해결 할 수 없는 고용 기준이 아닌 개인이 가진 특성 및 

자질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Ashford & Taylor, 1990). 사회적 맥락, 수요와 

공급의 측면 등이 개인 요소와 함께 고용가능성 정책 개발에는 중요하지만 궁극

적인 개념은 개인의 적합성(individual’s suitability)에 기반을 한다는 것으로, 개

인이 종사할 노동시장과 미래의 직업 기회를 위해 개발할 기질, 태도 등을 어떻

게 이해하고 인식하는지에 주목하였다(Tomlinson, 2007). 이러한 관점은 경제, 정

책, 기타 외부 요소는 개인의 통제 하에 둘 수 없지만, 개인의 역량과 속성

(attributes)을 개발시켜 시장에서의 기회를 회득하는 것은 개인이 관여 할 수 있

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Tomlinson, 2007). 

교육학 관점에서 개인이 가진 특성은 흥미, 태도, 감정 등을 기반으로 한 정의

적 영역과 정보처리를 기반으로 한 인지적 영역으로 구분된다(Bloom, 1956). 또

한 이러한 교육을 통한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일컫는 용어는 인적 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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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ner & DeSimone, 2012). 최근 생산성 및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는 인적자

본과 함께 사회적 자본으로 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가능성과 관련한 연구

에서는 고용과 관련한 개인이 쌓아 온 사회 및 인적 자본에 관한 사항이 공통적

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Fugate, Kinicki, & Ashforth, 2004).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특성의 대표적 변인은 성장욕구와 개방성

이다. 성장욕구는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직무에 도전하도록 하고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직무로 이끄는 역할을 하여 시장에서의 이동과 적응에 자신감을 준

다는 점에서, 고용가능성을 포함한 주관적 경력성공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Howard & Bray, 1990; Judge et al., 1995; Seibert et al., 2001)

개방성은 개인이 변화상황에 대해 적응하고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다양한 도전적 상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judge et al, 

1995). 변화에 대한 수용은 익숙하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정감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훈련 숙련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고용가능성 관련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Barrick & Mount, 1991; Costa & MacCrae, 1992). 

진로선택이론에 비추어 보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직업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된다. 인지적 영역 중 자아정체감 유형과 문제

해결 능력이 대표적이다. 올바른 자아정체감 유형은 개인 내부의 정보를 탐색하

고 확인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하며, 변화에도 빠르게 대처하는 주체성을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직업 및 경력 기회 실현과 관련하여 주요 변인으로 다루

어지고 있다(Schmitt-Rodermund & Vondracek, 1999; Fugate, Kinicki, & 

Ashforth, 2004). 문제해결능력은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유용한 정보와 

기회를 수집하고, 선택 및 실행 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력 및 직업 선택이 

개인과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 문제해결 과정이라는 점에

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의 대표적 변인은 개인이 

지닌 네트워크, 교육 수준 및 재직기간이다. 사회자본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

적 네트워크는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물질적, 정보적 보조역할을 하며 조직이 

갖추어야하는 자질에서 최근에는 개인에게도 필요한 자질로 여겨진다(Walker & 

MacBride, 1985). 개인이 지닌 네트워크는 개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자원 획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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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제공하며 이는 조직 내의 업무뿐만 아니라 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노동시장과 직업 세계의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경력 형성과 관련하

여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Arthur & Rousseau, 1996; Raider & Burt, 1996; 장

은주, 2002). 이와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주요 투자인 교육수준과 일 경험은 다

양한 환경에 유용하게 대처할 능력과 자본이 된다는 점에서, 경력 경로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Judge, Cable, Boudreau, & Bretz, 1995; 

Kirchmeyer, 1998; Tharenou, Latimer, & Conroy, 1994).

 개인은 조직 속에서 경력개발을 이루고 조직은 개인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 

개인의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확인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과 조직 모두의 적응성을 높여 성공적 성장을 이끌기에 중요하게 

고려될 문제이다. 또한 진로 및 직업교육에 있어서, 개인특성의 전 측면을 반영

한 교육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경력개발이라는 장기적이고 전 생애적인 관점

에서 단순한 직업기초능력을 습득하는 교육을 넘어서서 개인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주도성과 적응성을 길러 줄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에 본 연구의 교육영

역에의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인 특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변인과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경

력개발 이해와 조직의 경력개발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수준을 측정하고, 고용가능성과 관련

된 변인들과 그들의 설명력을 구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근로자의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에 속한 각 

변인의 수준을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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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근로자의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에 속한 각 

변인과 고용가능성의 관계를 구명한다.

넷째,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설명력을 구명한다.

3. 연구의 문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문제1.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2.  근로자의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에 속한 각 

변인의 수준은 어떠한가?

2-1.  근로자의 정의적 특성 변인인 성장욕구, 개방성의 수준은 어떠한가?

2-2.  근로자의 인지적 특성 변인인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유형, 문제해

결 능력의 수준은 어떠한가?

2-3.  근로자의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 변인인 사회적 네트워크, 교육 수

준, 재직기간의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3.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은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에 속한 각 변인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3-1  근로자의 정의적 특성인 성장욕구, 개방성과 고용가능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3-2  근로자의 인지적 특성인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유형, 문제해결 능력

과 고용가능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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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로자의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인 사회적 네트워크, 교육 수준, 재

직기간과 고용가능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문제4.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에 대한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에 속한 각 변인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4. 용어의 정의

가. 고용가능성

고용가능성은 피고용자인 개인의 전 생애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조

직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획득하고 변화에 적응하여 개인의 경

력개발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특성이다. Fugate(2001)은 이러한 고용가능성

을 경력탄력성(work and career resilience), 경력 주도성(work and career 

proactivity), 경력 동기(career motivation)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Fugate와 Kinicki(2008)가 개발한 DME(dispositional measure of employability) 측

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정의적 특성

1) 성장욕구

성장욕구란 한 개인이 조직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어 하는 욕구라고 정의

할 수 있다(Phillips & Bedeian, 1994). 이 연구에서는 Hackman과 Oldham(1980)의 

성장욕구 척도를 박슬기(2008)가 번안하여 제작한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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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성

개방성이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McCrae & 

Costa, 1992). 이 연구에서는 Fugate(2001)가 개발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

한다.

다. 인지적 특성

1)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이란 개인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의미한다(Berzonsky, 1992). 특히 정체감과 관련된 문제

에 직면했을 때 어떤 인지적 처리과정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정보지향적 유형, 규

범지향적 유형, 혼미/회피지향적 정체감 유형으로 나뉜다. 정보지향적 유형은 정

보를 활발하게 탐색하고 활용하여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정보를 평가 및 구성하

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정체감 유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Berzonsky 등(2013)이 

개발하고 이지현(2013)이 번안한 K-ISI 5의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유형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란 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개인적인 문제, 

소집단의 문제, 사회적 문제 등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혹은 적응적

으로 대처하려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이라 정의된다. 이 중 가장 바람직

한 기술은 합리적 문제해결 기술로 건설적인 문제해결 패턴으로서 효과적인 문

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체계적이며 기술적인 작용을 의미한다(최이

순, 2002). 이 연구에서는 D’Zurilla&Nezu(1990)가 개발한 SPSI-R(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검사를 최이순(2002)이 번안한 한국판 SPSI-R 중 합리

적 문제해결 기술(Rational Problem Solving: RPS)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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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

1)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란 상사나 부하를 제외한 조직 내·외부의 다른 사람들과의 

비공식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관계망

이라 정의 할 수 있다(kaplan, 1984). 이 연구에서는 Johnson(2001)의 비공식적 네

트워크 척도를 장은주(2002)가 번안하여 제작한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2) 교육 수준 및 재직기간

교육 수준 및 재직기간이란 개인의 인적 자본으로써 각 개인이 학습한 교육의 

수준과 직업 영역에서의 근무 기간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학력과 근

무연수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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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고용가능성

가. 고용가능성의 발달 과정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의 개념은 1950년대 이전 처음 등장하였다. 19세기 

유럽의 산업화 시대의 경제적 빈곤 속에 ‘자격 있는 빈민(The deserving 

poor)’과 ‘자격 없는 빈민(The undeserving poor)’을 구별하기 위해서 도입되

었다(Strath, 2000). 이는 고용가능성을 개인보다는 사회적 개입에 바탕을 둔 것으

로, ‘고용될 수 있는’ 과 ‘고용될 수 없는’ 이분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자

격 있는 빈민’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령자나 장애인을 의미하며 이

들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보호를 제공한 반면, 단순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개인인‘자격 없는 빈민’은 국가 수준에서의 완전 고용(full employment)

을 통해 보호하였다(Datta, 2007). 이러한 정책은 1960년대와 1960년대 복지국가

인 유럽전역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에 걸쳐 확산되었다. 이후 고

용가능성은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이 일 할 수 있는 능력과 고용의 요구 

수준간의 차이를 의미하게 되었다. 즉, 사회 및 의학적 차원에서 고용가능성을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이르러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로 인해 대대적 변화

를 맞이하였다. 이 변화는 경제 주기의 흐름에 의한 것이 아닌 노동자 공급을 막

지 못한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공급의 측면에서 고용가능성에 대

한 접근을 취하여 구직자를 중심으로 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였

다. 1970년대 후반은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변화하여 취약 계층에 속한 개인의 일

할 수 있는 능력과 고용의 요구 수준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인력정책의 관점을 

취하였다. 

1980년대는 노동시장성과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노동시장 정책의 개입결과로써 

근무시간, 임금수준, 고용가능성 향상 프로그램에 참가한 결과물을 고용가능성으

로 보았다. 또한 인적자원에 대한 발달에 발맞추어 개인의 경력개발에 따른 조직 



- 10 -

및 직무의 유연성에 초점을 두어 유연성을 촉진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관점을 가진다. 

1990년대에는 개인과 노동시장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다른 사람과의 고용기

회, 노동시장과 관련된 제도 등에 따라 개인의 고용가능성이 변화된다고 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는 기업의 파트너가 됨으로써 기업의 이익과 손실을 

감수하는 개인의 모습에 주목하며 근로자 개인이 지닌 특성에 그 관점을 맞추었

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용가능성의 발달을 정리한다면 다음 표와 같다. 큰 맥락

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초기 완전고용(full employment), 평생고용(lifetime 

employment)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의해 고용가능성이란 한 사회의 유

연성(flexibility)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후 노동시장과 경제 환경의 변화에서 조직

의 위치와 인적자원에 대한 조직의 이해가 뒷받침되며 조직 내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개인의 경력개발과 능력

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며 근로자 개인의 유연성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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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정 주요 특징 주요 수단 및 활동

이분법적 관점

(1950년대 이전)

•나이, 능력, 가족 부담에 따라 개인을

‘고용될 수 있는’과 ‘고용될 수 없는’의

이분법적으로 분류

•실업자에 대한 급여

지급 또는 일자리 지급

사회·의학적 관점

(1960년대)

•사회·의료적 차원에서

사회적·신체적·정신적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고용의 요구수준 간의

차이

•완전고용지향, 정규직

구직 장벽 극복 도움

유동적 관점

(1960년대 후-1970년대 초)

•공급측면에서의 고용가능성에 대한

접근으로써 구직자들이 취업할 가능성

•차별반대정책,

경기후퇴인정을 통한

극복

인력정책 관점

(1970년대 후-1980년대 초)

•인력정책차원에서 취약계층 개인의

능력 수준과 고용의 요구 수준 간의

차이

•직업 탐색 및 조정 도움

노동시장성과 관점

(1980년대)

•노동시장정책의 개입결과로써

근무시간이나 임금수준, 고용가능성

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한 노동시장의

결과물

•새로운 훈련프로그램

도입 및 비교

주도적 관점

(1980년대 후-1990년대 초)

•인적자원 틀의 발전에 따라 사회적

자본(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접근 및

네트워크 능력)을 강조, 기술개발

능력과 직무이동에 따른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촉진 할 수

있다는 접근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한

평생교육

상호작용 관점

(1990년대)

•개인의 고용 가능성을 고용기회,

노동시장과 관련된 제도에 의한

고용가능성에 비례함을 의미

•기업 발전과 근로자

적응성을 위한 다양한

파트너들(교육기관,

정부기관, 기업체 등)의

협력

통합적 관점

(2000년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기업의

파트너가 됨으로써 이러한 기업의

이익과 위험까지 감수하는 개인에 주목

•근로자의 혁신성 추구

자료: Gazier B. (2001). Employability: The Complexity of a Policy Notion. In P Weirnert, M Baukens and P Bollerrot.
Employ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pp.3-23. Edison: Transaction Publishers. 재구성

<표 Ⅱ-1> 고용가능성의 발달과정과 주요 수단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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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가능성의 개념

1950년대 처음 등장한 고용가능성의 개념은 시대적 상황, 노동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다차원적인 속성을 갖추었다. 이는 고용

가능성의 개념이 1950년대 사용되었지만 이에 기초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경영학,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Van der Hiejde 

& Van der Heijden, 2006). 다양한 관점을 통합한 연구는 적었고 연구된 분야에 

따라 고용가능성의 개념이 다르게 접근되었기 때문에 단일한 구성개념이 정립되

지는 않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가능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된 것은 경제적 

경쟁에서는 기술에 기반한 해결책을 도모하고, 사회적 상실상황에서는 작업에 기

반한 해결책을 강조하기 위함에 있다(Hillage & Pollard, 1998). 고용가능성은 고

용자가 아닌 피고용자의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조직에서 일하는 개인이 고용될 

가치가 존재하는 가를 묻는 말이다. 또한 개연성에 근거한 확률적 개념으로 여긴

다(김성남, 2009). 즉,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특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인 고용으

로 직결되는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으며, 단지 개인의 고용가능성 수준이 높을수

록 앞으로의 고용 획득과 유지와 관련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함

을 의미한다.

CBI(The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는 1999년 고용가능성을 기업주와 고

객의 변화된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의 소유를 의미하며 자신의 열

망이나 잠재성을 실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영국의 HM 

Treasury의 1997년 연설문에서는 고용가능성을 적용 가능한 노동력과 기능의 개

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능, 지식, 기술과 적

용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고용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CLFDB(Canadian Labour Force Development Board, 

1994)는 개인적 환경과 노동시장간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 의미 있는 고용안정

을 성취하기 위한 개인적인 상대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DHFETE(Department 

of Higher and Further Education, Training & Employment, 2002)는 노동시장에서 

이동할 수 있는 능력과 지속 가능하며, 접근이 가능한 고용안정에 대한 잠재적 

능력을 인식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지식, 기술 및 태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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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개인적 특성, 환경, 사회 및 경제적 환경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정의하

였다. 이를 통해 영국과 유럽 등에서는 주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을 위한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대한 개발을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지원해야한다는 것과 함께 이러한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환경이라는 환경 요인을 포함한 것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직업 및 노

동시장의 급변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의 스킬 개발과 적응력관점에서 접근하는 

차이를  취한다. 

선행연구에서 Groot & Massen(2000)은 고용가능성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여 정의하였다. 첫째는 개인이 직장 내에서 다른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인 

내부 유연성으로 개인이 맡을 수 있는 직무의 수, 직무에서 요구되는 지원량, 직

장 내에서 다른 직무로 이동하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둘째는 외적이동성으로 직

장 간 이동과 노동 시장에서 퇴직, 무능력, 실업, 비참여 등의 방법으로 퇴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Finn(2000)은 고용 가능성을 조직 내부 또는 조직 외부에서 자신

의 고용을 획득하고 유지시키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이는 조직 내에서 새로운 

요구에 맞게 변화하는 직무와 역할을 유지하는 능력, 노동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새로운 고용안정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Forrier & Sels (2003)도 이

와 유사하게 노동시장의 변화를 내부와 외부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 내부 

및 외부 노동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개인의 기회를 고용가능성으로 보았다. 

Fugate(2001) 역시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직업기회를 확인하고 실현하는 개인의 

능력이라 정의하며 이와 함께 전 진로과정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여겼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고용가능성을 조직 내부와 조직외부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처하며 고용을 획득하고 유지시키는 역량으로 보았다(서형도, 조윤형, 조영호, 

2009; 김재현, 2012). 또한 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 (2005)은 개인의 

최적 역량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일의 성취, 획득, 창출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개인의 역량과 관련한 점에서 Rothwell & Arnold (2007)는 고용가능성을 직업을 

획득하거나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능

력으로 보았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개인의 연속적인 진로과정에 비추어 정의하

며, Watts(2006)는 지속 가능한 고용 준비 상태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본인의 

경력개발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고, Thijssen, Va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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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jden, & Rocco (2008)은 노동 시장에 대처하기 위한 직업 획득, 유지, 활용하

는 행동경향인 고용가능성이 모든 진로 단계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하였

다.

