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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년

김 희 령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

관리지원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의 수준을 구명한다. 둘

째,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

력관리지원과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 근로자이다. 그러나 모집

단인 우리나라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 뿐 아니라 표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확률적 표집 중에서 유의표집을 하였으며, 코참비즈(2014)에서 제

공하고 있는 상위 30대 그룹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직장경력 최소 3년차 이상 기혼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40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주관적 경력성공,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인구통

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도구는 국내에서 타당성과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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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보된 도구를 사용하였고, 내용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우편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예비조사는 2014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총

5일간 실시되었고, 본조사는 2014년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15일간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총 400부의 설문지 중 207부의 자료가 수집되었고(회수율 51.7%), 이 중에서 불성실 웅답,

미응답 자료 등을 제외하고 총 200개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기법과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이 보통 수

준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재직기간, 근무형태, 업종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최종학력, 직급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천장지각과 조직경력관리지원의 수

준은 보통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족 갈등은 보통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둘째, 일-가족 갈등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일 갈등은 주

관적 경력성공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천장지각은 주관적 경력

성공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경력관리지원은 주관적 경력성공

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

다. 셋째, 독립변인 하위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상사지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훈련 개발기회,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순으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 승진차별, 보직배치차별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 않다고나타났다.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들의 주관적 경력

성공이 보통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경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만족수준은 최종학력과 직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유리천장지

각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들이 여전히 승진과 핵심 보직 배

치에 있어 차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가족 갈등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나, 대기업 기혼 여성 근로자들이 전반적으로 일과 가족을 둘러싼 갈등을 잘 해결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둘째, 기혼여성 근로자들의 주관적 경력성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경력관리지

원을 강화하고, 유리천장인식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일-가족 갈등 방향에 따라 주관적 경력성

공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가사 및 양육부담을 줄여 일과 가족 사이의 갈등은 줄

이고, 일에는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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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현장의 수행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한 여성 노동

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 내 경영층과 노동조합 등이 남성과 여성의 경력성공

차이를 이해하고 기업 내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력성공 인식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둘째, 결혼 및 출산 이후에도 여성 근로자가 구체적인 경력목표를 갖고, 조직과 함께 경력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상사의 지지, 업무 성과 피드백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훈련개

발 기회 부여,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보직 배치 등 실질적인 경력관리지원노력이 필요하다. 셋

째, 승진, 보직 배치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적 절차와 적극적인 안내 노력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 인식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

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기혼여성이 일에 대해 더욱 고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

도록 동기부여 정책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이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 직무, 조직특성, 기업규모 등 연구대상을 세분화하여 주관적 경력성공과 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종단 연구를 통해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주관적 경력성공이 미치는 선행변인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또는

조절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 구명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넷째, 일-가족 갈등과 심리적 결

과변수 관련 연구는 다차원적인 상황적 구조와 원리에 의해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Allen et al., 2000; Kossek et al., 1998)에서, 향후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나올 수 있도록, 구

인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한국 정서를 반영한 역할갈등 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보상이

나 제재 등 다차원적인 상황적 구조와 원리를 반영하여 통합적으로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섯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일-가족 문제와 유리천장인식을 기혼 여성에 제한하지 않고 여성

일반이 경험하는 문제영역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결혼 여부를 고려

하여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과의 관계를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주관적 경력성공,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대기업 기혼

여성 근로자

학 번: 2012-23324



- iv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의 문제 ··········································································································· 4

4. 용어의 정의 ··········································································································· 5

5. 연구의 제한 ··········································································································· 7

II. 이론적 배경 ························································································· 8

1. 주관적 경력성공 ····································································································· 8

2.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 26

3. 주관적 경력성공과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의 관계 ················· 41

III. 연구 방법 ·························································································· 47

1. 연구설계 ··············································································································· 47

2. 연구대상 ··············································································································· 48

3. 조사도구 ··············································································································· 49

4. 자료수집 ··············································································································· 55

5. 자료분석 ··············································································································· 55



- v -

Ⅳ. 연구 결과 ·························································································· 58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58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차이분석 ······································································ 60

3. 주관적 경력성공과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의영향관계 ··········· 69

4.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 76

Ⅴ. 요약, 결론 및 제언 ············································································ 79

1. 요약 ····················································································································· 79

2. 결론 ····················································································································· 81

3. 제언 ····················································································································· 84

참 고 문 헌 ······································································································· 87

부 록 : 설문지 ······························································································· 105

Abstract ········································································································· 110



- vi -

표 차 례

[표 Ⅱ-1] 경력의 개념····································································································· 9

[표 Ⅱ-2] 주관적 경력성공 구성 ····················································································· 17

[표 Ⅱ-3] 4가지 형태의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기준 ························································ 20

[표 Ⅱ-4] 일-가족 갈등 구성개념 및 측정도구 요약 ························································ 30

[표 Ⅱ-5] 선행연구 종합 ································································································ 46

[표 Ⅲ-1] 30대 그룹 현황(’14년 8월 기준) ····································································· 49

[표 Ⅲ-2] 조사도구의 구성 ····························································································· 50

[표 Ⅲ-3] 주관적 경력성공 척도의 신뢰도 계수 ····························································· 52

[표 Ⅲ-4] 일-가족 갈등 척도의 신뢰도 계수 ·································································· 53

[표 Ⅲ-5] 유리천장지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 ·································································· 53

[표 Ⅲ-6] 조직경력관리지원 척도의 신뢰도 계수 ··························································· 54

[표 Ⅲ-7] 연구가설에 따라 적용된 통계 분석기법 ··························································· 56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59

[표 Ⅳ-2] 측정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61

[표 Ⅳ-3] 연령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차이 ······························································· 62

[표 Ⅳ-4] 최종학력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차이 ························································ 63

[표 Ⅳ-5] 직급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차이 ······························································· 64



- vii -

[표 Ⅳ-6] 재직기간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차이 ························································ 66

[표 Ⅳ-7] 근무형태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차이 ························································ 67

[표 Ⅳ-8] 업종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차이 ······························································· 68

[표 Ⅳ-9]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 종속변인, 통제변인의 상관관계 ······························ 70

[표 Ⅳ-10]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 72

[표 Ⅳ-11]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73

[표 Ⅳ-12]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하위요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75



- viii -

그 림 차 례

[그림 Ⅱ-1] Melamed의 성별 경력 성공 모델································································· 12

[그림 Ⅱ-2] Tharenou & Conroy의 성별 경력 성공 모델················································ 13

[그림 Ⅱ-3] Hall(1976)의 심리적 경력발달 성공 모델······················································ 14

[그림 Ⅱ-4] Judge의 경력성공 모델················································································ 15

[그림 Ⅱ-5] Hall(2002)의 경력성공 모델·········································································· 16

[그림 Ⅲ-1] 연구모형 ···································································································· 47



- 1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고용 환경의 변화, 경력에 대한 시각 변화, 개인의 다양한 가치관 등에 따라 경

력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이 중요시 되면서(장은주, 2002), 자연스럽게 개인이 자신의 경

력성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주

관적 경력성공은 개인의 목표나 기대에 대해 자신의 경력에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을 의

미하는 것(Seiber & Kraimer, 2001; 장은주, 박경규, 2004)으로, 개인의 단순한 심리적

만족 그 이상으로 개인의 동기부여, 나아가 성과를 강화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Sturges, 1999; Peluchette, 1993 ; 문재승, 2013). 따라서 주관적 경력성공의 중요성은 우수

한 인재를 확보 및 유지,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강조되지 않

을 수 없다(Herrbach & Mignonac, 2012).

오늘날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인력 개발의 중요성이 어

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어 여성인력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혼여성은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출산, 육아, 양육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생애사건을 경

험하면서 경력개발과정에서도 남성과 다른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Ginzberg, 1996), 개

인적 요인에 따라 정해지는 다른 경력 메카니즘을 갖고 있다(Kirchmeyer, 1998). 우수하고 역

량있는 고학력 여성일지라도 결혼과 육아로 인해 극단적으로는 경력 포기 또는 경력 단절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기혼 여성의 비율이 약 22%, 즉 5명 중 1명꼴로 나타난다는 점(통계청,

2014)에서, 기혼여성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성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기혼여성의 연령대가 주로 30~40대라는 점에서, 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 노하우와 경력을 가진 중견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중도에 직업을 포기하는데 따

른 조직 및 사회적 기회비용도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

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영향요인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된 연구는 개념과 구조를 탐색하는 연구와 선행요인을 밝히려는 연구 등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주로 남성 표본이 많거나,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객관적 경력성공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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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밝힌 연구로 기혼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문재승,

2011; 박여울, 2010; 윤하나, 탁진국,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남성과 달리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떠안고 직업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

하여 논하고자 한다. 다만 경력개발제도가 국내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 발전되어 왔고, 실

제 다양한 보직경로 또는 경력개발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중소기업이 많은 제약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로 제한하였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기혼여성들의 지속적인 경력유지가 가능해지면서 M-커브형 경력패턴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의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우, M-커브도 아닌, 노동시장 이탈 후

재진입을 더 이상 못하는 L-커브를 보인다는 사실은 다른 OECD 국가들과 차별되는 독특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혼여성의 경력 개발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장애요소로 일-가족

갈등이 지적되고 있다(이자명, 2013; 최윤정, 김계현, 2009). 사실 일생을 살면서 몇 가지 역할

을 수행하는 것은 성인기 대표적 특징이며, 모든 사람들이 여러 역할 사이에서 분투하고 있다

(정영금, 2005). 그러나 학문적 관심이 된 것은 기혼여성의 경우 직업 내 역할과 직업 외 역할

이 상호 갈등을 일으킨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Greenhaus & Parauaman, 1999). 남성 근로자와

달리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우, 결혼 이후 가족에 대한 고려를 할수록 직업 세계에서의 참여가

제한되고(Betz, 2006), 가사와 일을 병행함으로써 다중역할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최윤정, 김계현, 2009). 특히 기혼 여성 근로자는 양육 부담에 대한 책임 분배가 미흡한 사회

문화적 분위기, 일터에서 충분히 몰입하기 힘든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등에 노출되면서 이로

인한 상실감과 불안이 증가하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직장과 가족 갈등에서 겪은 스

트레스는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뿐만 아니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악화시켜 경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차례 실증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강혜련, 임희정,

2000; 박경환, 2012, 이자명, 2013), 실제 2014년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력단절 여성 실태에

따르면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41%), 육아(32%), 임신과 출산(22%), 자녀교육(5%)이 주요 원인

으로 지목되었다. 따라서 일-가족 갈등은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을 이해하는데 중

요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고정관념에 의해 특정한 직위로 승진하는데 제

한을 받는 유리천장현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인력을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2011년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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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내 4급 이상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7.4%에 불과하며, 고위공무원단은 3.2%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통계청, 여성부, 2013). 2012년 세계경제포럼 성 격차 보고서에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288곳의 임원 2,993명 중 여성은 272명으로 전체의 9.1%에 불과하며, 여성 임원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은 곳도 51.7%(149곳)나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임원 비율은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5.38%, 여성 임원 비율은 1.48%에 불과한 상태이며, 태국(10.4), 중

국(7.2), 인도(4.8), 브라질(4.6)보다 낮은 수치이다. 사실 유리천장이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1980

년대 여성을 포함한 소수인종이 조직의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투명한 유리

와 같은 장애물을 의미하지만(Morrison, White & Verisor, 1987), 지금 이 시대에도 여성 인력

의 고위 관리자 배치 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유리천

장지각과 관련하여 그간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조직적응성, 공정성 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민정아, 2012; 김은희, 2009; 장영, 2004; 장영, 장수덕, 2006) 할

수 있었으며, 최우성(2011)의 연구를 통해 주관적 경력성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확인

하였다. 그러나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된 연구물은 상당히 제한적 수준에 그쳐, 기혼여성 근

로자들이 인식하는 유리천장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인 구명 노력이 더

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력과 관련된 연구는 주관적 경력성공이라 할지라도 조직과 분리해서 제대로 된 연구

가 이뤄지기 힘들다(Judge & Kammeyer-Muller, 2007). 일반적으로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조직구성원 개인에게 있지만, 대부분의 경력은 조직 내 업무 및 대인관계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조직 역시 개인의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권정

숙, 2010). 최근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의 탄력성 강화로

조직 구성원의 직업관과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변화함에 따라 조직의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는

개인의 역할 뿐 아니라 조직의 책임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으며, 실제 선행연구를 통해 주관적

경력성공의 예측변인으로 조직경력관리지원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Judge et al.,

1995; 김보경, 정철영, 2013; 신수림, 2014).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

력성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경력관리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얼마나 큰 영향

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직업 세계에서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을 이해하기 위해

서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

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 결과는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가 경력성공을 어떻

게 인식하는지 이해함으로써, 여성의 경력개발에 대한 이론적이며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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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을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

도 및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

리지원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

경력관리지원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

직경력관리지원과의 영향관계를 구명하고,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일-가족 갈등, 유리

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의 설명력을 구명한다.

3.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1.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

직경력관리지원 수준은 각각 어떠한가?

1-1.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유리천장지

각, 조직경력관리지원 수준은 각각 어떠한가?

1-2.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학력, 직급,

근속년수, 근무형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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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2-1.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일-

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가?

2-2.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하위영역의 설명력

은 어떠한가?

4. 용어의 정의

가.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

기혼여성 근로자는 우리나라 산업체에 종사하는 기혼여성 임금 근로자를 말한다. 이 때 산업

체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기업으로, 단순 사무직 뿐 아니라, 연구개발 인력, 기술인력

등 고도의 지적 활동을 요하는 전문직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며,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체는 크게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모

두를 포함하는데, 이 때 대기업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국민경제의 기본단위이고

생산경제의 단위체 중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기업을 의미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대한상공

회의소가 지정한 그룹 단위의 기업 및 계열사 혹은 1000대 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30대 그룹 및 계열

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혼 여성 근로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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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관적 경력성공

경력성공은 개인의 업무 경험의 결과로 축적된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업무 관련 산출물

(Seibert, Crant & Kraimer, 1999)로서, 개인의 발전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측면을 모두 포함

하고 있다. 특히 주관적 경력성공은 임금, 승진, 직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지표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개인의 인식, 가치에 따라 자신의 경력이 얼마만큼 성공적이었는지를 스

스로 평가한 결과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집단주의 비교를 통한 체면 중시 문화를 고

려하여 자기기준 뿐만 아닌 타인비교기준도 함께 고려된 평가 결과(신수림, 2014; Heslin, 2003)

를 의미한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측정변수는 객관적 기준 만족, 경력성장 만족, 사회적 관계 만

족, 업무 만족으로 구성되며, 신수림(2014)이 개발한 총 20개의 설문문항(리커트 5점 척도)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일-가족 갈등

일-가족 갈등(work-family conflict)이란 일과 가족 영역으로부터 오는 역할 압력에서 발생

하는 역할 간 갈등의 한 형태로서, 일과 가족 생활 영역에서 파생되는 역할 압력들이 서로 양

립하지 못하고 지속되는 역할 간 갈등의 한 유형(Greenhaus et al., 2001)이다. 기혼여성의 경력

개발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Cinamon 등(2002)이 개발한 일-

가족 갈등척도를 한국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유성경 외(2012)의 총 14개

설문문항(리커트 5점 척도)에 응답한 점수를 말하며, 일이 가족을 방해하는 갈등과 가족이 일

을 방해하는 갈등의 2가지 유형으로 각각 측정된다.