선행연구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고용가능성의 개념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가능성이란 한 개인의 직업선택의 단편적 순간이 아닌 직업 선택, 

유지 등과 관련한 장기적이고 전 생애적인 관점이다(Fugate, 2001; Watts, 2006; 

Thijssen, Van der Heijden, & Rocco, 2008; 김재현, 2012). 이는 고용가능성이 경

력개발의 이론적 기초하에 생겨난 개념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평

생고용 및 직장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아

야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Gazier(2001)은 초기 고용가능성 개념

이 사회적·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의 고용 능력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최근에 

이르러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의 고용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확

장되었음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근래에는 고령자의 고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안주엽, 2002). 개인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경력개발과 관련한 것이 고용가능성인 것이다.

 둘째, 고용가능성이란 조직 내부와 외부의 변화를 모두 고려한 개념이다

(Groot & Massen, 2000; Finn, 2000; Forrier & Sels, 2003; 서형도, 조윤형, 조영

호, 2009). Gazier(2001)의 고용가능성의 발달 과정에서 고용가능성은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한 반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때 노동시장의 변화는 외부노동시장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용가능성에 포함된 개념은 외부노동시장을 비롯하

여 노동시장의 변화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조직 내부에서의 변화까지 포함한다. 

즉, 조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시장 흐름으로 조직 내에서 다른 직무로 이동하는 

능력인 내부 유연성과 조직 간 이동성을 모두 의미한다.

셋째, 고용가능성이란 고용을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고용상태를 유지하

고 또한 새로운 고용을 획득하는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Finn, 2000; Forrier & Sels, 2003; Fugate, 2001; 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 2005; Watts, 2006; Rothwell & Amold, 2007; Thijssen, Van der Heijden, 

& Rocco, 2008; 김재현, 2012). 이는 개인이 경력개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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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직업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 및 개발하는 것과 

같다.

넷째, 최근 고용가능성은 성향적 접근(dispositional approach)에 비추어 정의되

고 있다(Fugate, 2008; Thijssen, Van der Heijden, & Rocco, 2008). Stokes(2013)는 

과거에는 고용가능성이 구직자가 고용된 후 활용할 기술을 익히는 정도에 초점

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이 고용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고용상태를 유지하

고,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우는 주도성과 적응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근로자가 적절한 고용자격을 갖추기 위해 자기주도적 평생 학습자(self-directed 

life-long learners)가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는 Fugate와 Kinicki(2008)의 성향적 

접근(dispositional approach)과 같이 고용과 관련한 영역 중 노동시장, 경제, 정책 

등과 같은 개인이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 개인이 관여 할 수 있는 역량, 

속성(attributes), 성향(dispositions), 태도 등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고용가능성은 전 생애적 관점에서 피고용자인 개인이 노동시장의 변화

에도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안정적인 고용획득을 취하고 변화에 적응하여 개인

의 경력개발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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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주요 내용

Groot & Maassen

(2000)

•직장 내에서 다른 직무로 이동하는 내부 유연성과 직장이동,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조기퇴직, 무능력, 실업, 비참여 등)

등을 의미하는 외적 이동성

Finn

(2000)

•조직 내부 또는 조직 외부에서 자신의 고용을 획득하고

유지시키는 능력

Fugate

(2001)

•전 진로과정에 걸쳐 조직 내·외에서 직업기회를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의 능력

Forrier & Sels

(2003)
•내부 및 외부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개인의 기회

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

(2005)

•최적의 역량을 이용한 지속적인 일의 성취, 획득, 창출하는 능력

Watts

(2006)

•지속가능한 고용 준비 상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본인의

경력개발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Rothwell & Arnold

(2007)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거나 원하는 직업을 얻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

Thijssen, Van der Heijden,

& Rocco

(2008)

•모든 진로 단계에 걸쳐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대처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활용하려는 행동 경향

Fugate&Kiniciki

(2008)

•피고용인이 자신의 일과 직업 환경에 주도적으로 적응하는 것과

관련한 성향

서형도, 조윤형, 조영호

(2009)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내부와 조직외부에서 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김재현

(2012)

•개인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쳐

고용을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역량

<표 Ⅱ-2> 고용가능성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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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가능성관련 선행 연구

1) Van dam(2004)의 연구

Van dam(2004)은 지금까지 고용가능성에 대한 접근과 달리 ‘고용가능성 지향

(employabiliy orient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에 대한 선행요인과 매개요

인을 밝히며 고용가능성의 과정을 확인하였다. 우선 고용가능성지향(employabiliy 

orientation)이란 ‘조직의 이동성 및 적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개인의 고용가능

성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개입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정의 하

였다. 이에 대한 선행변인은 개인특성변인과 조직 관련변인으로 구분하였다. 개

인특성변인은 개방성, 주도성, 재직기간(tenure)을 포함하며, 조직관련 변인은 조

직의 경력개발지원, 개인이 지각한 조직지지를 포함한다. 고용가능성지향과 선행

변인을 매개하는 것으로 경력 닻, 관리능력, 기술능력, 안정성, 정서적 몰입, 지

속적 몰입을 제시하였다. 게다가 고용가능성지향의 결과변인으로는 고용가능성 

개발행동(employability development activities)을 밝혀내었다. 이는 개인의 지식이

나 직업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즉, 고용가능성을 개발시키고 유지하려는 활동

이며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모델은 고용가능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초점을 두었

으며, 새로운 개념의 발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용가능성지향에 대한 선행요

인으로써 개인 특성과 조직 특성을 밝힘으로써 개인 성격, 몰입과 같은 심리적 

변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고용가능성의 성향적 

접근과 같이 주도성과 개방성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로 사용되며, 이와 

같은 개인의 기질적 요소는 추후 고용가능성 개념을 제시하는 연구에서 주요 기

반이 되었다.

2) McQuaid and Lindsay(2005)의 연구

 Mcquaid와 Lindsay(2005)는 고용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모두를 반영하여 ‘개인 요소’, ‘개인 환경’, ‘외부요소’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개인 요소는 고용과 관련한 기술과 속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건강 및 신

체적 조건, 직업탐색능력, 적응성과 이동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고용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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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속성은 기본적 속성, 개인적 능력, 이전 가능한 기술, 자격증, 경험, 노동

시장접근성이 속한다. 개인 환경은 가정환경, 작업문화, 자원의 접근성이 포함되

며, 자원의 접근성은 교통수단, 재정적 접근성, 사회자본의 접근성으로 구성되었

다. 외부요소는 수요적 요소, 지원 요소가 포함되며 각각은 노동 시장적 요소, 거

시 경제적 요소, 일자리 특성, 채용여건이 포함된 수요적 측면과 고용안정정책요

소, 기타지원가능 요소가 포함된 지원적 측면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개인요소 

및 외부요소에 초점을 두었으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는 특

징을 지닌다.

3) Van der Heijde and Van der Heijden(2006)의 연구

Van der Heijde 와 Van der Heijden(2006)는 고용가능성을 5가지 하위영역인 

‘직업적 전문성’, ‘예측과 최적화’,‘개인적 유연성’,‘팀워크 능력’,‘균

형’으로 제시하였다. 직업적 전문성은 개인이 가진 직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의

미한다. 예측과 최적화는 앞으로의 변화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미리 준비하고 최

적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 유연성은 내부 노동시장

을 비롯해 외부 노동시장에서의 모든 변화에 쉽게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팀워

크능력은 다양한 집단에 참여하고 성과를 내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집단이란 

조직을 비롯해 팀, 직장 내 커뮤니티 모두를 포함한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하는 개념이며 집단 내 동료들과 책임감, 지식, 경험, 느낌, 신뢰, 실패, 

목표 등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의 균형이며 이

는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의 타협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5가지의 개인이 가진 역량을 

기반으로 개인적 특성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4) Pool and Sewell(2007)의 연구

Pool 과 Sewell(2007)은 고용가능성을 ‘개인이 만족하고 성공한 것으로 여기는 

직업을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개인의 기술, 지식, 태도’라고 정의하

며 이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경력성공과 만족, 적응을 이끄는 개인 특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5가지 하위

요소인 일반적 기술, 정서 지능, 경력개발관련 학습, 직업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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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는 다섯 가지 요소를 개발하도록 하는 관점을 대학생에게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개인의 평가를 실시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이 개

인의 자신감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개인의 평가와 성찰 측면에 초점을 둔 모델이기 때문에 본 모델은 실제 작업

현장에서의 적용 및 실천에 의의를 가진다(Mareli, 2011). 스스로 평가하고 성찰

하는 개인이 자신의 보완점을 확인하고 변화에 필수적인 요소를 획득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 할 것이다. 또한 대학졸업생이 직업 및 진로기회를 확인하는데 

있어 경력개발학습이 중요하며 특히, 대학졸업자에게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

다.

5) Coetzee(2008)의 연구

Coetzee(2008)는 현시대의 경력개발에 있어서 개인을 ‘역량 거래자

(competency traders)’로 칭할 만큼 고용가능성에 있어서 개인의 지식, 기질, 경

험 등을 중요시하였다. 특히 개인이 직업을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한 그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적 경력 자본(psychological career 

resources)이나 메타역량(meta-competencies)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메타역량

은 ‘개인이 자신의 경력개발에 있어 주도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적

응적 행동, 감정 지능, 인식과 같은 기술과 능력’으로 정의된다. 심리적 경력 자

본 모델을 토대로 고용가능성을 4가지 차원에서 정의하였다. 이는  진로에 대한 

결정을 지시하는 경력 선호요인(career preferences), 이동 및 변화 가능한 개인

의 기술, 재능, 지식 등을 의미하는 경력 조력요인(career enablers), 다양한 진로 

및 직업 기회를 시도하도록 하는 경력 주도요인(career drivers), 개인의 적응성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심리적 기질인 경력 조화요인(career harmonisers)을 의

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Coetzee(2008)는 PCRI(psychological career resources inventory)

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PCRI를 통해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경력 자본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경력닻(career anchor)과의 

관련성을 밝혔다. 추후 Coetzee와 Schoreuder(2009)는 심리적 경력자본이 개인의 

경력닻의 중요한 예측 요인임을 밝혔으며, 이때 경력닻을 개인이 추구하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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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설정하는 진로자아개념(career self-concept)을 만들기 위한 동기, 기술, 

재능 등의 결과물로 보았다. 또한 이 모델은 메타역량에 초점을 둔 특징을 지니

며 메타역량은 무경계경력(boundaryless career model)에 의해 묘사되며 왜, 어떻

게, 누가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끝으로 PCRI를 통해 연령, 

교육, 인종, 성별 등에 따라 심리적 경력 자본이 차이가 보이는 것을 밝힘으로써 

개인의 기본적인 고용가능성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6) Rothwell, Herbert and Rothwell(2008)의 연구

Rothwell, Herbert와 Rothwell(2008)은 대학생의 고용가능성 개념 모델을 제시

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용가능성은 ‘자신의 능력 수준에 적합한 고용상태를 지

속적으로 달성하는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되었다. 고용가능성의 하위영역

은 ‘자기신념(self-belief)’, ‘외부 노동시장의 상태(state of the external 

labour market)’,‘대학 특성’,‘전공분야’로 구성되었다. 자기신념은 자신의 

학문, 스킬, 능력, 노동시장에서의 기회 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외부노동시

장의 상태는 외부 노동시장에서의 기회 또는 수요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대학 

특성은 자신이 소속된 대학의 명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전공 분야는 자신의 

전공분야에서의 소속 대학의 명성 및 노동시장 수요의 인식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각 하위영역이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밝혔으며, 성

인근로자가 아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특성 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소까

지 고려한 특징을 지닌다. 

7) Fugate and Kinicki(2008)의 연구

Fugate와 Kinicki(2008)은 고용가능성에 대한 성향적 접근(dispositional 

approach)을 취하며 고용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개념과 공급자, 즉, 고용되는 개

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Fugate와 Kinicki(2008)는 기존의 고용가능성 개념이 개인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그리고 직업을 얻기 위한 능력이 고정된 것이라 가정한 것에 대해 이러한 

가정은 현대의 고용시장에 적합하지 않으며 위축되고 제한된 것이라 비판하였다. 

또한 성향적 접근은 고용가능성이 개인이 주도적인 방식으로 적응하는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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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며 특히 최근 불안정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고용시장을 고려했을 때 적절

한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델은 주도적인 적응성이 유발되도록 돕는 근본적이고 큰 영향력을 지닌 

특성(trait)을 중요시하여 고용가능성의 하위요소를 반응적(reactive)인 개인의 특

성과 주도적(proactive)인 특성 양측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이는 높은 고

용가능성을 지닌 개인이 단순히 노동 시장 등의 환경적 요소에 주도적으로 반응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를 확인하고 현실화시켜 변화를 

끊임없이 주도적으로 읽어 낼 수 있는 경향(perpetual readiness for change)을 갖

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DME(dispositional measure of employability)

를 개발하였다. Fugate와 Kinicki(2008)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모두 시행하여 DME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5점 리커트 척도의 총 25

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Fugate와 Kinicki(2008)의 모델은 Fugate(2001)의 고용가능성 개념에 기초한 것으

로 보인다. Fugate(2001)는 고용가능성의 구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개념적 조

작화를 통해 예비적 확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Lazarus의 스트레스 및 

대처 모델에 있어서 고용가능성의 역할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

에서는 고용가능성의 다차원을 밝히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가능성을 측정하

는데 있어서 직접적 측정(direct measure)을 제안하였다. Fugate(2001)는 고용가능

성이 다차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 측정(direct measures)을 사용하여야 한

다고 하며, 그 이유를 첫째, 직접적 측정만이 측정변수(manifest indicator)의 역할

을 분명히 수행하며 둘째, 타당한 항목으로 구성된 직접적 측정이 미래의 연구와 

실천에 있어 더 견고하고 현장감 있는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행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항목을 종합하여 대학생을 통한 경험타당도(empirical 

validation)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및 추후 구조방식을 통한 로딩(loading)값 검증

을 통해 총 4가지의 측정변수를 확정하였다. Fugate(2001)는 고용가능성을 전 진

로과정에 걸쳐 조직 내·외에서 직업기회를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개인

의 능력으로 정의하며, 경력탄력성(work and career resilience), 경력 주도성

(work and career proactivity), 경력 동기(career motivation), 개인 능력 평가

(personal skill assessment)의 요소를 확인하였다. 두 연구를 비교해 보았을 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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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능성의 주요 하위요소는 경력탄력성(work and career resilience), 경력 주도

성(work and career proactivity), 경력 동기(career motivation)로 여겨진다. 각각

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경력탄력성

(work and career resilience)

•자신의 경력 및 진로 기회에 있어 긍정적이고, 경력을 통제 및 조절

할 수 있으며, 직업과 관련하여 진심으로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
경력 주도성

(work and career proactivity)

•개인의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주도적으로 얻는 행동이나

경향
경력 동기

(career motivation)

•진로 계획이나 전략을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한 목표를 설정하고 경력관리를 실시하려는 경향
자료: Fugate and Kinicki. (2008). A dispositional approach to employaility..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1, 527

<표 Ⅱ-3> Fugate와 Kinicki(2008)의 고용가능성 하위요소

 이 연구의 의의는 고용되기 위한 특정 기술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고용가능성

의 범위를 확장시켰다는데 있으며 이는 더욱 다양한 영역의 환경에서 고용가능

성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주도성과 반응성 양 측면에 초점을 둠으로

써 고용가능성 개념에 추가적인 시각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개인

이 환경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 직업에 있어서 개인의 기회를 찾아 실현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8) Bridgstock(2009)의 연구

Bridgstock(2009)은 고용가능성에 대한 대학 졸업자의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개

념모델을 제안하였다. 모델은 경력관리(career management), 자기관리기술

(self-management skills), 경력구축기술(career building skills), 일반적 기술

(generic skills), 특정 규칙관련 기술(discipline-specific skills)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경력관리는 의미 있는 경력 목표 설정, 전략적인 고용계획 및 기회 포착, 삶과 

직업의 구분에 대한 이해, 노동시장과 경제 및 사회 사이의 관계 이해 등의 활동

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관리기술과 경력구축기술로 구성되며 이를 이용하여 의사

결정, 평가, 피드백 등에 대한 연속적인 과정이 수반된다. 자기관리기술은 자신의 

가치, 능력, 흥미 및 목표에 대한 개인의 시각과 판단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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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구축기술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하

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을 의미하며 이는 직업의 획득에서 유지, 변경에 이르도록 

한다. 일반적 기술은 고용가능성과 관련된 일반적 기술이며, 특정 규칙관련 기술

은 직업과 관련한 요구사항 중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된 관습적인 규칙에서 유래

된 기술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성공적인 경력 관리 기술의 선행요인으로 개인의 특성 및 기질에 

주목하였고, 고용가능성과 관련된 것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 사회력, 주도성, 

내적동기, 친화성 등이 포함된다. 이는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졸업자가 

자신의 특성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일반적 

기술을 넘어서 다양한 개인의 기질이 고용가능성에 포함되는 것의 중요성을 보

여준다.