라. 유리천장지각

유리천장지각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조직 내에서 보이지 않는 인위적인 장벽 때문에 승진

이나 부서 배치에 대한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며(박슬기, 이희정, 2009),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들이 승진, 부서, 채용, 근무조건, 임금 등 전반

적으로 인사상 구조적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민정아, 2012)로 정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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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최근 채용분야에 있어 여성 취업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유

연근무제, 육아휴직제도, 휴가사용 촉진제도 등 근무조건이 법률 등으로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승진과 부서배치로 의미를 한정하였으며, 장영(2002)의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

여 총 6개의 설문문항(리커트 5점 척도)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조직경력관리지원

조직경력관리지원은 조직이 구성원의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에서 제공하는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 조직경력관리지원은 교육훈

련개발 기회와 상사의 지원으로 구성되며, Tharenou와 Conroy(1994), 장은주(2002)의 도

구를 국내 사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신수림(2014)의 측정도구 10문항(리커트 5점 척도)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모집단은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 전체임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에 대한 정

확한 파악이 어렵고, 자료 수집을 위한 접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사의 용이성을 위해 유의

표집 방법으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에게 일반

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보고식(self-report)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설문 응답

자의 태도에 따라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한계

를 지니고 있다.

셋째, 주관적 경력성공은 경력성공을 인지하는데 시간이 전개되는 프로세스인데, 이 연

구는 횡단적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인과적 영향관계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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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주관적 경력성공

가. 주관적 경력성공 개념

경력(career)은 21세기 경쟁적인 환경에서 개인과 조직 성장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일반적

으로 경력은 ‘개인이 직장생활 동안 갖게 되는 모든 직무’ (Werther Jr & Davis, 1989), 또는

‘의료인이나 법률가와 같은 특정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무경험(Wiener & Vardi, 1980;

Blau, 1985; Aryee & Tan, 1992)' 등 협의의 개념을 비롯하여, ‘한 사람이 전 생애의 과정을 통

해 차지하게 되는 지위, 직무와 관련된 경험 및 태도(Hall, 1976)’ 등 다소 광범위한 접근까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박규경, 2000). 이는 경력의 의미가 학문분야마다 또는 연구자마다 다

양한 관점에서 해석되고, 경력 관련 많은 이론들이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등 다양한 패러다임

에서 출발한 데 비롯된다. 가령 심리학에서는 경력을 직업의 선택, 자아실현의 수단, 개인의 생

애 구조의 한 요소로 각각 이해하는 한편, 사회학에서는 사회 질서에 대한 개인의 상호 호혜적

기여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과 한 개인의 직업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기도 하며,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직업 선택 이후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입사부터 퇴직에

이르는 일과 관련 다양한 활동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김흥국, 2000). 이에 따라 경력이라는 의미

가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고 보다 풍부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해석 수준이

달라 지나치게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오창환, 2012).

경력의 개념은 [표 II-1]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시대적으로 사회, 조직, 환경 변화를

겪어 오면서 경력개념변화에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즉 과거에는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상위 직급으로 상향 이동하는 승진으로서의 경력이나, 전문가 지위로 계속 근

무하는 경력 패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경력 패러다임이 한 조직 내의 직무, 보직 중심에서

보다 자유로운 조직 간의 이동, 탄력적인 고용가능성으로 바뀌면서 경력의 관점을 인생 전체에

걸쳐 바라보는 시각이 보다 우세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글로벌화에 따른 직업 환경 변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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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가치관 다양화, 조직의 인적자원관리방식의 변화가 경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속화한

데 있다(우웅기, 2006). 따라서 최근의 경력 개념에는 수직적, 수평적 이동 뿐 아니라, 사회나

조직의 기대 및 제약, 개인의 분위기, 동기, 열망 등을 반영한 활동단계나 전환 등이 모두 포함

된다(Mikovich & Bourdreau, 1994).

[표 Ⅱ-1] 경력의 개념

개념 내용

승진으로서의 경력

(career as advancement)

· 경력은 조직의 계층구조를 따라 상층으로 올라가는

수직적 이동을 의미

· 개인의 직무생활을 통한 승진의 연속, 보다 많은 책임과

의무 부담, 상향적 이동을 의미

전문직으로서의 경력

(career as profession)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서 경험과 숙련을

요하는 전문직을 지칭

인생에있어직무연속으로서의경력

(career as lifelong sequence of jobs)
· 개인이 평생 가지게 될 일련의 직무

인생에 있어 역할관련 경험의

연속으로서의 경력

(career as lifelong sequence of

role related experience)

· 한 개인이 일생을 두고 직무와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

및 활동에서 지각된 일련의 태도와 행위

자료: Hall. (1976). Career in Organization. Glenview, IL: Scott, Foresman. p.4.

또한 경력을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으로 구분(Van Mannen & Schein, 1977)하여, 외재

적 관점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연봉, 직종, 직위를 기준으로 경력을 이해한다면, 내재적 관

점은 직무만족, 경력만족과 같은 주관적 해석이나 평가를 말한다. 즉, 경력은 한 개인이 가지는

일련의 일 관련 경험들 그 자체와 그 경험들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포함하는 주관적인 요소가

경력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Werner & DeSimone, 2009).

이러한 경력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경력성공에 대한 개념도 다원화되고 있다. 경력성공과

관련 Seibert, Crant & Kraimer(1999)는 ‘경력성공은 개인의 업무 경험의 결과로 축적된 긍정

적인 심리상태와 업무관련 산출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의 발전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성공은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타인에 의해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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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경력성공(objective career success)과 경력주체가 판단하는 주관적 경력성공(subjective

career succes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Arthur et al., 2005),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중요하게 생

각하는 통합적 관점의 경력성공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객관적 경력성공은 임금, 승진, 직위 등 개인의 지속적인 업무 경험의 결과로 축적된 직무관

련 산출물로,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며, 보통 조직 내의 성장, 상승(advancement)에 초점

(McDonald, 2008)을 맞추고 성공기준이 조직에 의해서 결정된다(Judge & Bretz, 1994; Judge

et al., 1995; Seibert & Kraimer, 2001). 반면 주관적 경력성공은 개인 인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경력, 직무, 인생에 대한 만족 등으로, 객관적 경력성공보다 좀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Gattiker & Larwood, 1986).

주관적 경력성공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경력에서의 성공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태

도로써, Gattika와 Larwood(1998)는 주관적 경력성공을 ‘개인이 자신의 경력 또는 직무역할에

대한 전반적 감정적 방향설정’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Hall(1990)은 ‘개인의 가치가 자신

의 경력에 정의된 정도’, Greenhaus 외(1990)는 ‘경력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라고 했으며, Judge

외(1991)는 ‘일에 대한 만족감,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임금, 승진기회에 관한 만족과 관련된 내

용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국내에는 장은주와 박경규(2005)가 ‘경력에서의 전반적인

성공여부, 경력목표 달성 정도, 임금, 승진, 새로운 기술 개발 등에 대한 만족’으로 정의하고 있

다. 주로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된 정의는 경력과 직무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만족 여부를 판

단하고 있었으나, 이 밖에 많은 연구(Arthur, Khapova, & Wilderom, 2005; Gunz & Heslin,

2005; Heslin, 2005; Ng, Eby, Sorensen, & Feldman, 2005)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work-life

balance), 경력 흥미(career enjoyment), 경력 만족(career satisfaction), 경력 실현(career

fulfillment) 등 경력에 대한 주관적 가치 요소를 다양하게 포함하여 정의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경력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과 판단을 나타

내는 정의도 있다. Betz와 Fizgerald(1987)는 ‘동료와 비교한 자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나이 또는 자신의 경력목표와 비교하여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고, 자기 도전을 통

한 성취감, 역량 향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Heslin(2003)은 주관적 경력성공을 사회구조와 연계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에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자기 만족감을 추가하여 정의 내렸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주

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개념은 경력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낸 임금, 승진, 역량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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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객관적 요소를 비롯하여, 개인의 가치, 흥미 등의 주관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경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산출물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기준에 비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

한 정도이며, 나아가 남과 비교하여 자신의 결과를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정도이다.