9) 선행 연구 종합

 일생 동안 직면하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 성공적으로 고용을 성취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역량, 심리적 자본, 특성, 기질 등을 확인한 다양한 선행 연구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고용가능성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초(theoretical 

foundation)를 제공하며 고용가능성의 개념화를 이끌었다. Mareli(2011)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각 연구가 고용가능성에 대해 가지는 초점에 따라 <표 Ⅱ-4>와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 주요 내용 주요 초점

Van dam’s(2004)

process model to

employability orientation

•선행변인과 매개변인을 통한 고용가능성 과정 확인

•고용가능성 태도와 행동 두 가지 관점

•개인특성: 개방성, 주도성, 재직기간

•외부요소: 경력개발지원, 지각된 조직지지

•개인특성

및 외부요소

McQuaid and

Lindsay(2005)의 연구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모두 강조

•개인 요소와 외부요소의 종합적 고려

•개인 특성: 고용과 관련한 기술과 속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건강 및 신체 조건, 직업탐색능력, 적응성 및

이동성, 가정상황, 직장문화, 자원에 대한 접근성

•외부 요소: 수요적 요소, 지원 요소

•개인특성

및 외부요소

<표 계속>

<표 Ⅱ-4> 고용가능성관련 선행 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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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요 내용 주요 초점

Van der Heijde and

Van der Heijden’s(2006)

competence based

employability

•개인이 지닌 5가지 역량을 기반으로 개인 특성 제시

•개인 역량 : 직업적 전문성, 예측과 최적화, 개인적

유연성, 팀워크 능력, 균형

•개인특성

중 개인 역량

(individual

competencie)

Pool and Sewell’s(2007)

Key to employability

•개인의 평가와 측정에 초점

•실제 작업현장에서의 적용 및 실천 가능

•경력개발 학습의 필요성 확인

•개인 특성: 직업경험, 일반적 기술, 정서지능,

경력개발관련 학습, 개인개발계획 평가

•개인특성

Coetzee’s(2008)

psychological career

resources

•개인의 심리적 경력자본과 메타역량 강조

•PCIR 도구 개발

•개인의 심리적 경력자본이 경력 방향에 주요한 예측

변인임을 확인

•개인 특성: 경력선호, 경력주도, 경력조력, 경력조화

•개인 특성

중 심리적

경력 자본

(psychological

career

resources)

Rothwell, Herbert and

Rothwell(2008)의 연구

•고용가능성 개념 제안 및 하위요소와의 상호작용 확인

•개인특성과 외부요소의 종합적 고려

•개인특성: 자기신념, 대학특성, 전공분야

•외부요소: 외부 노동시장의 상태

•개인특성

및 외부요소

Fugate, Kinicki’s(2008)

dispositional model of

employability

•기질적 접근을 통한 개인에 대한 폭넓은 관점 제공

•주도적으로 변화를 읽어내는 경향의 강조

•DME 도구 개발

•개인 성향: 경력탄력성, 경력주도성, 경력동기

•개인성향

(individual

dispositions)

Bridgstock’s

(2009) conceptual model

of graduate attributes

for employability

•개인의 자신의 특성에 대한 통찰력 획득을 강조

•일반적 기술을 넘어서 개인의 기질의 중요성 강조

•개인 특성 : 경력관리, 자기관리기술, 경력구축기술,

일반적 기술, 규칙중시

•개인 특성

중 졸업자

특성(graduate

attributes)

자료: Mareli Bezuidenhout (2011).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measure of graduate employability in the
context of the new world of work. Magister. university of pretoria. 재구성

<표 Ⅱ-4> 계속

 이를 종합하여 Mareli(2011)은 개인의 속성, 특성, 기질 또는 역량 등에 초점을 

둔 관점에서 고용가능성을 개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외부 상황의 

변화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능동적 태도로 대처하고, 자기 탐색, 자기 관

리 과정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미래를 결정하는 힘으로 여겼다. 특히, 개인

에 초점을 둔 모델(individual-focused models)이 고용가능성 연구에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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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질 변

인이 개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개인은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의 측면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교육목

표를 제시함으로써 각 개인이 교육을 통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

의 목표는 정의적 영역, 인지적 영역, 심동적 영역의 3가지로 분류된다(Bloom, 

1956). 이는 개인이 지닌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 목표를 구성한 것이다.

 개인에게 있어 교육의 또 다른 역할은 교육 및 훈련 등의 투자가 개인의 지식

과 기술향상을 이끌어 개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에 대

한 투자가 축적된 결과인 인적자본을 의미한다(Werner & DeSimone, 2012). 즉, 

다른 투자와 달리 인적자본의 형태로 사람에게 축적됨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물리적 자본, 인적자본과 함께 최근 주목받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다. 이는 사람

들 간에 생겨난 규범, 제도, 네트워크, 신뢰 등과 같은 자본을 의미하며 경제성장

에 중요한 요소이다. 

 한 개인에게 있어 고용 성취는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바탕으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다각도에서 성장하여 경제적 환경 변화에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종합해 볼 

때, 이것의 바탕을 이루는 개인의 특성은 정의적, 인지적, 사회 및 인적 자본으로 

구성됨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Ⅱ-1]). 

[그림 Ⅱ-1] 고용가능성과 관련한 개인 특성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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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

가. 정의적 특성

1) 성장욕구

Phillips와 Bedeian(1994)은 성장욕구를 한 개인이 조직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어 하는 욕구라 하였다. 이는 개인적 특성으로 자아실현욕구에 대한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조직에 속한 개인에게 성장욕구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비롯하여 

조직 내에서의 승진, 도전적이고 가치 있는 업무를 통한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

는 개인의 특성이며 야망이나 승진욕구로 이해된다(장은주, 2002). 

이처럼 성장욕구는 조직에서의 개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기 때문

에 1990년 이후 주목받게 되어 산업 및 조직심리학을 바탕으로 중요한 분야로 

연구되어 조직에서의 선발과 채용, 배치, 교육 및 훈련 등 다양한 인사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박슬기, 2008).

개인적 특성인 성장욕구는 성격적 분류체계를 통해 상당량 설명이 된다. 시간

과 상황에 따라 각 개인을 구별해 주는 특징적인 사고, 감정, 행동 양식 등을 성

격이라 정의하며 성격분류체계를 통해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조직

에서 개인의 행동 및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성격분류체계는 성격5요

인 이론으로 외향성, 개방성, 순응성, 성실성, 신경증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 및 

설명된다. 5가지 영역 중 성실성은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이러한 영역이 높은 개인의 특징은 행동을 조직화하고 이끄는 차원에서 나타난

다(Digman, 1990). 즉 자신감에 차있고 성취욕구가 높고 자율성이 높은 특성을 

나타낸다. Funder와 Sneed(1993)는 이러한 개인을 주의 깊고 철저하고 체계적이

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성취하려는 의도가 높고 지적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업무 지향적인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성취의지와 결단력의 차원에서 설명하였

다. 즉, 성장욕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성실성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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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성

개방성이 높은 개인의 특성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교

양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고, 지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보인다(Goldber, 1992). 변화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개인이 계속적으로 

배움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또한 직업기회를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게 이끌어 준

다(Fugate, Kinicki, & Ashforth, 2004). 개방성이 높은 개인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전적인 상황이나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유연성(flexibility)을 발휘한다(Digman, 

1990). 조직 상황의 장면에서는 개방성이 높은 개인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지닌다(Miller, Johnoson, & Grau, 1994). 

일반적으로 성격은 스트레스 등과 같은 요인과 관계되어 연구되어 왔다. 유태

용(2007)의 연구에서 성격의 5요인과 스트레스 대처와 평가방법에 관한 검증을 

통해 성격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와 평가방법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외향성과 성

실성은 직무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신경증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적 상관

을 보였다. 또한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즉, 신경증이 높은 개인들은 스트레스 상

황을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회피 또는 무시와 같은 비효과적인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을 사용하게 되어 스트레스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이와 달리 

개방성은 스트레스에 효과적인 대처와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중

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졌다(Macrae & Costa, 1992). 

나. 인지적 특성

1)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Berzonsky(1992)는 구성주의 관점에 기반 한 자아이론(self-theory)으로 자아정

체감(identity)에 접근하여 자아정체감(identity)이란 개인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인

식하는지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각 

개인은 자아정체감을 구성하고 수정하는 과업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한다고 하였다(Berzonsky, 1994).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결국 자아정체감 구성

에서의 차이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결국 Berzonsky는 개인의 정체감 발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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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자아정체감의 발달지위 및 수준을 파악하는 것보다 정체감과 관련된 문

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인지적 처리과정으로 자신을 이론화하면서 정체감의 문

제에 대응하는지 살펴보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Berzonsky의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가정은 각 개인이 과학자와 같다는 것이며, 따라서 각 개인은 환경이나 사회

적 맥락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체감과 관련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서 각 개인이 주도적인 과학자가 되어 각자의 이론과 가설 등을 세워 적용하

는 것으로 보았다(Berzonsky, 1992). 이는 구성주의자들의 이론적 관점에 기초한 

것으로 자아정체감 형성에서의 인지적 처리과정에 대한 관점을 발전시킨 것이다.

Berzonsky(1994)는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기구조를 평가하고 수정하는 

방식을 인지성향에 따라 정보지향적(information-oriented), 규범지향적

(Norm-oriented), 혼미/회피지향적(Diffues/Avoidance-oriented) 정체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은 정보에 접근하는 세 가지 형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정

체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보다 선호하는 형태를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정보지향적 유형에 속하는 개인은 정체감과 관련된 정보(self-relevant 

information)를 평가하거나 구성하고 수정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활발하게 정보를 

탐색하고 자기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새로운 의견이나 정보를 수용하여 정체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하고 심사숙고한다(Berzonsky & Ferrari, 1996; 

Berzonsky & Sullivan, 1992). 따라서 자기탐험가(self-explorer) 또는 과학적 이론

가(scientific theorists)로 불린다(Berzonsky, 1990). 결국 정보지향적 정체감 유형

은 가장 바람직한 정체감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규범지향적 유형에 속하는 개인은 중요한 권위자나 동일시하는 인물에 대해 

순응하며 이러한 타인에 의해 예상되는 규범적 시각에 초점을 맞춰 정체감을 형

성한다(Berzonsky & Sullivan, 1992). 자율성을 갖기 보다는 외적 기반의 기준을 

가진 것으로 타인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자신의 선택으로 내재화하여 지니

고 있으며, 자아정체감 형성의 수정에 있어 내재화된 지시들이 틀렸다고 입증하

는 정보나 경험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고 왜곡 및 차단한다. 따라서 독단적인 

이론가(dogmatic theorists)로 불린다(Berzonsky, Rice, & Neimeyer, 1990).

혼미/회피지향적 유형에 속하는 개인은 정체감과 관련된 질문을 직접 다루는 

것을 회피하고 인생에 대한 깊은 탐구를 가능한 미루려고 한다(Berzonsky & 



- 29 -

Sullivan, 1992). 이러한 개인은 자신의 미래와 행동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물에 거

의 관심이 없으며 감정에 기반한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결국에는 쾌락적 자극이

나 상황적 요인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분열된 자기 정체감 구조

를 갖게 된다(Berzonsky, 1992). 따라서 즉각적인 이론가(ad hoc theorists)로 불린

다(Berzonsky & Sullivan, 1992).

Berzonsky는 가장 바람직하고 선호되는 유형으로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유형

을 언급하였다. 이 유형의 개인은 자신 스스로와 행동에 대해 많은 시간을 투자

하여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에 있어 이와 관련한 정보와 타당한 이유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유형의 개인은 이유와 근거에 기초하여 행

동하고, 정보에 근거하여 경정을 내리며 자신을 통제하는데 능숙하고 경험에 대

해 개방적인 특징을 지닌다(Berzonsky & Kuk, 2000).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 가

치,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 목표를 향한 행동을 취한다(문경숙, 2012). 이렇게 획

득된 자아정체감은 주관적 행복을 제공하고 삶에 대한 의미, 목적, 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Berzonsky, 1990). 

2)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개인의 일생은 크고 작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이다(이정은, 

2013). 사회적 문제는 개인이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며 일상해서 부딪히는 문제로 D’Zurilla(1986)는 이를 문제에 대해 적응적

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반응이 요구되지만 다양한 장애물들로 인해 효율적인 대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정의하였고, 오익수(1991)는 개인이 

무엇인가를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는데 필요한 행위를 모르는 상황으로 정의

하였다. 이에 대해 Jahoda(1958)는 이러한 문제시 되는 상황 자체와 그에 따른 

부정적인 정서반응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처반응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 능

력을 정의하였다. 

D’Zurilla(1986)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과정을 모두 포함한 사회적 문제

해결 모델을 제안하며, 사회적 문제해결(social problem solving)이란 어떤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혹은 적응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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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려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사회적’이란 말은 제

한된 의미가 아닌 실제 일어나는 개인적인 문제, 대인관계, 소집단의 문제, 사회

적 문제 등 모든 종류의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고용 기회

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인 것을 넘어서 조직이라는 소집단과 노

동시장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맞물려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의 총체로 볼 수 있다. 

D’Zurilla의 모델에서는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다음과 같은 능력이 포함된

다고 하였다. 첫째, 문제의 어려움을 검토하는 문제에 대한 민감도 둘째, 자신뿐

만 아니라 타인의 측면까지 감지하는 인과적인 사고력 셋째, 문제 상황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잠정적 문제해결책을 산출해내는 능력 넷째, 자신의 행동이 미

칠 영향에 대한 고려 능력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개인의 지식, 태도, 신념, 자기 

평가 등이 있다. 

사회적 문제해결이란 문제에 대해 개인이 적응적인 해결책이나 효과적인 해결

책을 알아내고 찾으려는 시도로 인지적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정은, 2013). 

문제해결의 기본적인 인지 요소들을 강조하는 흐름과 문제 해결의 인지 과정적 

접근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구분되지만 두 접근 모두 문제해결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지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D’Zurilla의 모델은 효율적인 사회적 문제해결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이상적인 

문제해결 과정 5단계를 제안하며 개인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SPSI(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해결 과정을 문제지향(problem orientation)과정과 문제해결(problem solving 

proper)로 나누었다. 문제지향과정은 긍정적 정서, 접근 경향성, 건설적 문제해결 

활동, 불확실성이나 좌절에 대한 인내심, 지속적인 노력 등이 포함되는 긍정적 

문제지향과 부정적 정서, 회피경향, 걱정, 불확실성이나 좌절에 대한 인내나 노력

을 적게 하는 부정적 문제지향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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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

1) 사회적 네트워크

Kaplan(1984)는 조직 내에서의 네트워킹(networking)을 상사나 부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의 비공식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관계망이 네트워크(network)라 하였다. 

Walker와 MacBride(1985)는 네트워크를 개인이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 물질적 보조,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회 등을 제공받는 개인적 관

계의 집합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개인이 가진 네트워크는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

한다는 측면에서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해석된다.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조직의 공

식적 목표나 과업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이기에 

구성원 개개인의 만족을 위해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조직이 갖추어야할 중요한 

자질로 주목받으며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Allred 등(1996)은 급격하게 변화

하는 기술 및 정보의 변화 속에서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및 주변 환경에 적응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정보를 빠르게 얻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 조직 내와 조직 간의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네트워크를 조직이 가질 수 있는 있는 하나의 자

본으로 여긴 것이다. 물질자본을 통해 생산을 용이하도록 할 수 있고, 인적자본

을 통해 개술과 능력의 변화가 초래되었듯이 네트워크 연구자들은 사회적 자본

의 개념과 이론을 관계라는 분석의 기본단위를 통하여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사

람들 또는 사회적 행동을 연결해주는 연결의 형태로 네트워크를 정의하며 사회

적 자본으로 인식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경영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측정되어 활용

되고 있다. 이 중 근로자의 경력 및 일 경험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네트

워크의 측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조직 내부와 외부에

서의 인간관계의 폭과 다양성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의 정도를 포함하는 것을 의

미한다(장은주, 2002). 이를 위해 현재 개인이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형성한 비공

식적인 네트워크 크기를 묻기 위해 Johnson(2001)은 Likert 5점의 7문항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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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장은주(2002)의 연구에서 국내의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번안한 문항이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다.

조영복, 김경원(2011)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측정하는데 있어, 그 특성을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 사회적 네트

워크의 지위로 구분하였다. 이는 Lin(2001)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 구성의 요소인 

네트워크 규모, 범위, 유대관계의 강도, 네트워크 속 상대 행위주체의 지위를 바

탕으로 한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는 조직 내에서 자신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친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여 그 수로 측정한다. 사회적 네트워크 범위는 

명단의 인물의 관계를 바탕으로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파

악하기 위하여 자아와 타인관의 관계의 수를 세어 측정한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는 명단의 각 인물에 대해 심리적으로 친밀함을 느끼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지위는 명단의 인물을 자신과 비

교하여 상대적인 사회적 지위로 평가하여 측정한다. 

2) 교육 수준 및 재직기간

교육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개인이나 집단

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의미한다. 교육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 개개인이 지닌 능력을 끌어내고, 개인이나 대상이 유

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사회가 유지 및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진다. 따라서 광의적 의미로는, 개인의 정신, 성격, 능력의 형성에 영향

을 주는 모든 행위와 경험을 교육이라 정의한다(Kneller, 1971). 교육은 국가차원

의 교육과정을 확립하고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교육과 영

리를 목적으로 사설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으로 구분된다. 또한 교육 대상의 

연령에 따라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되며, 단계적 교육 

수준을 이룬다. 한국의 교육은 헌법 및 교육법에 근거하여 2004년 이후 전 국민

을 대상으로 9년간의 무상교육, 즉 중학교 수준까지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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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교육이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 학교 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학교교육은 보편적 교육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초

등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로 구분되어있다. 한국은 초등학

교에서 이루어지는 6년간의 의무교육인 초등교육,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중등교육,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으로 구분된

다. 따라서 각 개인의 교육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개인의 학교교육 수준을 측

정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며, 이를 위해 최종 학력을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측정한

다.  

재직기간은 생산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노동 또는 근로와 관련한 활동의 기간

을 의미한다. 근로와 관련한 활동은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

는 총체적 경험인 경력을 의미한다(Gallanan & Godshalk, 2000). 따라서 현재 속

한 조직에서의 활동 기간을 포함하여 한 개인이 과거부터 일생에 걸쳐 경험한 

근로 기간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근속연수를 통해 측정하며, 현재 종사하는 

직종과 관련한 근속연수와 과거 경력을 모두 포함한 근속연수를 측정하는 것으

로 구분된다. 현재 직종과 관련한 근속 연수는 해당 경력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개인의 일과 관련한 재직기간을 묻는 데 적합하며, 과거 경력을 포함한 근속연수

는 개인의 일생에 있어 일과 관련한 경험의 수준을 묻는 차이를 지닌다.

3. 고용가능성과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

의 관계

가. 고용가능성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1) 고용가능성과 성장욕구의 관계

성장욕구는 객관적 경력성공뿐만 아니라 주관적 경력성공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다(Howard & Bray, 1990; Judge et al., 1995; Seibert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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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1). 경력성공은 승진, 임금과 같은 객관적 요소와 함께 고용가능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성장욕구가 고용가능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이

해될 수 있다. 이는 성장욕구가 높은 개인일수록 다양한 직무, 높은 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직무에 자주성을 보이고 높은 책임감을 보이며, 개인의 성장

에 도움이 되는 직무를 경험하길 선호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큰 만족을 얻

어 개인의 성장과 함께 조직의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이규만, 1999). 이는 직무특

성이론에 의해 성장욕구가 직무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또한 직

무특성과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여 개인의 경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함께 조직 성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된

다(Hackman & Oldham, 1980).

성장욕구를 통해 다양한 직무와 수준의 경험을 선호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

장과 개인이 속한 조직의 성장을 이끌기도 하지만, 승진과 경력성공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지만 성과나 보상 등에 있어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경력에 만족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judge et al., 1995). 특히, 이전과 달리 수평적인 조직으로 바뀐 최근에는 승진기

회 및 속도가 더뎌졌고 이는 성장욕구가 높은 개인에게는 더욱 큰 불만족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성장욕구가 높은 이들은 객관적인 성공이나 상대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의 단계적인 승진이나 임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Aryee et al., 1994). 이에 대해 장은주와 박경규(2004)는 성장욕구가 강한 사

람일수록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이나 적응에 자신감이 있으므로 자신의 시장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다. 이는 이전과 달리 평생직장이 보장되지 않고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조직 간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활용하여 성장욕구가 

높은 개인일수록 새로운 조직으로의 이동을 통해 주관적 및 객관적 경력성공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장욕구가 높은 개인이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행동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된 실증 연구에서 성장욕구가 업무수

행 전반뿐만 아니라 개인의 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

다(장은주, 2002; 박슬기, 2008; 정순여, 장은주, 김동욱 2008). 따라서 이를 통해 

성장욕구가 개인이 다양한 직무와 수준의 경험에 도전하게 하고 자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스스로 만드는 힘을 지녀 주관적 경력성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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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고용가능성을 긍정적이고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차이는 개인의 성장과 함께 조직의 성장에 기여하기에 중요히 다루어져

야 할 부분이다.

2) 고용가능성과 개방성의 관계

Wanberg와 Banas(2000)은 변화에 대한 수용이 직무만족과는 정적인 관련을 맺

는 반면 직무 태만과는 부정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변화에 대한 개방성

은 다양한 업무와 관련한 교육훈련 숙련도(training proficiency)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안정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Barrick & Mount, 1991; Macrae & Costa, 1992). 이는 개방적인 개인

일수록 변화를 두려운 것이 아닌 도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

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McCartt & Rohrbaugh, 1995).

Judge et al(1999)는 개방성이 조직변화에 대한 대처와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개방성이 높은 개인들이 도전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도전 

수준의 균형을 이루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주어진 과제에 대한 보다 높

은 집중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조직 내 개인이 변화상황에 대해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호의도가 높을수록 조직 변화에 대한 몰입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양윤희, 2007). 

이는 변화상황에서 개방성이 높은 특성의 개인이 지적 자극이나 변화에 호의적

이고 따라서 개방성이 낮은 개인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변화상황을 

지지하는 것임을 밝혔다(손향신, 2010).

따라서 새로운 경험과 변화에 개방적인 개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및 조

직의 흐름 속에서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더 높은 고용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Fugate, Kinicki, & Ashfort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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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적 특성

주요 내용
성장욕구 개방성

Aryee et al(1994) ○
•성장욕구와 조직 내 승진, 임금

만족도의 관계 연구

Seibert et al(2001) ○
•주관적 경력성공에 성장욕구가

미치는 영향 연구

장은주, 박경규(2004) ○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소인

고용가능성에 성장욕구가 미치는 영향

연구

박슬기(2008) ○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소인

고용가능성에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미치는 영향 연구

정순여, 장은주, 김동욱

(2008)
○

•공인회계사의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 중 성장욕구

연구

Judge et al(1999) ○
•개방성과 조직변화에 대한 대처의

정적인 영향 관계 확인

Wanberg&Banas(2000) ○

•변화에 대한 수용의 직무만족과의

정적 관계 및 직무 태만과의 부적

관계 확인

양윤희(2007) ○
•근로자의 조직 변화 몰입에 대한

변화호의도의 영향 연구

손향신(2010) ○
•근로자의 개방성이 변화몰입과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구

<표 Ⅱ-5> 고용가능성과 정의적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 종합

나. 고용가능성과 인지적 특성의 관계

1) 고용가능성과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의 관계

자아정체감유형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된 상황으로 여겨지며, 특히 자아정체

감 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존의 제한적인 이론과 접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

근적 방법의 도입과 시도가 필요하여 Berzonsky의 정체감 유형이 주목받고 있다

(박진희, 이상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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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zonsky의 정체감 유형은 기존의 정체감지위가 가지는 단순한 발달지위로 

분류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체감과 관련한 인지 처리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Hall(2002)은 자아정체감이 학습하는 방법(how to learn)을 배우는데 필수적이라 

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김은석과 정철영(2011)은 새로운 학습 내용을 내면화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지각(awareness of self) 또한 바꿀 필요가 있으며, 환경의 변

화에 따라 자신에 대한 지각을 내면화하여 변화에 빠르고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힘의 원천인 자아정체감을 경력발달에 요구되는 주요 역량으로 여겼다.

특히, 주도적으로 자기관련정보(self-relevant information)를 찾고 활용하는 정

보지향적 유형의 개인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직업과 진로의 맥락에서 그들의 경

력 및 지위(station)를 향상시켜줄 개인 내부의 정보를 더 잘 찾을 수 있다

(Ashforth, 2001). 

Erikson(1963)은 개인의 자아정체감 유형이 개인이 외부 사회의 요구와 자신에 

대한 믿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보았다. 자아정체감은 고용

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 있으며, 특히 자신의 정체감을 잘 알수록 직업 

및 진로 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적고(Holland, Gottfredson, & Power, 1980), 정체

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들보다 경력 불확실성(career uncertainty)이 유의미

하게 낮다(Vondracek, Schulenberg, Skorikov, Gillespie, & Wahlheim, 1995). 분명

한 정체감 관념은 미래의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더 넓은 범위의 탐색과 관련이 

있으며(Schmitt-Rodermund & Vondracek, 1999) 바람직한 근로자의 특징으로 나

타난다(Hall & Mirvis, 1995). Berzonsky(1988)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능력과 같

은 자아정체감 발달과 관련된 기술은 진로 결정과 직업적 자기 개념의 구체화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와 더욱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는 정보지

향적 유형으로 Berzonsky(1988)는 이 유형을 내적 통제 소재를 지니며 의사결정

에 있어 높은 자주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개인이 가진 인지적, 사회적 처리과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스트레스 대

처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다르게 사용된다. 특히 문제 중심적 

대처가 높으면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해결책 준비하

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Aspinwall & taylor, 1992, 1997). Cheek와 

Jones(2001)은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보지향적 정체감 유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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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회피유형보다 이직률이 낮고 자신의 업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Fugate, Kinicki와 Ashforth(2004)는 정보지향적 정체감 유

형이 고용가능성으로 여겨지는 개인의 직업 및 경력 기회를 확인하고 실현시키

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2) 고용가능성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관계

 문제해결에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4가지 단계가 있

다. 첫째, 문제정의와 공식화 단계로 문제의 성질을 명확히 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 특히 조직과 노동시장과 같이 다양한 문제 상황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사회

적 문제 상황은 애매하고 모호하며 비구조화 되어 있다. 즉 문제를 왜곡된 정보

에 의해 정의하게 되면 가짜 문제(presudo-problem)가 된다(김경희, 1998). 따라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구체화하고 목적을 파악하여 하위 목표를 구체화하는 목

적이 있다. 둘째, 해결책 생성 단계이다. 이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유

용한 해결책들을 가능한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고용기회를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관련 기회를 수집하고 선택하는 단계로 여겨진다. 이

를 위해 많은 해결대안을 생성하는 양(quantity)의 원칙, 판단보류의 원칙, 광범위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하는 다양성(variety)의 원칙을 강조한다. 셋째, 의사결정 단

계로 이는 가치와 결과를 고려하여 상황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 최대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긍정적인 장·단

기적 결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때 다양한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 사회적 평판을 고려하게 된

다. 넷째, 실행과 확인 단계로 특히 행동평가와 자기통제 과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4단계의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를 합리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4단계의 기술을 사용하지만 사용방법이 깊이가 없고 충동적인 경우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으로 문제 발생 시 해결책을 다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탐색 및 평가에 있어서도 불완전한 모습을 보인다. 역기능적인 문제해결 패턴을 

보이는 회피적 반응양식의 경우 문제 상황을 회피하고 책임을 돌리고 미루는 행

동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고용가능성이 높은 개인은 이를 갖추기 위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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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었음을 개념적 모델을 통

해 알 수 있다. 또한 이정은(2013)은 구직청년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고용가

능성을 확인한 연구에서 합리적 문제해결능력만이 고용가능성의 모든 하위요소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를 뒷받침하였다.

개인으로 이루어진 조직은 개인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집단의 문제를 

지니며, 나아가 조직 간의 문제는 노동시장과 직업세계의 변화와 같은 외부환경

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가능성이 높은 개인은 그 정의에 비추어보아 조직 

내의 다양하고 새로운 수준의 업무에 적응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조직으로의 적

응 등을 원활히 수행해내며, 개인이 지닌 고용과 경력개발의 문제를 조직과 사회

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한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자

인지적 특성

주요 내용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Aspinwall&taylor(1997) ○
•개인의 고용문제를 위한 해결책과 문제

중심적 인지 처리과정의 관계 연구

Schmitt-Rodermund

&Vondracek(1999)
○

•정체감 관념과 미래의 직업선택을 위한

탐색에 대한 연구

Cheek&Jones(2001) ○
•여성근로자의 정보지향적 정체감 유형과

이직률, 업무시간의 관계 연구

Ashforth(2001) ○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과 개인의 경력과

관련한 내부정보탐색 관계 연구

이정은(2013) ○
•구직청년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병노(2013) ○

•문제해결력 등이 고용가능성을

하위요인으로 가진 주관적 경력 성공에

미치는 영향 연구

<표 Ⅱ-6> 고용가능성과 인지적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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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가능성과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의 관계

1) 고용가능성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

Coleman(1990)은 이러한 자본의 관점에서 네트워크를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여기며 사람들간의 연결 관계인 사회자본이 개인과 조직의 가치창출에 기여한다

고 하였다. Raider와 Burt(1996)는 네트워크는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기에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정보와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Arthur과 

Rousseau(1996) 역시 조직 내부와 외부에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사람들이 이 네

트워크를 통해 정보와 자원을 얻게 되고 이를 자신의 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

으므로 개인측면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이러한 개인이 조직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조직 역시 큰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을 선호할 것

이라 하였다. 

이처럼 네트워크는 다양한 정보와 자원 획득의 통로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인

에 이익을 가져다주며 조직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변

인이다(장은주, 2002). 특히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적응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다양한 정보와 자원은 노동시장과 직업세계의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큰 네트

워크를 가진 사람일수록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어 개인에게도 이득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Arthur과 Rousseau(1996)는 전통적인 경력보다

는 무경계 경력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네트워크를 언급하였고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고용가능에 대해 그 크기가 크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Raider와 

Burt(1996)는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함한 네트

워크에 대해 이러한 네트워크를 갖춘 사람이 주관적 경력성공이 높으며 여기에

는 고용가능성도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며, 이를 큰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더 

자주 직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경력이 조직 내부와 함께 조직 

외부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Eby 등(2003)은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Knowing Whom’이 있으며 이는 경력성공과 함께 고

용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nowing Whom’은 자신의 경력과 관

련된 개인적인 네트워크 및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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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선행된 연구에서도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소인 고용가능성에 대해 그 영향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장은주, 2002; 박슬기, 2008; 정순여, 장은주, 2007). 한지영(2009)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성공의 선행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네트워크가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는 다양한 노동시장의 정보가 속해

있다. 즉 개인이 수행중인 업무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업무와 

조직 외 다른 조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구직과 관련한 정보와 네트워크에 속한 이들의 다양한 경력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지식을 제공

해 줌으로써 새로운 업무 및 조직으로의 이동의 기회와 함께 자신감을 줄 수 있

으며 또한 개인 스스로 자신의 경력과 차후 계획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

어 고용가능성의 획득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2) 고용가능성과 교육 및 재직기간의 관계

노동시장에서 직업 기회를 실현시키는 개인의 능력은 각 개인의 인적 자본

(human capital)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Fugate, Kinicki, & 

Ashforth, 2004). 인적 자본은 개인의 긍정적 경력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

다. 이러한 인적자본으로는 나이와 교육수준(Wanber, Watt, & Rumsey, 1996), 일 

경험과 훈련(Becker, 1975), 업무능력과 재직기간(Forbes & Piercy, 1991) 등이 있

으며 이 외에도 정서지능(Wong & Law, 2002), 인지 능력(Tharenou, 1997)이 다

양한 학자들에 의해 주요한 요소로 밝혀졌다. 그 중 교육수준과 일 경험은 경력 

경로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밝혀졌다(Judge, Cable, Boudreau, & 

Bretz, 1995; Kirchmeyer, 1998; Tharenou, Latimer, & Conroy, 1994). 교육수준은 

대부분의 고용 형태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인 경우가 아니라도 선호되는 요소로 

보여 지며 이에 대해 Coleman(1988)은 교육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한

다고 하였다.

일 경험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Lubit(2001)연구에서 경험이 개인에게 다

양한 수준의 능숙함과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향상시키는 요소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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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로 인해 개인이 더 유망한 피고용인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오늘날의 노

동시장 환경에서 Anderson(2001)은 일경험이 특정 산업분야나 직업에 의한 것 보

다 개인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일반 기술(portable skills)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

혔다. 이러한 기술은 조직 내·외의 변화로 인해 다른 환경에 처하더라도 유용하

게 사용될 지식, 기술 및 기타 능력인 KSAO로 구성되어있다. 결과적으로 고용주

는 피고용인의 경험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여 선발하고 교육시키게 되어, 경험은 

조직과 개인의 생산량 및 성과와 보상과 연결되는 것이다(Tharenou, 1997).