경력성공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객관적 경력성공 중심에서 최근에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임금, 승진횟수, 직급 등 외부적 요

인에 의해 결정되는 객관적 경력성공의 영향요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많았으며(윤하나, 탁진국,

2006), 주로 조직 내에 달성할 수 있는 연봉이나 직급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장은주, 2002). 성

별에 따라 객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

로는 Melamed(1995)의 성별 경력성공모델과 Tharenou와 Conroy(1994)의 경력성공 모형이 있

다. Melamed(1995)는 고액 연봉이면서 업무 책임이 크고 승진 경험이 많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경력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인적자본, 경력선택, 기회구조로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경력성공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이를 구명한 연구이다.

Melamed(1995)의 연구 [그림 Ⅱ-1] 에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결혼여부, 자녀여부가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 경력성공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본적으로 경력성공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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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요소(Human Capital Attributes)

경력성공

임금

관리직급

책임

승진

직무관련요소: 지적능력, 학력, 직무경험 ⇒⇒  남<여  ⇒⇒

성격요소:

외향성, 자신감, 독립성, 강인성, 자기통제
⇒⇒  남>여  ⇒⇒

가정환경요소: 결혼여부, 자녀여부 ⇒⇒  남≠여  ⇒⇒

경력선택(Career Options)

거시적 경력선택: 직무유형, 직업적 위신 ⇒⇒  남>여  ⇒⇒

중도 경력이동: 

조직 내외 이동, 경력단절, 재배치
⇒⇒  남=여  ⇒⇒

기회구조(Opportunity Structure)

거시적 사회요소: 시장 환경, 실업율 ⇒⇒  남>여  ⇒⇒

조직 요소: 조직 규모, 업종, 산업부문 ⇒⇒  남<여  ⇒⇒

미시적 직무요소: 직업적 위신 및 성장 ⇒⇒  남<여  ⇒⇒

[그림 Ⅱ-1] Melamed의 성별 경력 성공 모델

출처: Melamed(1995). Career Success: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p.46.

한편 Tharenou와 Conroy(1994)는 [그림 II-2}와 같이 호주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승진에 있

어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따라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으며, 승진에 이르는

경로가 남녀 간에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상황적 요인은 업무구조, 업무환경 개발,

가정 내 역할갈등, 가정 내 책임감으로 구성되며,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태도, 인구통계학적 변

수, 유년기 사회화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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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Tharenou & Conroy의 성별 경력성공모델

출처: Tharenou & Conroy. (1994). Man and Woman Managers’ Advancement: Personal and

Situational Determinant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3(1), p.8.

또한 Tharenou, Latimer와 Conroy(1994)는 관리직으로의 승진에 있어 여성의 승진은 교육수

준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촉진되고 가사부담과 그로인한 근무경력 감축이 장애요인으로

나타나는 반면, 남성의 경우 개인적 요인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훈련과 개발 기회의

증진을 통해 승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Tharenou(2001)의 연구

에서는 여성의 중/하위직 승진 시에 남성중심적 조직구조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

용하였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사람도 자신의 성공에 회의를 느낄 수 있으며 경력에 대

한 불안감, 소외감, 스트레스, 무력감 등을 겪을 수 있다는 Korman 등(1981)의 연구가 수행되

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관적 경력성공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Hall(1976)의 심리적 경력발달 성공 모델

[그림 Ⅱ-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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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Hall의 심리적 경력발달 성공 모델

출처: Hall(1976). Careers in organization. p126.

Hall(1976)은 개인에게 도전적인 직무와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직

무에 몰입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지지와 피드백을 받게 되면 업무성과를 달성

하는데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때 개인은 심리적 성공을 느끼게 된다. Hall이 말하는 심리적 성

공감이란 경력의 궁극적 목적이며, 일생에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수반된 목표를 이루

었을 때 오는 자긍심, 성취감, 행복, 내적 평화 같은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성공을 겪게 되면,

다시 자기 존중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에 정적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몰

입을 유발하는 선순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객관적, 주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하여 통합적 관점의 경력성공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

로는 Judge 등(1995)의 연구와 Hall(200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Judge 등(1995)은 [그림 II-4}

와 같이 개인특성변인과 조직특성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주관적, 객관적 경력성공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객관적 경력성공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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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Judge 외의 경력 성공 모델(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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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igation of the predictors of executive career success. Personnel Psychology, 48(3), p. 5.

반면, Hall(2002)은 [그림 II-5]와 같이 객관적 경력성공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주며,

주관적 경력성공이 다시 객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주는 상호순환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경력성공과 관련하여 어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주관적 경력성공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직무

안정성과 상향 이동 등 전통적인 경력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문재승, 2012; Gerber,

Wittekind, Grote & Staffelbach, 2009; Skilton & Bravo, 2008)에서 경력성공을 객관적, 주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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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노력

(Goals/Effort)

객관적 경력성공

(Objective Success)

주관적 (심리적) 경력성공

(Subjective/Psychological 

 Success)

정체성 변화

(Identity Change)

[그림 Ⅱ-5] Hall의 경력 성공 모델(2002)

출처: Hall, D. T. (2002). Careers In and Out of Organizations. Thousand Oaks, CA: Sage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평생직장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오늘날에는 개인이 한 조직 내에

서 임금이나 직급 상승을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경력에 책임 져야

하는 시대로 변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마다 직무 이외의 경험 및 태도, 전반적인 활동에 대

한 개인의 주관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개인 중심의 주관적 경력성공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객관적 경력성공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

도 있으며(Judge. et al., 1994), Ng 외(2005)는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이 크게 상

관이 높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주관적 경력성공과 객관적 경력성공은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합의하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신수림, 2014).

나. 주관적 경력성공 구성요소

주관적 경력성공은 경력성공에 대한 개인 인식이 내포되어 있어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것과

가치관이 다양하여 기준도 상이할 수 있다. [표 II-2]와 같이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한 선행연

구를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경력만족, 직무만족, 인생만족, 직장에서의 역할, 대인관계, 고용가

능성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기준을 모두 고려할 경우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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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발전과 실무적인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경력성과를 잘 담아내면서, 상대

적으로 비교 가능한 측정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적 배경,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형

성되는 주관적 경력성과의 기준을 모두 고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문재승, 2012).

[표 Ⅱ-2] 주관적 경력성공 구성

구분 정의 측정변수 연구자 비고

주관적

경력성공

개인의 지속적인

업무 경험의 결과로

축적된 긍정적인

심리상태

경력만족

Aryee et al. (1994)

Judge et al.(1995)

Nabi(2000)

Seibert et al.(2001)

Seibert & Kraimer(2001)

장은주(2002)

장은주·박경규(2005)

신수립(2014)

조직 구성원

개인이

성공기준을

결정

직무만족

Judge & Bretz(1994)

Judge et al.(1995)

Ablele & Spurk(2009)

신수림(2014)

인생만족

Boudreau et al. (2001)

Judge & Bretz(1994)

Lounsbury et al.(2004)

Peluchette(1993)

노관석, 홍아정(2012)

직장에서의

역할
Peluchette(1993)

대인관계
Peluchette(1993)

신수림(2014)

고용가능성
장은주(2002)

장은주·박경규(2005)

출처: 최해수(2005)에서 연구자가 수정 보완

직무만족은 주관적 경력성공의 핵심요소(Judge 외., 1995, Ablele 외., 2009)라고 주장되기도

하고, 조직 구성원이 직무 이외의 경력성취에 대해서 불만족하거나 직무 이외의 요소 때문에

현재의 경력에 대해 불만족 할 수 있으므로 직무만족이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하기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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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Heslin, 2005). 반면 경력만족은 개인 경력에 대한 성공여부 및 경

력성과를 평가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비교적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으며(Greenhaus et

al., 1999; Heslin, 2005), 주관적 경력성공의 가장 일반적인 조작적 정의로 여겨진다(Heslin,

2002).