즉, 여러 선행연구는 인적자본을 개인에게 주어진 직업에서의 수행기대를 충족

시키는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겼다(Porets, 1998). 이러한 개념적 관

점에서 인적자본은 개인과 조직의 적응성 모두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Fugate, Kinicki, & Ashforth, 2004). 게다가 개인의 경력에 관한 인적 자본 투자

는 계속적인 학습을 이끌고, 적응성을 나타내어 결국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Fugate, Kinicki, & Ashforth, 2004).

연구자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

주요 내용사회적

네트워크

교육수준·

재직기간

Raider & Burt (1996) ○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연구.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와 자본의 취득

이해

Arthur&Rousseau(1996) ○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의 정보 획득

확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장은주 (2002) ○
•금융기관 종사자의 고용가능성에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미치는 영향 연구

Eby et al (2003) ○
•경력성공과 고용가능성에 개인적인

네트워크 및 관계가 미치는 영향 연구

정순여, 장은주 (2007) ○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자본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지영(2009) ○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 성공에

네트워크가 미치는 영향 연구
Wanber, Watt, &

Rumsey(1996)
○

•개인의 긍정적 경력개발의 요소로써

나이와 교육수준 연구

Lubit(2001) ○
•개인의 고용과 일과 관련된 경험의

관계 연구

Anderson(2001) ○
•전 직업영역에서 개인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일 경험요인 확인

<표 Ⅱ-7> 고용가능성과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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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수준을 측정하고, 고용가능성과 관련

된 변인들과 그들의 설명력을 구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연구 모형은 [그림Ⅲ-1]과 같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은 크게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의 세 가지 유형이다. 

[그림 Ⅲ-1] 가설적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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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근로자 전체이다. 근로자에 대한 구분은 명확한 기준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법률에 근거한 판단기준을 사용한다. 근

로자 개념과 관련한 현행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근로의 

형태, 계약의 형식, 신분의 내용 등을 가리지 않고, 취업의 장소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윤운채, 20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상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사

람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며 임금 등의 수입

이 생활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으로 해고자나 실업자도 근로자에 포함됨

을 의미한다(윤운채, 2004). 

만 15세 이상 노동가능 인구 상태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포함된 경제활동인구

와 육아, 가사, 심신장애, 취업준비, 진학 준비 등의 경우에 속하는 비경제활동인

구로 분류된다. 2013년 11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25,530,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직업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된 한국고용직업

분류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의 현실적 직업구조를 구분 할 수 있다. 이에 한국고용

정보원(2012)은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를 전문 및 연구직,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기술 및 기능직, 생산직 등 5개의 직종으로 구분하였다. 직종별 비율은 

전문 및 연구직(14.2%) : 사무직(26.8%) : 판매 및 서비스직(26.3%) : 기술 및 기능

직(26.7%) : 생산직(5.9%) = 2.4 : 4.5 : 4.5 : 4.5 : 1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고용이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가능한 전문 

및 연구직,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기술 및 기능직, 생산직을 직업군으로 선

정하였다. 표집방법에 있어 확률적 표집 중 비율층화표집을 활용하였으며, 즉 모

집단인 근로자를 분류하는 계층을 직종으로 하여 각 계층에서 필요한 표본 수만

큼 표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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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 표집의 경우 신뢰도에 따른 적절한 표본 크기에 대한 통계적 규칙이 

있으며, 모집단이 1,000,000명 이상일 때, 신뢰도를 고려한 적정표집수로 384명이 

제시되고 있다(Krejcie & Morgan, 1970). 목표 모집단의 종사자 수를 정확히 예측

할 수는 없지만 모집단의 크기와 상관없이 표본크기가 384명 이상이 되면 모집

단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다. 비율층화표집에 따라 각 직군별로 전문 및 연구

직 55명, 사무직 103명, 판매 및 서비스직 103명, 기술 및 기능직 101명, 생산직 

23명의 표본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근로자 384명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균회수율과 유효자료율을 고려하여 목표표집수를 450부로 하였다. 따라서 전문 

및 연구직에서 60명, 사무직에서 120명, 판매 및 서비스직에서 120명, 기술 및 기

능직에서 120명, 생산직에서 3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3. 조사 도구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수준을 측정하고, 고용가능성과 관련된 변인들과 그들의 

설명력을 구명하기 위하여 <표Ⅲ-1>과 같은 조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사 도구

는 고용가능성, 성장욕구, 개방성,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문제해결 능력, 사회

적 네트워크를 측정하는 6개의 조사도구와 일반적 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총 47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도구는 질문지 형식이며 Likert척도를 사용하였

다. 각 변인들에 대한 조사 도구는 선행연구에서 타당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연

구 목적과 대상에 맞도록 수정하여 HRD 전공 박사수료 대학원생 2명, 전공 전문

가인 교수2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또한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SPSS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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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 문항 번호

고용
가능성

경력동기 3 Ⅰ-1~3

경력주도성 3 Ⅰ-4~6

경력탄력성 5 Ⅰ-7~11

정의적
특성

성장 욕구 6 Ⅰ-12~17

개방성 6 Ⅰ-18~23

인지적
특성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7 Ⅰ-24~30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5 Ⅰ-31~35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 7 Ⅰ-36~42

교육 수준 및 재직기간 2 Ⅱ-3,5

인구통계학적 변인 3 Ⅱ-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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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조사도구와 해당 문항 수 및 문항 번호

가. 고용가능성

고용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Fugate와 Kinicki(2008)이 개발한 도구를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경력동기 3문

항, 경력주도성 3문항, 경력탄력성 5문항으로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Fugate와 Kinicki(2008)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0.79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가능성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SPSS의 확인적 요인분석

을 활용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사용

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

에서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은 1.0이상, 요인 적재치는 0.5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다음 <표 Ⅲ-2>와 같다.



- 47 -

구분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경력동기

1 .805 .104 .172

2 .810 .221 .120

3 .760 .288 .208

경력주도성

4 .103 .815 .169

5 .178 .849 .158

6 .305 .773 .171

경력탄력성

7 .394 -.008 .543

8 -.120 .336 .785

9 .114 .279 .727

10 .350 .227 .500

11 .331 -.019 .669

고유치 2.431 2.367 2.308

설명변량(%) 22.101 21.519 20.978

누적변량(%) 22.101 43.620 64.598

<표 Ⅲ-2> 고용가능성 변인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다음으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였는데 내적 일치도 계수가 0.76으로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어 본조사의 도

구로 사용하였다. 2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다음

<표Ⅲ-3>와 같으며, 0.85로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구분 문항
예비조사(n=60)

내적일치도(Cronbach α)
본조사(n=262)

내적일치도(Cronbach α)

고용가능성 11 0.76 0.85

경력동기 3 0.76 0.82

경력주도성 3 0.87 0.83

경력탄력성 5 0.69 0.74

<표 Ⅲ-3> 고용가능성 변인 척도의 신뢰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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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의적 특성

1) 성장욕구

개인의 성장욕구를 측정하기 위해서 Hackman과 Oldham(1980)이 개발하고 이

규만(1999)이 번안 및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6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박슬기(2008)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α)가 0.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

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0.82이었으며, 2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조사

에서는 0.85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2) 개방성

개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Fugate(2001)이 개발한 도구를 번안 및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Fugate(2001)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가 0.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SPSS의 확인적 요

인분석을 활용하였다. 개방성은 하나의 변인이기에 통계패키지의 요인 수를 1개

로 고정시켜 요인적재치를 확인하였다.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은 1.0이상, 요

인 적재치는 0.5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의 성분만 추출되었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0.79이었으며, 2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조사에서는 0.83로 높

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다. 인지적 특성

1)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 유형의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Berzonsky  

등(2013)이 개발한 정체감 유형 측정 도구를 이지현(2013)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K-ISI 5의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영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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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지현(2013)의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α)가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

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0.70이었으며, 2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조사

에서는 0.74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2)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합리적 문제해결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서 D’Zurilla 

& Nezu(1990)가 개발한 SPSI-R(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검사를 

최이순(2002)이 번안한 한국판 SPSI-R 중 SPSI-R:S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

다. 한국판 SPSI-R 중 합리적 문제해결 기술(Rational Problem Solving: RPS) 5문

항을 이용하며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최이순(2002)의 연구에서는 내

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가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하

기 위하여,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0.77이었으며, 2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조사에서는 0.83으로 높은 신뢰도 수

준을 보였다.

라.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

1) 사회적 네트워크

개인의 비공식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측정하기 위해서 Johson(2001)이 개발하고 

장은주(2002)가 번안 및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번째 문항은 역코딩 문항이다. 장은주(2002)의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가 0.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SPSS의 확인적 요

인분석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하나의 변인이기에 통계패키지의 요인 

수를 1개로 고정시켜 요인적재치를 확인하였다. 문항 선택기준은 고유값은 1.0이

상, 요인 적재치는 0.5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Ⅲ-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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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 적재치 1차 요인 적재치 2차

1 .778 .792

2 .807 .828

3 .691 .672

4 .385 -

5 .113 -

6 .800 .809

7 .502 .509

고유치 2.787 2.676

설명변량(%) 39.811 53.530

누적변량(%) 39.811 53.530

<표 Ⅲ-4> 사회적 네트워크 변인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1차, 2차)

1차 요인 적재치 결과, 문항4(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출신지, 학력, 성별, 직

급 등에서 매우 다양하다.), 문항5(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의 값이 0.50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역문항에 대한 응

답자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번안된 문항이 응답자의 문화에 적

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본 연구에서 제거되었다. 문항 4,5를 제외하고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요인 적재치 2차와 같으며 대부분 높은 수준의 

요인적재치를 보였다. 따라서 사회적네트워크 변인은 문항 4,5를 제외한 총 5문

항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

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0.73이었으며, 2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조사

에서는 0.77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2) 교육 수준 및 재직기간

교육 수준과 재직기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응답자의 최종 학력과 근속 연수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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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본 조사에 앞서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근로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4월 1일~ 4월 5일까지 배포 및 회수, 분석을 통해 문항 

수정 및 제거 과정을 거쳐 문항을 보완한 후, 최종 질문지로 본 조사를 진행하였

다. 본 조사는 4월 7일~4월 16일까지 총 450부의 설문지를 온라인 설문 시스템과 

우편조사를 함께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총 45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그 중 28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62.89%). 이 중에서 무응답, 중복응답, 불성실 응답 자료와 이

상치 응답 자료를 제외한 26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유효자료율 58.22%).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이 된 262명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종

으로 구분되며 그 결과는 다음 <표 Ⅲ-5>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응답자의 56.5%(148명), 여자가 43.5%(114명)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연령은 

20대가 60.7%(159명), 30대가 36.3%(95명), 40대가 2.3%(6명), 50대 이상이 0.8%(2

명)로 응답자의 상당수가 20대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5.3%(14명), 전문대졸

이 14.1%(37명), 대졸이 73.7%(193명), 대학원 이상이 6.9%(18명)로 나타났다. 직종

은 전문 및 연구직이 17.9%(47명), 사무직이 32.1%(84명), 판매 및 서비스직이 

25.6%(67명), 기술 및 기능직이 16.4%(43명), 생산직이 8.0%(21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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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48 56.5

여성 114 43.5

연령

20대 159 60.7

30대 95 36.3

40대 6 2.3

50대 이상 2 0.8

학력

고졸 14 5.3

전문대졸 37 14.1

대졸 193 73.7

대학원 이상 18 6.9

직종

전문 및 연구직 47 17.9

사무직 84 32.1

판매 및 서비스직 67 25.6

기술 및 기능직 43 16.4

생산직 21 8.0

전체 262 100.0

<표 Ⅲ-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Window SPSS 19.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

석하였고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주요 통계

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기법을 활용하며,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 t-test, ANOVA를 활용하였다.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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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고,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분석을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r)를 활용하였으며, 

Davis(1971)가 제시한 상관정도 판단기준을 준수하였다(<표III-6>참조). 

선형 상관계수 상관정도 해석

1.00 완전한 상관

0.70 이상 매우 높은 상관

0.50~0.69 높은 상관

0.30~0.49 중간 상관

0.10~0.29 낮은 상관

0.01~0.09 매우 낮은 상관

자료: Davis. J. A. (1971). Elementary survey analysis. Englewood Cliff, NY: Prenstice-Hall.

<표 Ⅲ-6> 피어슨 상관계수(r)에 대한 Davis(1971)의 상관정도 판단기준

 또한 이 연구에서 적용한 통계방법을 가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 III-7>와 같다.

연구문제 통계기법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연구문제 1.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 수준은 어떠한가? 평균, 표준편차

연구문제 2. 근로자의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에 속한 각 변인의 수준은 어떠한가?
평균, 표준편차

연구문제 3.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은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에 속한 각 변인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상관분석

연구문제 4.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에 대해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에 속한 각 변인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중다회귀분석

<표 Ⅲ-7> 연구가설 별 통계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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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의 결과

1.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수준

가. 고용가능성 수준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수준은 <표Ⅳ-1>과 같다. 고용가능성 측정도구는 총 11문

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

렇다) 중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반응 가능 범위는 11~55점이다.

고용가능성 수준은 55점 만점에 평균 37.65점, 표준 편차 5.65점, 최소값 22점, 

최대값 55점으로 나타났으며, 5점 환산평균값은 3.42점이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3~15점 범위에서 경력동기는 평균 9.77점, 표준편차 

2.38점, 최소값 3점, 최대값 15점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주도성은 평균 10.20점, 표

준편차 2.04점, 최소값 5점, 최대값 15점으로 나타났다. 5~25점 범위의 경력탄력

성은 평균 17.71점, 표준편차 2.94점, 최소값 10점, 최대값 25점으로 나타났다. 5

점 환산평균값은 경력동기가 3.26점, 경력주도성은 3.40점, 경력탄력성은 3.54점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가능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반응가능

범위총점평균 환산평균

고용가능성 11 37.65 3.42 5.65 22 55 11-55

경력동기 3 9.77 3.26 2.38 3 15 3-15

경력주도성 3 10.20 3.40 2.04 5 15 3-15

경력탄력성 5 17.71 3.54 2.94 10 25 5-25

<표 Ⅳ-1>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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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용가능성 차이 분석

1) 성별에 따른 고용가능성 차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여성의 경우 고용가능성의 평균이 

38.20점으로 남성의 37.22점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고용가능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가능성의 하위요인 중 경력동기의 경우 여성이 평균 10.13점으로 남성의 

평균 9.50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여성이 경력동기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주도성과 경력탄력성

의 경우 여성의 평균이 각각 10.31점, 17.85점으로 남성의 평균 10.11점, 17.60점 

보다 높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력주도성과 

경력탄력성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고용가능성
남성 148 37.22 5.64

-1.404
여성 114 38.20 5.63

경력동기
남성 148 9.50 2.37

-2.149*

여성 114 10.13 2.34

경력주도성
남성 148 10.11 1.90

-0.748
여성 114 10.31 2.21

경력탄력성
남성 148 17.60 3.02

-0.679
여성 114 17.85 2.85

**p<0.01, *p<0.05
주: 반응가능범위= 고용가능성 11~55점, 경력동기 3~15점, 경력주도성 3~15점, 경력탄력성 5~25점

<표 Ⅳ-2>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고용가능성 차이

2) 연령에 따른 고용가능성 차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고용가능성의 평균점수는 20대가 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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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30대 27.93점, 40대 37.17점, 50대 이상이 43.00점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20대, 40대, 30대의 순을 보이지만, 분산분석 결과 F값이 유의 수준 하에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가능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경력동기의 평균은 20대가 9.81점, 30대

가 9.85점, 40대가 7.50점, 50대 이상이 10.00점으로 나타났고, 경력주도성의 평균

은 20대가 10.08점, 30대가 10.31점, 40대가 11.00점, 50대 이상이 12.00점으로 나

타났고, 경력탄력성의 평균은 20대가 17.59점, 30대가 17.77점, 40대가 18.67점, 

50대 이상이 21.00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따라서 고용가능성과 그 하위요인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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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고용가능성

①20대 159 37.48 5.74

0.733

②30대 95 37.93 5.49

③40대 6 37.17 5.64

④50대이상 2 43.00 0.00

경력동기

①20대 159 9.81 2.24

1.899

②30대 95 9.85 2.59

③40대 6 7.50 2.07

④50대이상 2 10.00 0.00

경력주도성

①20대 159 10.08 2.04

1.093

②30대 95 10.31 2.02

③40대 6 11.00 2.45

④50대이상 2 12.00 1.41

경력탄력성

①20대 159 17.59 3.02

1.140

②30대 95 17.77 2.87

③40대 6 18.67 1.86

④50대이상 2 21.00 1.41

**p<0.01, *p<0.05 주: 반응가능범위= 고용가능성 11~55점, 경력동기 3~15점, 경력주도성 3~15점, 경력탄력성 5~25점

<표 Ⅳ-3>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고용가능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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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에 따른 고용가능성 차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이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고용가능성의 평균점수는 고졸의 경우 

38.07점, 전문대졸의 경우 36.51점, 대졸의 경우 37.40점, 대학원 이상의 경우 

43.00점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F값이 유의 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학원 이상의 경우가 전문대졸, 대졸의 경우

보다 고용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가능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경력동기는 대학원이상의 경우 평균 

11.82점, 대졸의 경우 평균 9.84점, 전문대졸의 경우 평균 9.14점, 고졸의 경우 평

균 8.00점의 순서를 보였으며 F검증 결과 유의 수준 0.01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cheffe사후 검증의 결과, 대졸의 경우가 고졸의 경

우보다 경력동기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의 경우가 

고졸, 전문대졸, 대졸의 경우보다 경력동기를 높게 인식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경력주도성은 대학원 이상의 경우 평균 11.71점, 고졸의 경우 평균 11.21점, 

대졸의 경우 평균 10.15점, 전문대졸의 경우 평균 9.38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 검증을 통해 

고졸의 경우 전문대졸 보다 높은 경력주도성을 보였으며, 대학원 이상의 경우 전

문대졸, 대졸의 경우 보다 높은 경력주도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탄력

성은 대학원이상의 경우 평균 19.47점, 고졸의 경우 평균 18.86점, 전문대졸의 경

우 평균 18.00점, 대졸의 경우 평균 17.4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 수준 0.05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 검정결과 대학원 이상의 

경우가 대졸보다 높은 경력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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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고용가능성

①고졸 14 38.07 5.05

6.106**
②전문대졸 37 36.51 4.95

③대졸 193 37.40 5.63

④대학원 이상 18 43.00 4.91 * *

경력동기

①고졸 14 8.00 1.92

8.408**
②전문대졸 37 9.14 2.37

③대졸 193 9.84 2.35 *

④대학원 이상 18 11.82 1.33 * * *

경력주도성

①고졸 14 11.21 2.26

6.682**

*

②전문대졸 37 9.38 1.93

③대졸 193 10.15 1.91

④대학원 이상 18 11.71 2.54 * *

경력탄력성

①고졸 14 18.86 2.18

3.621*
②전문대졸 37 18.00 3.17

③대졸 193 17.41 2.92

④대학원 이상 18 19.47 2.58 *

**p<0.01, *p<0.05
주: 반응가능범위= 고용가능성 11~55점, 경력동기 3~15점, 경력주도성 3~15점, 경력탄력성 5~25점

<표 Ⅳ-4> 근로자의 학력에 따른 고용가능성 차이



- 61 -

4) 직종에 따른 고용가능성 차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이 직종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고용가능성의 평균점수는 전문 및 연

구직은 40.72점, 사무직은 36.23점, 판매 및 서비스직은 37.40점, 기술 및 기능직

은 37.23점, 생산직은 38.62점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F값이 유의 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차이를 구체

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문 및 연구직이 사무

직, 판매 및 서비스직의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고용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가능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경력동기는 전문 및 연구직은 평균 

11.09점, 기술 및 기능직은 평균 10.12점, 판매 및 서비스직은 평균 9.66점, 사무

직은 평균 9.17점의 순서를 보였으며 F검증 결과 유의 수준 0.01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cheffe사후 검증의 결과, 전문 및 연구직이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생산직보다 경력동기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경력주도성은 전문 및 연구직이 평균 11.11점, 생산직이 평균 11.05점, 판

매 및 서비스직이 평균 10.12점, 사무직이 평균 9.86점, 기술 및 기능직이 평균 

9.60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 검증을 통해 전문 및 연구직이 사무직, 기술 및 기능직 보다 높은 

경력주도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탄력성의 평균은 전문 및 연구직은 

18.52점, 사무직은 17.20점, 판매 및 서비스직은 17.63점, 기술 및 기능직은 17.51

점, 생산직은 18.57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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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종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⑤

고용가능성

①전문
및 연구직 47 40.72 5.89

5.336**

* *

②사무직 84 36.23 5.23

③판매
및 서비스직 67 37.40 6.09

④기술
및 기능직 43 37.23 4.13

⑤생산직 21 38.62 5.52

경력동기

①전문
및 연구직 47 11.09 1.70

6.140**

* * *

②사무직 84 9.17 2.51

③판매
및 서비스직 67 9.66 2.51

④기술
및 기능직 43 10.12 2.14

⑤생산직 21 9.00 2.05

경력주도성

①전문
및 연구직 47 11.11 2.13

5.007**

* *

②사무직 84 9.86 2.05

③판매
및 서비스직 67 10.12 1.89

④기술
및 기능직 43 9.60 1.62

⑤생산직 21 11.05 2.29

경력탄력성

①전문
및 연구직 47 18.52 3.59

2.036

②사무직 84 17.20 2.61

③판매
및 서비스직 67 17.63 3.06

④기술
및 기능직 43 17.51 2.30

⑤생산직 21 18.57 3.20

**p<0.01, *p<0.05
주: 반응가능범위= 고용가능성 11~55점, 경력동기 3~15점, 경력주도성 3~15점, 경력탄력성 5~25점

<표 Ⅳ-5> 근로자의 직종에 따른 고용가능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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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정의적, 인지적,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 수준

가. 정의적 특성 수준

근로자의 정의적 특성의 수준은 <표Ⅳ-6>과 같다. 정의적 특성인 성장욕구와 

개방성의 측정도구는 각각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 중 응답하도록 되어있어 반응 가능 범위가 

6~30점이다.

성장욕구 수준은 30점 만점에 평균 22.42점, 표준 편차 4.01점, 최소값 10점, 최

대값 30점으로 나타났으며, 5점 환산평균값은 3.74점이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성

장욕구는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성은 평균 19.17점, 표준편차 3.36점, 최소값 11점, 최대값 30점으로 나타났

으며, 5점 환산평균값은 3.20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방성은 보통보

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반응가능
범위

총점평균 환산평균

성장욕구 6 22.42 3.74 4.01 10 30 6-30

개방성 6 19.17 3.20 3.36 11 30 6-30

<표 Ⅳ-6> 근로자의 정의적 특성 수준

나. 인지적 특성 수준

근로자의 인지적 특성의 수준은 <표Ⅳ-7>과 같다. 인지적 특성 중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측정도구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1점(전혀 그

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 중 응답하도록 되어있어 반응 가능 범위가 

7~35점이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를 통해 5~25점의 응답 가능범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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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수준은 35점 만점에 평균 23.63점, 표준 편차 3.75점, 

최소값 15점, 최대값 35점으로 나타났으며, 5점 환산평균값은 3.38점이었다. 따라

서 근로자의 성장욕구 보통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수준은 평균 18.43점, 표준편차 2.67점, 최소값 10점, 최대

값 25점으로 나타났으며, 5점 환산평균값은 3.69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자

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반응가능
범위

총점평균 환산평균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7 23.63 3.38 3.75 15 35 7-35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5 18.43 3.69 2.67 10 25 5-25

<표 Ⅳ-7> 근로자의 인지적 특성 수준

다.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 수준

근로자의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의 수준은 <표Ⅳ-8>과 같다. 사회 및 인적 자

본 특성 중 사회적 네트워크 측정도구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 중 응답하도록 되어있어 반

응 가능 범위가 5~25점이다. 교육수준은 응답자의 최종 학력이며, 고졸, 전문대

졸, 대졸, 대학원 이상의 4가지 구분 범위를 가진다. 재직기간은 응답자의 총 직

장 근무 개월 수를 나타내며 개방형 응답 범위를 가진다.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은 25점 만점에 평균 14.83점, 표준 편차 3.31점, 최소값 

5점, 최대값 25점으로 나타났으며, 5점 환산평균값은 2.97점이었다. 따라서 근로

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보통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평균 2.8점으로 대졸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수준은 평균 

48.31개월이며 평균 약 2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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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반응가능
범위

총점평균 환산평균

사회적 네트워크 5 14.83 2.97 3.31 5 25 5-25

교육수준 1 2.82 2.82 0.63 1 4 1-4

경험수준 1 48.31 48.31 48.13 1 360 1-480

<표 Ⅳ-8> 근로자의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 수준

3. 근로자의 고용가능성과 관련 변인의 상관관계

근로자의 고용가능성과 관련 변인의 상관관계는 <표Ⅳ-9>와 같다.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은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 중 재직기간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정의적 특성과 고용가능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장욕구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0.544로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가지며, 이것은 성장욕구가 높을수

록 고용가능성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가능성 하위요인들과 성장 

욕구의 상관관계는 0.372~0.495의 범위로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

위요인 중 경력탄력성, 경력동기, 경력주도성 순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고용가능성에 대해 개방성은 피어슨 상관계수가 0.490으로 중간 수준의 정적 상

관을 가지며, 개방성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고용가능성 하위요인들과 개방성의 상관관계는 0.229~0.518의 범위로 대체로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알 수 있다. 개방성은 고용가능성 하위요인 중 경력탄

력성과 높은 상관관계이며, 경력주도성, 경력동기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지적 특성과 고용가능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보지향적 자아정체

감은 피어슨 상관계수가 0.477로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을 가지며, 이것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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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용가능성 하위요인들과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는 0.320~0.392의 범위

로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요인 중 경력동기, 경력탄력성, 경력

주도성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고용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피어슨 상관계수가 0.367로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가지며, 사회적 문제해결능

력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가능성 하위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는 0.383~0.471의 범위로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요인 중 경력주도성, 경력탄력성, 경력동기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과 고용가능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네

트워크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0.558로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가지며, 이것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클수록 고용가능성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가

능성 하위요인들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관관계는 0.383~0.471의 범위로 중간 수

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요인 중 경력탄력성, 경력주도성, 경력동기 순으

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고용가능성에 대해 교육수준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지만 피어슨 상관계수가 0.122로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가능성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는 경력동

기와 유의미한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고용가능성에 대해 재직기

간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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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1-2 1-3 2 3 4 5 6 7 8

1. 고용가능성 1.000

1-1. 경력동기 0.723** 1.000

1-2. 경력주도성 0.724** 0.338** 1.000

1-3. 경력탄력성 0.815** 0.347** 0.417** 1.000

2. 성장욕구 0.544** 0.381** 0.372** 0.498** 1.000

3. 개방성 0.490** 0.229** 0.336** 0.518** 0.053** 1.000

4.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0.477** 0.392** 0.320** 0.372** 0.508** 0.304** 1.000

5.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0.367** 0.239** 0.343** 0.282** 0.421** 0.328** 0.575** 1.000

6.사회적네트워크 0.558** 0.383** 0.403** 0.471** 0.385** 0.527** 0.370** 0.247** 1.000

7. 교육수준 0.122* 0.279** 0.089 -0.024 0.088 -0.047 0.174** 0.083 0.122* 1.000

8. 재직기간 0.116 0.011 0.139* 0.112 0.101 0.085 0.028 0.056 0.082 -0.455** 1.000

*p<0.05, **p<0.01

<표 Ⅳ-9> 고용가능성과 관련 변인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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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에 대한 관련 변인의 설명력

가. 다중공선성의 진단

 근로자의 고용가능성과 관련 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한 중다회귀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

계가 높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회귀분석시 부분회귀계수의 표준오

차가 커져 회귀계수의 비교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

성 진단을 위해 공차한계와 변량팽창지수를 사용하였다. 공차한계는 독립변인들

의 중다상관제곱을 1.0에서 감하여 계산함으로써 한 변인이 다른 변인들과 얼마

나 상관을 갖는지에 대한 허용값을 나타낸다. 공차한계의 역수는 변량팽창지수이

다. 공차한계값과 변량팽창지수가 1에 근접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되며, 변량팽창지수가 10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다중공선성 진단결과는 <표Ⅳ-10>과 같다. 우선 앞서 살펴본 상

관관계에서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계수가 0.8을 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 값이 

0.548~0.770의 범위, 변량팽창지수가 1.299~1.825의 범위로 1에 근접하고 변량팽

창지수가 10을 넘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지수(VIF)

정의적
특성

성장욕구 .591 1.691

개방성 .585 1.709

인지적
특성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548 1.825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632 1.583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 .650 1.539

교육 수준 .735 1.360

재직기간 .770 1.299

<표 Ⅳ-10> 고용가능성 관련 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 69 -

나. 고용가능성에 대한 관련 변인의 설명력

 근로자의 고용가능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

고, 고용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

은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이고, 종속변수를 설명할 가장 

적절한 모형을 밝히는 통계분석 방법이다(성태제, 2008). 이를 위해서 양적 변

수인 종속변수가 필요하고, 정규분포, 잔차의 등분산성, 선형성, 상호독립성이 만

족되어야한다. 정규분포 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규확률도표(P-P plot)을 활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Ⅳ-1]과 같이 점들이 45°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므

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Ⅳ-1] 고용가능성의 정규확률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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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분산성의 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점도를 활용하였다. 먼저 산점도 분석결

과 케이스별 진단을 통해 표준화잔차의 절대값이 3을 넘는 16개의 데이터를 제

거하였고, 그 결과 산점도는 [그림 Ⅳ-2]와 같다. 대체적으로 0을 중심으로 고르

게 분포하고 있어 등분산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상호 독립성 가정은 

Durbin-Watson의 통계값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값이 1.801으

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상호독립성을 충족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귀분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Ⅳ-11>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57.826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

의한 모형이었으며, 설명량(Radj
2)은 4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장욕구, 개방성,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사

회적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네트워크, 교육수준의 6개 독립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성장욕구, 개방성,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사회

[그림 Ⅳ-2] 고용가능성의 표준화잔차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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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네트워크의 4개의 독립변인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네트워크(β=0.318, 

p<0.01), 성장욕구(β=0.259, p<0.01),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β=0.187, 

p<0.01), 개방성(β=0.136, p<0.05)의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첫째, 정의적 특성 중 성장욕구와 개방성이 고용가능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성장욕구가 높을수록, 개방성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의 

인식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지적 특성 중 정보지향적 자아

정체감이 고용가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의 인식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 중 사회적 네트워크가 고용가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

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클수록 고용가능성의 인식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 R2변화량 B β t p

정의적
특성

성장욕구 0.127 0.363 0.259 4.449** 0.000

개방성 0.011 0.228 0.136 2.353* 0.019

인지적
특성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0.024 0.281 0.187 3.467** 0.001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

0.311 0.542 0.318 5.753** 0.010

(상수) 10.440 5.363** 0.000

R=0.668 R2=0.474 Radj2=0.465 F(4,261)=57.826**
**p<0.01, *p<0.05

<표 Ⅳ-11> 고용가능성에 대한 관련변인의 중다회귀분석

다. 고용가능성의 하위요인에 대한 관련 변인의 설명력

1) 경력 동기에 대한 관련 변인의 설명력

고용가능성의 하위 변인인 경력동기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이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장욕구, 개방성,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 사회적 네트워크, 교육수준 6개의 변인을 독렵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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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Ⅳ-12>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25.353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 설명량(Radj
2)은 27.2%인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6개 독립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성장욕구,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사회적 네트워크, 교육수준의 4개의 독립변인이다. 구체

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β=0.220, p<0.01), 교육수준(β=0.205, p<0.01), 성장욕구

(β=0.187, p<0.01),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β=0.180, p<0.01)의 순으로  상대적 영

향력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첫째, 정의적 특성 중 성장욕구가 경력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나타났다. 즉, 성장욕구가 높을수록, 개방성이 높을수록 경력동기가 높은 경향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지적 특성 중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이 경력동기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경력동기

가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 중 사회적 네

트워크와 교육수준이 경력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사회적 네트워

크가 클수록 경력동기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력동기가 높음을 알 수 있

다. 