신수림(2014)은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ᐧ외 저널 중심으로 주관

적 경력성공관련 연구물 30편을 분석한 결과,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이 주관적 경력성공의 대표

구성요소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직무만족만으로 구성된 주관적 경력성공은 직무의 장래성 축

소 환경, 최근 이직 등의 이유로 직무 부적응성 등에 의해 경력 전체의 만족을 대표할 수 없다

고 하였으며, 고용가능성은 주관적 경력성공보다는 고용주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객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에 가깝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주관적 경력성공을 경력만족과 직무만족

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보는 시각은 Judge 외(1994), Seibert & Kraimer(2001) 등의 연구도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주관적 경력성공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하위요소는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력만족 측정도구인 Greenhaus 외(1990)의 도구를 살펴보면, 경력성공 도달

만족, 경력목표 달성 노력과정, 수입, 승진, 새로운 기술과 능력 향상에 대한 만족으로 구성된

다. 직무만족은 상사, 일 자체, 회사 정책, 승진, 급여, 동료, 고객 등에 대한 만족(Comer et al.,

1989)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는 신수림(2014)이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을 객관적

기준만족, 경력성장 만족, 업무 만족, 사회적 관계 만족으로 새롭게 재구성하여, 객관적 기준만

족은 급여, 승진, 경력성공 도달 여부와 같은 객관적 요소를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정도이며, 경력성장 만족은 경력과정에서 기술과 능력 향상에 대한 만족이며, 업무 만족은 일

자체에 대한 만족, 사회적 관계 만족은 상사, 동료와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을 말한다.

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측정

경력만족은 Greenhaus 외(1990)가 개발한 측정도구, 직무만족은 Judge 외(1994)의 측정도구

가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신수림, 2014). Greenhaus 외(1990)의 경력만족 측정도

구는 총 5개 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경력 도달에 대한 만족감, 경력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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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하기 위한 경력 과정에 대한 만족감, 수입에 대한 만족감, 승진에 대한 만족감, 기술향

상에 대한 만족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연구자에 의하여 Greenhaus외(1990)

의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 받아 왔으며(윤하나, 탁진국; 2006, 장은주, 2008; 장은주, 박

경규; 2005), 윤하나, 탁진국(2006)은 사무직 3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특성, 상황특성이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Greenhaus외(1990)의 경력만족을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0.82로 나타났으며, 장은주, 박경규(2005)도 Greenhaus외

(1990)의 번안된 경력만족 도구를 사용하여 신뢰도는 0.87로 나타났다.

Judge 외(1994)의 직무만족 측정도구는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직무 만족

여부를 5점 척도와 Yes 또는 No 로 응답하는 방식과, 업무 중 행복, 보통, 불행이 차지하는 시

간 비중을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0.85로 나타났다.

Gattiker와 Larwood(1986)는 재무적/위계적 성공지각, 직무성공 지각, 대인관계 성공지각으로

구분하여 14개 문항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국내에도 Gattiker와 Larwood(1986)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다수의 연구에 의해 타당성을 분석하였다(문재승, 2012; 최석봉, 문재승, 2012). 최석

봉과 문재승(2012)은 대기업에 속하는 36개 기업(제조 23개, 서비스 13개)에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 중 직장경험이 3년 이상인 510명을 대상으로 Gattiker & Larwood(1986)가 개발하여

Nabi(2001)가 확인한 14문항을 이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는 각각 0.89,

0.87, 0.86으로 나타났다. 측정에 사용된 문항의 예는 “나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나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내가 하는 일은 새로운 기술/스킬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나는 나의 동료들과 비교해서 공정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나의 동료들은 나를 존경한다”,

“나의 상사는 나를 신뢰한다” 등이다.

반면 주관적 경력성공을 자기 기준의 만족에서 확장하여, 타인비교기준에서 측정한 도구가

있다. 이는 주관적 경력성공이 매우 주관적인 현상(Nabi, 2001)이고, 주관적인 인식에 달려 있

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자신을 평가할 때에는 자기준거 뿐만 아니라 타인과 비교를 통해 자신

의 위치를 파악한다(Abele & Spurk, 2009)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이와 관련 Abele 외(2011)

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력성공을 자기기준과 타인비교기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자

기기준의 경우, 직무만족 문항은 ‘전체적으로 나는 나의 현재의 직무에 만족한다’를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타인비교기준은 전에 졸업한 동문들, 같은 나이,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의 경력 발달 정도가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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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이다. Heslin(2005)도 [표 II-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 기준을 자기

준거기준과 타인비교기준을 구분하여 객관적이고 주관적 성공기준으로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

복잡한 개인의 심리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측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구분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

자

기

기

준

객관적/자기기준

[예시]나의 재정적, 승진에 대한 열망

[잠재적 상관]업계의 문화(market culture)

주관적/자기기준

[예시]일과 삶의 균형과충족을향한목표

[잠재적 상관]소명의식

비선형경력(non-linear career)

타

인

비

교

기

준

객관적/타인비교기준

[예시]내 동료의 급여와 사회적 지위

[잠재적 상관]승자독식업계(winner-take-all-market)

일과 경력 중심

주관적/타인비교기준

[예시]나의 동료와 비교하여 나의 자극

(stimulations)과 즐거움(fun)

[잠재적 상관]부족 문화(clan culture)

출처: Heslin, P. A. (2005). Conceptualizing and evaluating career succes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 p.121.

[표 Ⅱ-3] 4가지 형태의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 기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강한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려는

속성이 크다고 하며(박성연, 1995), 여성의 경우에는 경력 진입단계부터 경력을 쌓아가는 시기

마다 남성 대비 상대적 차별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준거에 따른 경력과 직무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경력 및 직무만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을 잘 표현하면서, 자기 준거 및 타인 준거의 관점

을 모두 반영한 도구로는 국내의 신수림(2014)의 측정도구가 있다. 신수림(2014)은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을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로 보되, 각각의 하위요인에 있어 승진과 급여 등의 중

복 측정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수림(2014)은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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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기준 만족, 경력성장 만족, 업무 만족, 사회적 관계 만족으로 재구성하여 주관적 경력성공

을 측정하는 20개의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17개 기업으로부터 407명을 대상으로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는 하위요인별 0.80 이상이었다.