변인 R2변화량 B β t p

정의적
특성 성장욕구 0.024 0.111 0.187 2.953** 0.003

인지적
특성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0.153 0.114 0.180 2.834** 0.005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 0.066 0.158 0.220 3.739** 0.000

교육수준 0.039 0.775 0.205 3.807** 0.000

(상수) 0.080 0.081 0.935

R=0.532 R2=0.283 Radj2=0.272 F(4,261)=25.353**
**p<0.01, *p<0.05

<표 Ⅳ-12> 경력 동기에 대한 관련변인의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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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 주도성에 대한 관련 변인의 설명력

고용가능성의 하위 변인인 경력주도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장욕구, 개방성,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

제해결능력, 사회적 네트워크, 재직기간 6개의 변인을 독렵변인으로 하여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Ⅳ-13>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28.290

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 설명량(Radj
2)은 23.9%인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6개 독립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성장욕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네트워크의 3개의 독립변인이다. 구체적으로 사회

적 네트워크(β=0.285, p<0.01), 사회적 문제해결능력(β=0.285, p<0.01), 성장욕구

(β=0.177, p<0.01)의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첫째, 정의적 특성 중 성장욕구가 경력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나타났다. 즉, 성장욕구가 높을수록 경력주도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지적 특성 중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경력주도성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경력주도성이 높은 경향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 중 사회적 네트워크가 경력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클수록 경력주도성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변인 R2변화량 B β t p

정의적
특성

성장욕구 0.023 0.090 0.177 2.816** 0.005

인지적
특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0.063 0.150 0.285 4.816** 0.000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

0.163 0.175 0.285 4.816** 0.000

(상수) 2.796 3.236** 0.001

R=0.498 R2=0.248 Radj2=0.239 F(3,261)=28.290**
**p<0.01, *p<0.05

<표 Ⅳ-13> 경력 주도성에 대한 관련변인의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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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 탄력성에 대한 관련 변인의 설명력

고용가능성의 하위 변인인 경력탄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장욕구, 개방성,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

제해결능력, 사회적 네트워크 5개의 변인을 독렵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Ⅳ-14>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52.794로 유의수

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 설명량(Radj
2)은 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개 독립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성장욕구, 

개방성, 사회적 네트워크의 3개의 독립변인이다. 구체적으로 성장욕구(β=0.282, 

p<0.01), 개방성(β=0.257, p<0.01), 사회적네트워크(β=0.227, p<0.01)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첫째, 정의적 특성 중 성장욕구와 개방성이 경력탄력성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성장욕구가 높을수록, 개방성인 높을수록 경력탄력

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 중 사회적 

네트워크가 경력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클

수록 경력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변인 R2변화량 B β t p

정의적
특성

성장욕구 0.076 0.207 0.282 4.907** 0.000

개방성 0.268 0.225 0.257 4.113 0.000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

0.036 0.202 0.227 3.885** 0.000

(상수) 5.769 5.964** 0.000

R=0.617 R2=0.380 Radj2=0.373 F(3,261)=52.794**
**p<0.01, *p<0.05

<표 Ⅳ-14> 경력 탄력성에 대한 관련변인의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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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가.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에 대한 논의

1)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수준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수준은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점 환산평균값

이 3.42점의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경력탄력성이 3.54점, 

경력주도성이 3.40점, 경력동기가 3.26점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수준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각 개인이 피

고용인으로써 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가능성을 향상시

킬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가능성이란 개인이 노동시장의 변

화에도 조직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획득하고 변화에 적응하여 

개인의 경력개발을 유지 및 관리하는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고용의 

성과를 이룬 개인도 지속적인 경력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고용가능성이 입직을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기 위해 직업기초능

력 위주의 측정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서 최근 지속적인 개인의 경력 개발이라는 

관점에 발맞추어 경력동기, 경력주도성, 경력탄력성과 같은 하위요인으로 측정하

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하위요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내의 근로자는 자신의 경력을 설정 및 관리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획득

하며 이를 낙관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보통이상의 수준임을 보여준다.

근로자는 다양한 직종으로 구분되며 그 비율은 다양한 사회 및 경제상황에 따

라 변화된다. 따라서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근로자의 구성을 고려하여 고용가

능성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력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의 

필요성은 몇몇 직종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초과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거나 시급이나 주급으로 급여를 받는 기술직, 블루칼라

(blue-collar), 초과근무 비면제 근로자(nonexempt employees)의 경우 이러한 문제

가 쉽게 발생한다(Werner & DeSimone, 2012). 본 연구에서의 근로자의 표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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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이 반영되어 해당 직종의 근로자가 고용가능성 응답에 대한 참여

가 낮은 것을 보여준다. 근로자의 다양한 직종을 고려하되 이들에 대한 고용가능

성의 수준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에 다른 고용가능성 차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에 대해 성별, 연령, 학력, 직종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은 성별과 연령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학력과 

직종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이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

는 것으로, 전 연령과 모든 개인에게서 동일하게 인식되고 그 수준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과 관련한 근로자의 역할이 남성에게 한정되고, 입직위

주의 경력관리로 인해 초기 및 중기 성인기에 한정되어 나타나던 과거의 특성이 

퇴색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현대의 변화하는 세계에서 고용을 획득하고 유지하

는 것은 더 이상 한 세대와 특정성별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아닌 전 연령

층과 모든 개인에게 중요시 되는 부분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가능성 측정 및 참여에 한계를 지닌다. 고용이란 한 개인의 경력 개발 및 관

리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적합하지만 연령에 따른 세대의 차이는 단순히 고용가

능성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외에도 고용의 여부에 있어서 다른 특성을 보

인다. 특히 우수한 경력 개발 및 관리를 보여주는 형태의 일환으로 피고용된 근

로자의 모습보다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연령이 지닌 특성을 반영하여 고용가능성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이 학력 및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검증 결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의 경우가 전문대졸, 대졸의 경우보다 고용가능성

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전문 및 연구직의 경우가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의 경

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고용가능성 수준을 보였다. 실제 두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유관한 관계를 지닌다. 대부분의 대학원 이상의 학력 집단이 전문 및 연구직

의 직종에 진출하는 현황이 반영된 것이다. 특정 분야를 자신의 전문 분야로 인

식하는 경우 고용가능성의 특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 경력개발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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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선형으로 이루어진다(Werner & DeSimone, 2012). 단순한 수직형 경력이나 

단기적 경력이 아닌 지속적인 안정성과 수평적 변화가 반복되어 나타나며, 이는 

변화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기회에 맞추어 주

도적으로 변화를 꾀하는 경력개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특정 분야를 자신

의 전문 분야로 인식하는 것과 함께 장기간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경우 높은 

고용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고용가능성의 

유의미한 차이는 하위요인의 경력동기와 경력 주도성에서도 나타난다. 경력을 관

리하는 정도인 경력동기와 정보 획득의 정도인 경력주도성은 특정 분야 혹은 지

속적 학업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주관적 요소인 낙관성 정도를 나타내는 경력

탄력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경력탄력

성과 같은 기질적 요소는 객관적인 경험인 학력, 직종보다는 개인의 기질적 요소

에 영향을 받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나. 근로자의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에

대한 논의

1) 근로자의 정의적 특성 수준

 근로자의 정의적 특성인 성장욕구와 개방성 수준은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5점 환산평균값이 성장욕구는 3.74점, 개방성은 3.20점의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한 개인이 조직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어 하는 욕구인 성장 욕구가 보통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성장과 발

전을 도모하는 수준이 보통이상인 것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들 개개인이 조직 내

에서 발전하려는 의지 및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이 조직에서 대우와 인정을 받기위해 성과를 내고 역할을 수행할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성취감의 수준이 보통이상이라는 것은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과제보다 다소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과제일지라도 성취감을 가지고 도

전할 수 있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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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이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인 개방성이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개방성을 조직 내의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측정한 조사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조직 변화에 대한 반응 수준을 확인 

할 수 있다(fugate, 2001). 국내 근로자의 개방성이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으로써 개인이 직무 및 직장 내의 환경 변화에 대해 적응적이며 이러한 변화를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이 조직에서의 변화에 적응적

으로 대처 할 수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은 개인의 성장하려는 욕구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과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인

이 성장하려는 수준과 개방할 수 있는 범위를 적절하게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한 수준으로 설정된 과제는 개인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하며 경력

개발의 측면에서는 경력정체(career plateau)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Werner 

& DeSimone, 2012). 특히 경력정체로 인한 스트레스, 좌절감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개인의 승진 및 성장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관심이 낮을 

경우 오히려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현상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Werner & DeSimone, 2012).

2) 근로자의 인지적 특성 수준

 근로자의 인지적 특성인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수

준은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점 환산평균값이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은 3.38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3.69점의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개인 스스로 자신과 환경을 인식하는데 있어 정보를 탐색, 활용하는 것을 의미

하는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은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정보 활용에 바탕을 둔 인지 처리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이다. 특히, 환경은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개

인의 문제해결 능력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인지

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한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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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자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역할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개인적, 소집단적, 사회적 문제 

등과 같은 여러 수준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근로자의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 수준

 근로자의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인 사회적 네트워크, 교육수준 및 재직 기간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5점 환산평균값은 2.97점으로 보통

의 수준을 보이며, 교육수준은 평균 2.8점으로 대졸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재직 

기간은 평균 48.31개월로 평균 약 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 관계인 상사나 부하를 제외하고 조직 내부와 외부의 다른 사람들과 비

공식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인 사회적 네트워크는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

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조직 내에서 직접적이고 타의적으로 형성된 관계 외에 비

공식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관계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 근로자는 업무로 인

한 상사나 부하, 동료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보통의 수준에서 

형성한 것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직업과 관련한 관계 외에 다양

한 활동 및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자본의 수준을 보여준다. 

인적자본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개인에게 축적되어 생산성과 관련되는 자본

으로써 대표적으로는 교육의 수준인 학력과 훈련의 수준인 재직 기간을 통해 나

타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근로자의 학력은 대졸의 수준으로 고등교육 이

상을 의미한다. 또한 재직 기간은 약 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근로자의 고용가능성과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

적자본 특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

1) 고용가능성과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의 관계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은 정의적 특성인 성장욕구와 개방성, 인지적 특성인 정

보지향적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사회 및 인적자본인 사회적 네트

워크와 교육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유의미한 정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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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보인 변인을 바탕으로 고용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장

욕구, 개방성,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사회적 네트워크의 4개의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설명량은 46.5%로 높은 값을 보이며, 구체적으로 사

회적 네트워크(β=0.318, p<0.01), 성장욕구(β=0.259, p<0.01), 정보지향적 자아정

체감(β=0.187, p<0.01), 개방성(β=0.136, p<0.05)의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의 다양한 변

인들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정의적 특성인 성장욕구와 개방성이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관련 

선행연구(박슬기, 2008; 양윤희, 2007; 손향신, 2010; 장은주, 박경규, 2004;  정순

여, 장은주, 김동욱, 2008; Aryee et al., 1994; Judge, 1999; Seibert et al., 2001; 

Wanberg&Banas, 200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에게 있어 고용가능성은 입직을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입직 이후의 평생에 걸친 경력개발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외부의 환경 변화로 인한 개인의 조직 내부와 외부의 변화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고용을 획득하고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스스로 경력개발을 유지하고 관

리하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의 주도적 특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개인

이 지닌 특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한다. 성장욕구가 높다는 것은 현재의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 이루어질 업무에 대해서도 적응성과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다(장은주, 박경규, 2004). 따라서 이러한 개인은 다양한 직무와 경

험에 도전하여 성취를 이룰 것이기에 높은 고용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예상된

다. 개방성 역시 변화에 대한 대처와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dge, 1999). 고용을 획득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변화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처의 차

이가 고용가능성의 수준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고용가능성

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성장욕구를 충족시키고 개방성을 확

인할 다양한 실천적 과제가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고용은 개인의 경력에 있

어 하나의 성취 과제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이루어지는 것에 목표가 있



- 81 -

다. 이를 위해 개인이 단순히 성취를 이루는 것을 넘어 이러한 성취감을 느끼게 

할 적정 수준의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인지적 특성인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이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관련 선행연구(Ashforth, 2001; Aspinwall&taylor, 1997;  Cheek&Jones, 2001; 

Schmitt-Rodermund&Vondracek, 199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고용은 개인에게 있

어 하나의 발달과업이면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적절한 이해 및 분석이 바탕을 이룰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

가능성은 한순간에 필요한 특성이 아닌 일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요구

되는 특성이다. 또한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고용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광범위

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의 고용가능성 향상을 위

해서는 노동시장 등의 외부 환경을 통제하는 것과 더불어 개인의 인지 과정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스스로 자신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또한 고용이 이루어지는 노동 

시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지적 특성 중 사

회적 문제해결능력이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정은, 2013; 정

병노, 2013)는 지지받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적 문제해결이 개인과 직접관련 된 

문제, 소집단의 문제, 사회적 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

황을 의미하여 그 특성이 고용이라는 복합적 문제 상황과 유사하지만, 문제 해결

의 결과를 가늠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요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

에게 있어 문제 상황은 즉각적이며 해결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특성을 지닌다. 

즉 문제의 해결에 대해 뚜렷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이 이루어지는 과정

은 장기적이며 그것의 해결을 원활히 이루었다고 판단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

력이 고려된다. 특히 고용가능성을 이루는 하위요인들이 경력동기, 경력주도성, 

경력탄력성인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문제해결의 과정에 개인이 기여하는 정

도로 여겨진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다른 요소

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용가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인 사회적 네트워크가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관련 선행연구(장은주, 2002; 정순여, 장은주, 2007; 한지영, 2009; 

Arthur&Rousseau, 1996; Eby et al., 2003; Raider & Burt, 1996)를 지지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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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개인의 비공식적인 관계망인 사회적 네트워크는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모

색하고 이후 적응하는 것에 있어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초기 입

직과 달리 경력개발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이동을 하는 과정은 보편 일률적인 방

식이 아닌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인 경

력경로(career path)를 설계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전형적인 

방법이 아닌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개인이 

확보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은 

경력성공의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지영, 2009). 따라서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을 하는데 있어 일방향적인 학습 및 정보제공이

외에도 개인이 지닌 다양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개인만의 다양한 경력경로

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 중 교

육수준이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Anderson, 2001; Lubit. 2001;  

Wanber, Watt, & Rumsey, 1996)는 지지받지 못하였다. 교육수준이 고용가능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설명력이 없는 것은 낮은 정적 상관이

라는 통계적 수치와 함께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 설명력이 감소한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응답자의 학력이 고등교육을 의미하는 전문대졸, 대졸에 편향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2) 고용가능성 하위요인과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자본 특

성의 관계

 고용가능성의 하위요인 중 경력동기는 정의적 특성인 성장욕구와 개방성, 인

지적 특성인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사회 및 인적자본

인 사회적 네트워크와 교육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유

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을 바탕으로 고용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을 분

석한 결과, 그 설명량은 27.2%의 값을 보이며, 구체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β

=0.220, p<0.01), 교육수준(β=0.205, p<0.01), 성장욕구(β=0.187, p<0.01), 정보지향

적 자아정체감(β=0.180, p<0.01)의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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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자신의 관련된 경력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하는 데 있어 개인이 가진 사회 및 인적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성공적인 경력을 획득하는 데 있어 그와 관련한 계획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현재까지 축적한 자본인 교육 및 훈련 정도, 

협력적인 관계망, 조직을 초월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네트워크 등이 뒷받침될 필

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이 지닌 성장하려는 의지와 정보 활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인지과정 역시 중요할 것이다.

 고용가능성의 하위요인 중 경력주도성은 정의적 특성인 성장욕구와 개방성, 

인지적 특성인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사회 및 인적자

본인 사회적 네트워크와 재직기간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을 바탕으로 고용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그 설명량은 23.9%의 값을 보이며, 사회적 네트워크(β=0.285, 

p<0.01), 사회적 문제해결능력(β=0.285, p<0.01), 성장욕구(β=0.177, p<0.01)의 순

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주도적으로 얻는 행동이나 경향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자본과 인지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고용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보제공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 개

인이 자신만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확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각 개인이 소유

한 사회 및 인적자본은 다를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경력경로를 추구하는 

데 차이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주변의 다양한 이들과 협력적 관계

를 형성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고용가능성의 하위요인 중 경력탄력성은 정의적 특성인 성장욕구와 개방성, 

인지적 특성인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사회 및 인적자

본인 사회적 네트워크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을 바탕으로 고용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그 설명량은 37.3%의 값을 보이며, 구체적으로 성장욕구(β=0.282, p<0.01), 개방

성(β=0.257, p<0.01), 사회적 네트워크(β=0.227, p<0.01)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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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경력 및 이와 관련한 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이를 통제할 수 

통제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경력탄력성은 낙관과 긍정이 주요 개념이기에 개인의 

정의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경력관리에 있어 성취감을 제공하고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성장하려는 의지와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 

경력과 관련한 긍정적 인식을 이끄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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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수준을 측정하고, 고용가능성과 관련

된 변인들과 그들의 설명력을 구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수

준을 구명한다. 둘째, 근로자의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 자본 특

성에 속한 각 변인 수준을 구명한다. 셋째, 근로자의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에 속한 각 변인과 고용가능성의 관계를 구명한다. 넷째,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설명력을 구명한다.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근로자이며, 이는 다른 사람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근

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며 임금 등의 수입이 생활비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윤운채, 2004). 이 연구에서는 근로자를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를 전문 및 연구직,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기술 및 기능직, 생산직 등 

5개의 직종으로 분류한 한국고용정보원(2010)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집의 

대표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전문 및 연구직 : 사무직 : 판매 및 서비스직 : 기술 및 

기능직 : 생산직 = 2.4 : 4.5 : 4.5 : 4.5 : 1의 비율로 비율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

여 450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조사도구는 총 47문항으로, 고용가능성 11문항, 

성장욕구 6문항, 개방성 6문항,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7문항, 사회적 문제해결능

력 5문항, 사회적 네트워크 7문항, 교육 수준 1문항, 재직기간1문항, 인구통계학

적 변인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여 확보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분석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빈도 및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고용가능성 수준과 관련 변인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고

용가능성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수준차이를 구명하기 위하여 t-test 및 ANOVA

가 사용되었고,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명력을 구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미성은 0.05

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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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수준은 5점으로 환산한 평균에서 3.52점으로 나

타났으며, 학력과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고용가능성의 하위요인 중 경력동

기는 3.26점, 경력주도성은 3.40점, 경력탄력성은 3.54점으로 모두 보통보다 높

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가능성의 관련 변인 수준은 다음과 같다. 정의적 특성 중 성장욕구

는 5점으로 환산한 평균에서 3.74점, 개방성은 3.20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특성 중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은 3.38점, 사회

적 문제해결능력은 3.69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 중 사회적 네트워크는 5점 환산 평균에서 2.97점으로 보

통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대졸의 수준이며 재직

기간은 평균 48.31개월로 약 2년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가능성은 관련 변인 중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의 재직기간을 제외

한 모든 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넷째, 고용가능성에 대한 관련 변인의 설명력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

장욕구, 개방성,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네트워크, 

교육수준의 6개 독립변인 중 성장욕구, 개방성,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사회적 

네트워크의 4개의 독립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녔다. 이 회귀모

형의 F값은 57.826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 설명량(Radj
2)은 

46.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적네트워크(β=0.318, p<0.01), 성

장욕구(β=0.259, p<0.01),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β=0.187, p<0.01), 개방성

(β=0.136, p<0.05)의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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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으로는 경력동기, 경력주도성, 경력탄력성의 고용가능성의 모든 하위요인이 보통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고용자인 개인이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조

직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획득하고 변화에 적응하여 개인의 경

력개발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특성이 보통보다 높은 수준인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고용이 이루어지는 순간과 함께 고용이후 지속적인 개인의 경력

개발을 이루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를 경력동기, 경력주도

성, 경력탄력성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확인되어 국내의 근로자들이 자신

의 경력을 설정 및 관리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획득하며 이를 낙관적으로 여

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은 학력과 직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성별과 연령에 의한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현대 개인의 경력개발은 지속적이며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하는 과업으로 여겨

지고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직업선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지

금은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개인의 직업 선택은 존중받으며 그에 맞는 성과와 

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전 연령과 모든 개인에게서 고용

가능성이 차이 없이 인식됨을 알 수 있다. 학력은 대학원 이상의 집단과 타 집단

에서 고용가능성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직종은 전문 및 연구직에서 타 집

단과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원 이상의 학력 집단이 전문 및 연구

직의 직종에 진출하는 현황이 반영된 것이다. 즉 이러한 집단이 타집단 보다 높

은 고용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특정 분야를 자신의 전문분야로 인식하여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이와 관련한 장기간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특징을 반영한 것이

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는 정도인 경력동기와 정보 획득 정

도인 경력주도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 역시 개인이 전문분야를 가지

며 장시간의 학업을 유지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경력탄력성의 경우 학력

이나 직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경력탄력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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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회에 대한 낙관 등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는 개인의 학력이나 직종보다는 

기질에 의한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셋째,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은 정의적 특성 중 성장욕구와 개방성, 인지적 특성  

중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 중 사

회적 네트워크와 교육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는 선행연구의 

재직기간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높은 수준의 정적상관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고용가능성은 정의적, 인지적, 사회 및 인적 자본 등 다양한 측면과 관련이 있으

며, 고용가능성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다양한 특성을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넷째,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변인은 사회적 네트워

크, 성장욕구,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 개방성의 4개 변인이었으며,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외와 달리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고

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받던 변인인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다시 확인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고용가능성에 정의적, 인지적,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의 변

인이 다양하게 영향을 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용가능성을 이해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고용가능성의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변인은 그 하위요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먼저, 경력동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사회적 네트워크, 교

육수준, 성장욕구, 정보지향적 자아정체감의 순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의 두 변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경력동

기란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계획, 전략, 목표 등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정도를 의

미하는데 응답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교육 수준이 큰 설명량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이 경력 계획과 훈련참여를 위해 조직 내외의 다양한 비공식 대인

관계가 도움을 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력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데 있어 보편

적으로 하는 활동이 학업 참여임을 알 수 있다. 고용가능성의 하위요인인 경력주

도성은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성장욕구의 순으로 영향을 받는

다. 경력 주도성이 진로 및 직업기회와 관련한 정보획득 경향과 행동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개인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개인 문제, 

집단 및 사회 문제에 대해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이다. 즉, 진로 및 직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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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역시 개인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문제라는 점에 미루어 보았을 때 이를 효

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경력 관련 정보 획득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과 정의적 특성 역시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고용가능성의 하위요인인 경력탄력성은 성장욕구, 개방성, 사회

적 네트워크 순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는 경력탄력성이 대부분 정의적 특성에 영

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경력탄력성의 개념이 개인의 경력에 대해 낙관적으로 

느끼고 기여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느낌인 것에 미루어 보았을 때 적절한 영향요

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경력탄력성이 학력 및 직종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상기해보았을 때 정의적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3. 제언

이 연구를 통해서 향후 근로자의 고용가능성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수행 및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사항이 있다.

첫째, 개인의 특성 및 자질에 초점을 맞춘 개인 중심적 접근의 고용가능성

(Ashford & Taylor, 1990)의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고용가

능성은 근로자의 직업기초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근로자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있어 직업기초능력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주

도적으로 적응 및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특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인의 

특성 및 자질에 초점을 둔 것이 본 연구의 고용가능성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Fugate(2001)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이제 막 시작

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에게 적절한 고용가능성의 개념 정립, 

도구 검토, 관련 변인의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가능성이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고용가능성은 개인의 경력개발 및 고용 안정, 적응 등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고용가능성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고용가능성이 몰입과 만족감 등과 같은 개인에게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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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분명해보이지만 이로 인해 그 근로자의 조직이 얻는 성과에 대해서는 의

견이 분분하다. 유능하고 적응성이 높은 개인에게 높은 성과를 예상하는 것은 의

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러한 개인이 속한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Stokes(2013)의 연구에서는 고용가능성

이 높은 개인을 양날의 칼과 같은 것으로 보며 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고용가능성이 높은 개인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상을 세분화하여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고용가능성 관련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는 국내 근로자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직종에 따른 구분을 통

해 층화비율표집 하였다. 근로자에 대한 고용가능성의 연구의 시작점으로는 적절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연구의 결과, 전문 및 

연구직 등과 같은 직종에서는 다른 직종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속성이 발견

되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실직 및 이직준비자, 청년근로자 등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자 집단의 다양한 특성을 연구자의 기준에 맞게 구

분하여 각 특성에 적합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추후 연구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검증이 필요하다. 고용가능성의 개

념은 개인의 조직내 이동과 조직외 이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

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형태는 기존의 정규직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

자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각 고용형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경험하

는 안정적인 고용획득 방법과 경력개발유지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용가능성의 하위요인별로 각각 다른 변인들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동기의 경우 사회 및 인적 자본 특성이 주요 설명력

을 지녔으며, 경력탄력성의 경우 정의적 특성이 주요 설명력을 지녔다. 반면 경

력주도성은 다양한 특성이 종합적으로 설명량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각 하위요인

별 주요 특성을 바탕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탐색 연구를 통해 고용가능성 변인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등 고용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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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적, 인지적, 사회 및 인적자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성공적인 직업기회 획

득을 위해 이력서 및 면접 준비 등과 같은 구직기술, 직업정보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러한 교육지원은 개인의 초기 구직에 도움이 되지만 이후 주도적

인 경력개발을 이끌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초기 구직이후에도 개인이 주도

적이고 지속적으로 경력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의적, 인지적, 사회 및 인적자

본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과 이를 향상시킬 컨설팅과 

같은 부가적인 도움이 병행되어야한다. 또한 이러한 중요성을 개인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조직이나 기업과 같은 현장에서도 인식하도록 도입할 필요가 있

다. 고용가능성이 높은 개인은 조직 내외부의 변화에 적응적으로 대처 할 수 있

기에 이러한 개인을 양산하는 것은 조직의 급격한 변화에도 근로자들이 이탈하

지 않고 능률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활동 현장에서는 이러

한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고용가능성 발전을 도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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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측정도구 번안과정

n 고용가능성 측정도구

하위
요인

원문(직역) 1차 번역(의역) 2차 번역 (전문가 의견 수렴) 3차 번역(최종안)

career 
motivation
(경력 동기)

1

I have participated in training or schooling that 
will help me reach my career goals.(나는 나의 
직업적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 교육에 
참여한다.)

나는 나의 직업적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교육, 훈련, 연수 등에 참여한다.

나는 나의 커리어(경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수 및 학교교육에 
참여한다.

나는 나의 경력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훈련 또는 학업에 참여해 왔다.

2
I have a specific plan for achieving my career 
goals.(나는 나의 직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다.)

나는 나의 직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다.

나는 나의 커리어(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나는 나의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I have sought job assignments that will help me 
obtain my career goals(나는 나의 직업적 목표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직무를 추구한다.)

나는 나의 직업적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직무를 추구한다.

나는 나의 커리어(경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업(일거리 또는 과제)을 
찾는다(추구한다).

나는 나의 경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직무를 추구하여 왔다

work 
and 

career 
proactivity

(경력 
주도성)

4
I stay abreast of developments in my 
company(나는 내가 속한 회사의 발전을 따라가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

나는 내가 속한 회사의 발전과 변화를 
따라가는 데 무리가 없다.

나는 우리 회사의 발전과 변화를 잘 
파악하고 있다.

나는 우리 회사의 최근 발전 동향을 잘 
알고 있다.

5
I stay abreast of developments in my 
industry(나는 내가 속한 산업분야의 발전을 
따라가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

나는 내가 속한 산업분야의 발전과 변화를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다.

나는 내가 속한 산업분야의 발전과 변화를 
잘 파악하고 있다.

나는 내가 속한 산업 분야의 최근 발전 
동향을 잘 알고 있다.

6
I stay abreast of developments relating to my 
type of job.(나는 나의 직업 분야의 발전을 
따라가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

나는 나의 직업분야의 발전과 변화를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다.

나는 나의 직업분야의 발전과 변화를 잘 
파악하고 있다.

나는 내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최근 
발전 동향을 잘 알고 있다.

work 
and 

career 
resilience

(경력 
탄력성)

7
I am optimistic about my future career 
opportunities.(나는 나의 미래의 진로기회에 대해 
낙관적이다)

나는 또 다른 고용 기회를 획득 할 수 
있다.

나는 나의 미래 커리어(경력)에 자신이 
있다.

나는 향후 나에게 주어질 경력 기회에 
대해 낙관적이다.

8
I feel I am a valuable employee at work
(나는 직장에서 가치 있는 직원이라 생각한다.)

나는 직장에서 가치 있는 직원이라 
생각한다.

나는 직장에서 가치 있는 직원이라 
생각한다.

나는 직장에서 가치 있는 직원이라 
생각한다.

9
I have control over my career opportunities
(나는 나의 진로기회를 통제 할 수 있다.)

나는 나의 고용기회를 통제 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커리어(경력)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는 나의 경력 기회에 대한 결정력을 
지니고 있다.

10
My past career experiences have been 
generally positive (나의 지난 직업경력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나는 나의 지금까지 직업 경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나의 지금까지의 커리어(경력)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의 과거 경력 경험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11
I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s my work.
(나는 나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나는 나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나의 직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나의 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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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개방성 측정도구

원문(직역) 1차 번역(의역) 2차 번역 (전문가 의견 수렴) 3차 번역(최종안)

1
I feel that I am generally accepting of changes at work. 
(나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의 변화를 잘 받아들인다고 
느낀다.)

나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대체로 잘 받아들인다고 생각한다.

나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대체로 잘 받아들인다고 생각한다.

2
I would consider myself open to changes at work. 
(나는 내가 직장에서의 변화에 개방적이라고/열려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나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개방적이다.

나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라 생각한다.

나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라 생각한다.

3
I can handle job and organizational changes effectively. 
(나는 직업과 직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나는 내 직업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직무와 조직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직무와 조직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4
I am able to adapt to changing circumstances at work. 
(나는 직장의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나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나는 직장에서의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나는 직장에서의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

5
I am willing to take risks at work.
(나는 직장에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 할 의향이 있다.)

나는 잘 되든 안 되든 모험심을 
가지고 맡은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 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나는 직장에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6

I feel that changes at work generally have positive 
implications.
(나는 직장에서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나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나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나는 직장에서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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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본조사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은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변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로써 좋

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지게 

되면 전체 문항을 자료 분석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꼭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문항에 한 번호로 응답하게 될 경우 

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모든 문항을 자세히 읽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실한 참여는 앞으로 연구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지문을 잘 읽으시고, 물음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

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들의 사적 정보는 절대고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박 성 혜

지도교수 정 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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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응답 사항

문항을 잘 읽으시고 현재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경력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훈련 
또는 학업에 참여해 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경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직무를 추구하여 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 회사의 최근 발전 동향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속한 산업 분야의 최근 발전 동향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최근 발전 
동향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향후 나에게 주어질 경력 기회에 대해 
낙관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직장에서 가치 있는 직원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의 경력 기회에 대한 결정력을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과거 경력 경험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상사로부터 공정한 대우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업무수행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비교적 어렵고 도전적인 업무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빠른 승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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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나는 힘들더라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업무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업무로부터 가치 있는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대체로 잘 
받아들인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나의 직무와 조직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직장에서의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직장에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직장에서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사숙고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나에게 맞는 가치관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상황을 분석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예, 성직자, 
의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종종 개인적인 문제가 흥미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결정을 해야 할 때, 내가 가진 대안들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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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결정을 할 때, 결정의 결과를 가늠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가능한 
많은 사실을 모은다.

① ② ③ ④ ⑤

33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도록 목표를 먼저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34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문제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를 보기 위해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내가 속한 회사 내에서 폭 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동료들은 내가 다른 회사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정기적으로 우리 회사 이외의 사람들과 
교류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출신지, 학력, 성별, 
직급 등에서 매우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는 내 직업 분야에서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내 주변의 사람들은 무언가 알고 싶을 때는 
나에게 온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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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적 사항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

용됩니다. 문항을 잘 읽으시고, 해당하는 칸에 ✔표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이상

4. 귀하의 직종은?

① 전문 및 연구직 ② 사무직 ③ 판매 및 서비스직

④ 기술 및 기능직 ⑤ 생산직 ⑥ 기타(           )

5. 귀하의 근속연수는?(과거 다른 직장 경력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주세요.)

  (    )년 (   )개월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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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Employability, 

Affective Traits, Cognitive Traits,

Social and Human Capital Traits of Employees

By Seong-Hye Bak

Thesis for Master for Science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4

Major Advisor: Chyul-Young Jyu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among employability, 

affective, cognitive and, social and human capital traits of employe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ll employees in Korea. The research carried out a 

stratified and proportional sampling considering the ratio of the occupational category. 

Through this process, 262 employees from 5 types of occupations were sampled. A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measure variables of this study. It was 

consisted of employabitily, growth needs, openness, information-oriented identity,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social networks, education and work experience.

The data were collected by mail and on-line system from April 7th to April 16th. 

A total of 283 out of 450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of which 262 were ut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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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employed for data analysis. All data analysis were accomplished by using the SPSS 

19.0 for windows program. An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prior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employability levels of 

employees were slightly higher than average. Especially, career motivation was the 

highest, and career resilience, career proactivity was the lowest. Second, growth needs 

levels of employees were 3.74, the openness was 3.20, information-oriented identity 

was 3.38,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was 3.69, social networks were 2.97, with 

an higher education and work experience was 48.31month. Third, employability of 

employees have high positive relationships with growth needs, openness, 

information-oriented identity,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social networks and 

education. Fourth, social networks, growth needs, information-oriented identity and 

openness, explained 46.5% of employability of employees.

Based on the conclusions, some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First,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properties of person-centered employability, further research must 

be confirmed. Second, the impact of employablity should be investigated. Third, 

further research must be confirmed with diverse populations. Fourth, other variables 

related to employability of employees should be investigated. Fifth, affective , 

cognitive, social and human capital traits could be used as a strategy to improve  

employability of employees. 

……………………………………

Keywords : employees, employabitily, growth needs, openness, information-oriented 

identity,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social networks

Student Number : 2012-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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