라. 주관적 경력성공의 주요 선행 변인과 성별에 따른 차이

주관적 경력성공은 다양한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Anderson, Milkovich,

Tsui, 1981), 많은 선행연구에서 단편적 연구보다는 통합적 관점에서 선행요인과 주관적 경력성

공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김보경, 정철영, 2013; Judge et al., 1995; Ng et al., 2005). Judge et

al.,1995)의 경력성공 모델에서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개인특성과 조직특성

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인특성 변인에는 인구통계변인, 인적자본변인, 동기요인변인이 해당되며,

인구통계 변인에는 연령, 인종, 성별, 결혼유무, 가족구조, 가족부양시간이 해당되며, 인적자본변

인에는 교육수준, 교육유형, 근속기간/경험, 직위가 해당되고, 동기요인변인에는 야망/포부, 야

근횟수, 노동시간, 업무집중도가 해당된다. 반면 조직특성에는 조직규모, 조직의 성공여부, 산업

분야 및 지역이 해당된다. Ng 외(2005)의 연구와 김보경과 정철영(2013)의 연구는 주관적 경력

성공에 대한 메타연구로, Ng 외(2005)는 2003년 이전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 140편의 논문

을 분석하였으며, 김보경과 정철영(2013)은 Ng 외(2005)의 연구목록을 포함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내외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129편의 논문을 분석한 메타연구이다. 두 연구에서

모두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선행변인을 크게 인구통계변인, 인적자본변인, 조직지원변인,

개인심리변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구통계변인으로는 연령, 성별, 결혼여부 등이 해당되며, 인

적자본변인으로는 교육수준, 조직 재직기간, 직업 유지기간, 정치적 지식/기술, 근무시간, 직무

중심성, 이동성, 비공식적 네트워크, 경력계획 등이 해당된다. 조직지원변인으로는 조직 규모,

조직의 경력지원, 상사지원, 훈련개발 지원 등이 해당되며, 개인심리변인으로는 신경증,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자기주도성, 통제소재, 인지능력이 해당된다. 또한 김보경

과 정철영(2013)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선행요인들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경력성공에 조직의 경력지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인구통계변인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림(2014)은 주관적 경력성공의 선행변인을 크

게 개인특성변인과 조직특성변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개인특성변인으로는 인적자본, 동기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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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향, 개인의 경력관리행동으로 구분하고, 조직특성변인으로는 조직형태와 특징, 조직경력

관리지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문재승(2011)은 자신의 역할, 타인의 역할, 환경요인으로 구분

하고, 자신의 역할에는 개인특성, 개인의 노력이 해당되고, 타인의 역할로는 조직의 후원과 네

트워크가 해당되며, 환경요인으로 국가 문화, 직종 등이 해당된다.

여성의 경력성공 선행요인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 관리자들을 대

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강혜련, 조미영, 2007), 경력성공에서의 남녀 차이에 관한 연

구는 주로 객관적 경력성공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많았다(Adler, 1993; Melamed, 1995;

Power & Maineiro, 1992; Tharenou, 2001; Tharenou et al. 1994). 주로 객관적 경력성공의 차

이를 일으키는 선행변수로는 조직 승진구조, 성차별과 같은 조직 규정이나 관행 등으로 인해

여성의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Power & Mainiero, 1992; Tharenou, 2001;

Tharenou et al. 1994). 또한 여성은 이러한 인사관리 관행으로 경력 상의 불이익을 받음으로

써, 객관적 경력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낮으며(Judge et al., 1995), 경력성공을 평가할 때 고용 안

정이나 공정함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일부 선행 연구가 성별에 따른 주관적 경

력성공을 분석하였으나 남성 표본이 매우 크고, 여성 표본에 중점을 두어 성별에 따른 주관적

경력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는 다소 제한적이었으며(윤하나, 탁진국,

2006), 최근 일-삶의 균형, 직장-가정 갈등, 유리천장, 성차별 등이 여성에게 있어 주관적 경력

성공, 경력만족, 직무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일부 연구되었다(강혜련, 조미영, 2007;

신재민, 2012; 최우성, 2011; Herrbach et al., 2012)

마.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

남성과 여성의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일하지 않으며, 경력을 사회적 역할로 간

주해 볼 때, 남성과 여성을 다른 집단으로 분류하듯 경력성공 또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다른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Arnold, 1997; Melamed, 1995).

Osipow(1983)는 완전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남성과 여성의 경력성공 과정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하며, Powell & Mainiero(1992)는 일반적으로 남성은 승진, 임금상승과 같은

객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반면, 여성은 주관적인 성공과 직무 이외 생활과의 균형에 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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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여성과 남성의 경력성공 인식 차이가 있으므로, 기

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개발 이론과 실태부터 고

찰해 볼 필요가 있다.

1) 여성의 경력개발 이론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인 생애주기를 겪게 되지만, 여성의 생애주기는 특히 결혼을 통해 가족

을 이루고 출산, 육아, 양육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생애사건을 경험하면서 경력개발과정에서도

남성과 차별화되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Ginzberg, 1966). 또한 기혼여성의 경력은

남성과 달리 이러한 생애사건에 쉽게 제한되므로(김양희, 2012; 나영선, 이수경, 2000), 기혼여

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생애사건의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

Super(1990)는 진로발달단계를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5단계로 보고, 특히

25~45세의 확립기 단계는 지위가 안정되고 승진을 경험하는 시기로 보았다(김충기, 2000). 단,

여성의 경우는 다르다. 여성의 확립기 단계는 장기적인 직업 안정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생애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시 탐색의 시기 또는 진로결정의 시기가 되기도

한다. Super는 여성의 진로발달을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남성보다 복잡한 진로발달 유형이

나타나며, 이 역할에 투자하는 정서적 개입과 시간의 주기에 따라 생애진로가 구성된다고 하였

다(김양희, 2012). 따라서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은 직업수행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육

아, 양육과 같은 가사노동수행이 함께 고려된다. Super는 여성의 진로 유형을 가정 주부형, 전

통적인 진로형, 안정된 직업진로형, 이중 진로형, 단절 진로형, 불안정 진로형, 다면적 시행 진

로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유형으로부터 여성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추구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ainiero와 Sullivan(2005)은 여성의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진정성,

균형, 도전의 세 가지 요인을 마치 만화경의 무늬처럼 재배열해나감으로써 삶 전체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경력 초기 단계에는 도전이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중

반으로 갈수록 균형이 중요한 요인이 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우선적이 되며, 도전과 진정성

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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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z와 Hackett(1981)는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과 자신감 이론에 기초하여 여성 경력개발

에 대한 자신감 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성들은 사회화 경험의 결과로 남성에 비해

경력과 관련된 행위에 있어 강한 자신감 기대를 결여하고 있으며, 경력추구에 있어 자신이 가

진 역량과 능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성역할 사회화로 인해, 여성

이 가사노동 이외의 분야에서 남성보다 낮은 자신감을 보인다고 하며, 성공한 역할모델이 많지

않아 여성의 진출이 적은 분야에서 남성보다 자신감이 결여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여성이

불안 및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여 남성보다 낮은 자신감으로 연결되며, 언어적 설득 측면에서도

여성의 참여가 적은 비전통 분야에 진출하려는 경우 주변 사람들의 격려가 미흡하여 자신감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Betz와 Hackett이론은 현대의 모든 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인

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201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기업성별격차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의 여성이 경제 진출은 늘었을지 몰라도, 여성이 리더십 자리에 오르기까지

부딪히는 장벽으로 일반적인 규범과 문화관행, 가부장적 기업문화, 역할모델의 부재 등을 지적

했다는 사실(Zahidi & Ibarra, 2010)은 여전히 21세기에도 여성들이 경력개발에도 통용될 수 있

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기혼여성의 경력개발 실태

남성과 달리 기혼여성에게 일은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부불노동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임

금노동은 임금의 대가로 제공되는 노동으로, 경제 활동에 참가하여 임금을 받는 다양한 노동을

의미한다면, 부불노동은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노동으로, 일반적으로 가족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개별가정에서 수행되는 가사노동이 주로 해당된다(김근

식, 윤옥화, 2009). 최근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면서, 가사일과 가

정 내 돌봄 노동 역할, 즉 가족 내 어린 자녀와 시부모 부양 등의 역할이 가중되고 있다. 2009

년 통계청에서 제시한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시간을 평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취업자 여성은 178.6분, 남성은 29.3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6배 이상 가사노동

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취업이 당연하게 보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집과 가족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모성과 여성에 대한 성역할로 인식하여 기혼여성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노동시간이라는 물리적 관점 외에도,

관계의 관점에서도 기혼여성은 여전히 부담을 떠안고 살아간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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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효도와 공경을 강조하고, 시가의 제사, 차례 등 집안 행사를 중요시 하며, 집단 문화

속에 형제, 친인척,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일반적

으로 기혼여성은 남성보다 정서적으로 가족과의 강한 유대를 갖고 있으며, 가족 내 중요한 조

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미경 외, 2008). 이를 바탕으로 기혼여성 근로자는

취업으로 인한 임금노동 부담과 더불어, 가족 내 부불노동에 대한 부담을 모두 떠안고, 정서적

으로도 가족 구성원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부모 조력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부담을 떠

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사회 기혼여성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남성보다 열악하다.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간의 경제활동내의 차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2013

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 취업자의 46%, 즉 절반에 가까운 여성 취업자가 비정규직으

로 일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약 28%로, 여성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며, 남성대비 여

성 임금비율이 68% 수준에 그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특히 기혼여성은 취업을 하더라도

가사노동 및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상대적 불평등 구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도 어렵다(김근식, 윤옥화, 2009). 2010년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기업성별격차보고서

에 따르면, 전 세계 20개 국가, 16개 산업에서 활동하는 세계적 대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의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 내 직급별로 남녀 비율에 특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즉 여성 근로자는 신입 또는 중간관리직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다시 말해 고위직으로 올

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이 여성이 리더십 자리에 오르

기까지 부딪히는 가장 큰 장벽으로 국가의 일반적인 규범과 문화관행, 가부장적 기업문화, 역

할모델의 부재 등이 지적되었다(Zahidi & Ibarra, 2010).

이처럼 상기 이론과 실태를 종합해 볼 때, 여성에게 경력은 한 개인의 일생에서 오직 직무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만을 가지고 정의내리기에는 보다 복잡한 패턴을 갖고 있으며, 기혼여성 근

로자의 경력은 가정에서의 역할과 완전히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조

건에서도 임금이나 직급 등 객관적 경력성공 기준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것이 현실이

기 때문에, 개관적 경력성공의 기준만으로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력성공을 평가하기는 어려우

며, 여성은 현실 속에서 받는 상대적 불이익으로 인해 객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

으로 낮은 반면(Judge et al., 1995), 주관적인 성공 인지와 직무 이외의 삶의 조화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Powell & Mainiero,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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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가. 일-가족 갈등 

1) 일·가족 갈등 개념

여성의 노동경험은 남성과 상이한 맥락에 놓여 있으며, 이를 주조하는 핵심적인 문제영역이

바로 일과 가족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강이수, 2007). 한국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권위적인

가부장제 속에서 어머니, 아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최근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다양한 역할 수행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물론 몇 가지

요구되는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은 성인기 생활의 대표적인 특징이며,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여

러 역할 사이에서 분투한다(최윤정, 김계현,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갈등이 주로 기혼여

성의 삶과 진로 발달과정에서 연구되고 조명되어져 온 까닭은,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내 역할

과 직업 외 역할이 상호 갈등을 일으킨다(송진영, 2009; Greenhaus & Parauaman, 1999)는 문

제의식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여성 근로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부과

하는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실제 작업장의 근무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보육시설 운영시간

이나 학교 일정,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근무환경 등은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에 큰 장

애가 되어왔다. 물론 일부 연구(O'rDriscoll et al., 1992; Stoner et al., 2001; Thompson &

Blau, 1993; Wiley, 1987; 이유덕, 송광선, 2009; 장미경 외, 2008; 최동희, 2012, 최현정, 김영태,

2009; 한광현, 2012)에서는 일-가족 문제를 기혼 여성에 제한하지 않고 여성 일반이 경험하는

문제영역으로 바라본 시각도 있었으나, 일-가정 갈등은 주로 직장인이자 가정주부, 어머니라는

양육 부담으로 인한 갈등 차원에서 기혼 여성을 주로 연구대상으로 두고 있었다.

여성의 일-가족 관계에 관한 연구는 크게 갈등 관계와 상호향상 관계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갈등 관계는 개인이 역할 수행에 있어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자원소모모형(resource drain model)과 역할 긴장이론에 기반 한다(Barnett, 2008;

Edwards & Rothbard, 2000; MacDermid & Harvey, 2006). 즉, 자원소모모형에 따르면, 개인,

가족, 일의 영역에서 부과되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역할

갈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또한 역할 긴장이론에서는 다중역할이 정신적 건강에 해롭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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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일-가족 갈등(work-family conflict)은 전통적으로 일과 가족 영역으

로부터 오는 역할 압력에서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의 한 형태로, 어느 정도 상호 양립할 수 없

는 갈등으로 정의된다(최윤정, 김계현, 2009). 반면 상호향상 관계의 관점에서는, 개인이 다중역

할을 수행하면서 심리적, 물리적 만족과 기쁨을 얻고, 개인이 가진 자원이 확장된다는 것을 가

정하는 향상모형(enhancement model)에 기반 한다(Barnett & Hyde, 2001; Greenhaus &

Powell, 2006). 즉 일-가족 향상이란 한 역할에서의 경험들이 다른 역할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한 역할에서 얻은 자원들이 직접적으로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을

향상시키거나,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Carlson, Kacmar, Wayne, &

Grzywacz, 2006). 이러한 관점에서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이 적은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과 대조적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적, 신체적 건강문제가 덜하고, 높은 수준

의 주관적 안녕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Barnett, 2008).

Rothbard(2001)는 일과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았으며,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이 서로 반대 되는 개념이 아니고, 개인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 서로 순환적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어느 한 역할의 수행이 성공적이면, 그에

따른 긍정적 반응이 다른 역할에 대한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하나의 역할

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그에 따른 부정적 반응이 다른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은 변인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다고 다수의

경험연구를 통해 밝혀졌다(Cinamon & Rich, 2008; Greenhaus 등 2006).

일-가족 갈등은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일-가족 향상, 일-가족 균형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되고 있다. 그리고 심리학, 경영학, 가족학 분야 등 다학문적 관점에서 역할갈등과 촉진에 대한

현상을 탐색하거나, 변인과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유성경 외, 2012; 최윤정,

김계현, 2009). 일-가족 갈등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일-가족 갈등을 양방향적(bi-directional)구

조를 가진 단일 차원으로 여기고, 일-가족 갈등의 수준이 연속선상에 존재한다고 보았다(Ford,

Heinen, & Langkamer, 2007). 그러나 갈등의 주 소재지가 어디인지 명확히 구분해주지 못한다

는 한계가 지적되어, 최근의 연구들은 일에서 가족인지, 가족에서 일인지 양 방향을 모두 고려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유성경 등, 2012).

1990년대 Weitzman의 다중역할 현실성 이론이 제기되고, 다중역할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가

개발되면서, 여성의 경력개발에서 다중역할 요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촉진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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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다. 다중역할 현실성이란 진로와 가족의 역할을 병행하는 것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

은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결과 진로와 가정의 역할 간 갈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정도(Weitzman, 1994)이다. 다중역할 현실성 태도는

다중역할에 대한 지식/확신성, 다중역할에 대한 몰입, 다중역할에 대한 개입이라는 세 가지 하

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다중역할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갈등 관계에 주목하였으나, 2000년

대 이후 일-가족 다중역할 수행의 긍정적 측면과 역할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유성경 등, 2012; Frone, 2003; Hammer, 2003; Parasuraman & Greenhaus, 2002). 그

러나 우리 사회의 기혼여성 근로자의 삶을 보면, 여전히 육아 및 가사와 직업 생활을 안정적으

로 병행하는 데에는 여러 장애 요소가 잔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혼여성 근로자는 직업인의

역할에 어머니, 배우자, 며느리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을 위한 내․외적 자원 소모가 크고, 역할

중요도 간에 갈등을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력개발에 있어 스트레스가 항상 공존하며, 이

러한 스트레스는 가족 및 직장 모두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역할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자명, 2013).

물론 기혼여성 근로자들의 직업이나 경제적 자원 정도에 따라 역할갈등의 인식 수준은 달라

질 수 있다. 작업장의 규모, 직종, 고용형태, 학력 등에 따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의 크

기가 달라지며, 남성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협상력의 차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재경,

이은아, 조주은, 2006). 특히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친족연계망이

나 경제적 자원을 통해 육아 및 가사부담을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차이에

따라 기혼여성 근로자들 간의 갈등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가사 노동을 둘러싼 갈등은 주로

시간부족을 경험하는 일 지향적인 여성들에게 소모적인 경험으로 인식되고,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일과 가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고학력, 안

정된 직장, 전문직이나 중간관리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우, 부모 또는 가

사도우미의 도움을 통하여 자녀양육을 해결하고 있는 반면, 저학년, 서비스 또는 생산직 기혼

여성 근로자의 경우, 친족연계망이나 경제적 자원이 여의치 않아 보육시설을 통해 보살핌의 공

백을 메우고자 하며 남편과의 관계에 더욱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다(이재경 외, 2006). 그러나

외부의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것인지,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도 여성들의 몫이며,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관리하거나, 아이를 돌봐주는

친척들에게 문안인사를 드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는 행위 모두 여성들이 주로 일차적

인 책임을 갖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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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가족 갈등 구성요인과 측정

일-가족 갈등의 측정도구는 주로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가족

과 가족-일 갈등이 구별된다는 확고한 증거가 있음에 따라, 연구 설계에서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방향에 대한 측정들을 포함하고 있다(최윤정, 2010). Kopelman 등(1983)은 일-가족 갈등

을 자율성, 유연한 일정, 일-역할 과부하, 업무 참여도, 직업성공, 주관적 안녕이라는 구성개념

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Guteck 등(1991)은 일-가족 갈등의 부정적 영향, 가치달성, 직업과 생애

만족도를 기준으로, 일이 방해하는 가족 갈등 4문항, 가족이 방해하는 일 갈등 4문항을 사용했

다. 그 밖에도 [표 II-4]와 같이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차원에서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유성경 외., 2012; 이은희, 2000; 정영금, 2005; Adams, King &

King, 1996; Frone, Yardley & Markel, 1997) 또 다른 일-가족 갈등의 측정도구의 특징은 일-

가족, 가족-일 방식의 갈등의 근원지를 지금까지 살펴본 도구와 유사하게 사용하되, 시간, 긴장,

행동 등의 차원에서 각각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다. Kelloway 등(1999)은 일-가족 갈등의 근원,

본질, 방향에 있어 긴장기반 가족을 방해하는 일 6문항, 시간 기반 가족을 방해하는 일 5문항,

긴장기반 일을 방해하는 가족 6문항, 시간기반 일을 방해하는 가족 5문항으로 개발하였으며,

신뢰도는 모두 .75를 상회했다. 이를 더욱 확장하여 Calrson, Kacmar, Williams(2000)은 일-가

족 갈등, 가족-일 갈등의 방향에 따라 각각 시간, 긴장, 행동의 세 가지 차원을 조합하여 총 6

개의 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모두 .80 이상이었다. 이와 관련 국내에는 Carlson,

Kacmar, Williams(2000)의　일-가족 갈등 측정도구를 최윤정(2010)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도

구가 있다. 최윤정은 시간 기반 일-가족 갈등, 시간 기반 가족-일 갈등, 긴장 기반 일-가족 갈

등, 긴장 기반 가족-일 갈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차원별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원별로 각각 .90, .81, .83, .89 신뢰도를 보였으며, 전체 신뢰

도 계수는 .90이었다. 그러나 유성경 등(2012)은 국내의 일-가족 갈등 측정도구가 서구문화와

다른 한국문화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한국 기혼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갈등의 방향성을 고려한 일-가족 척도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 도구는 Cinamon과 Rich(2002)의 측정도구를 수정 개발하여 총 14개 문항으

로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각각 .87, .8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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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일-가족 갈등 구성개념 및 측정도구 요약

구분 연구자 구성개념 측정(신뢰도)

국
내

이은희(2000)

일-가족 갈등, 가족역할
갈등, 직무갈등

․Netemeyer(1996)에서일-가족갈등, 가족-일
갈등질문지에서 5문항씩발췌하여총 10문항.

(.86/.83)

정영금(2005)
일-가족 갈등

일-가족 여파

․일-가족갈등문항(.89)

․일-가족여파문항(.725)

최윤정(2010)

시간기반일-가족갈등
시간기반가족-일갈등긴장
기반일-가족갈등긴장기반
가족-일갈등

․Carlson, Kacmar & Williams(2000)에서 시
간, 긴장기반 갈등문항 발췌하여 총 12
문항

․시간기반일-가족갈등 3문항(.90)

․시간기반가족-일갈등 3문항(81)

․긴장기반일-가족갈등 3문항(.83)

․긴장기반가족-일갈등 3문항(.89)

유성경, 홍세
희, 박지아 &
김수정(2012)

일-가족갈등

가족-일갈등

․Cinamon & Rich(2002)에서수정보완하여총
14개문항으로한국여성대상도구개발

․일-가족갈등 7문항(.87)

․가족-일갈등 7문항(.84)

국
외

Kopelman,
Greenhaus &
Connolly(1983)

자율성, 유연한 일정, 일-
역할 과부하, 업무 참여도,
직업성공, 주관적 안녕

․일-가족갈등문항

․가족-일갈등문항

Gutek, Searle
& Klepa(1991)

일-가족 갈등의 부정적
영향, 가치달성, 직업과
생애만족도

․일이방해하는가족 4문항

․가족이방해하는일 4문항

Adams, King &
King(1996)

일-가족 갈등

일과 가족에의 참여

가족의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

․가족을방해하는일 4문항

․일을방해하는가족 4문항

(신뢰도는보고되지않음)

Frone, Yardley
& Markel(1997)

일-가족 조화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일, 가족 관련 선행조건

․일-가족갈등문항(.88)

․가족-일갈등문항(.80)

Hammer &
Allen(1997)

일-가족 갈등

개인 내 일-가족갈등효과

맞벌이 가족 내 교차효과

․Kopeman et al.(1983) 문항에서선별하여 16문
항(.88)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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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구성개념 측정(신뢰도)

국
외

Kelloway,
Gottlieb &
Barham(1999)

일-가족 갈등

근원, 본질, 방향

․긴장기반가족방해하는일 6문항(.75)

․시간기반가족방해하는일 5문항(.83)

․긴장기반일방해하는가족 6문항(.85)

․시간기반일방해하는가족 5문항(.75)

Carlson,
Kacmar &
Williams(2000)

일-가족 갈등

시간, 긴장, 행동

․시간기반일-가족갈등 3문항(.90)

․시간기반가족-일갈등 3문항(81)

․긴장기반일-가족갈등 3문항(.83)

․긴장기반가족-일갈등 3문항(.89)

․행동기반일-가족갈등문항

․행동기반가족-일갈등문항

Cinamon(2006)

예상된 일-가족 갈등

성, 자기효능감, 가족배경

․예상된일-가족갈등문항(.78)

․예상된가족-일갈등문항(.81)

․일-가족갈등관리를위한자기효능감

나. 유리천장지각

1) 유리천장지각 개념

우리나라에서 여성 차별적 고용구조와 노동조건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로,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여성 노동력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12년에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 등의 법적, 제

도적 마련도 시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여성들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은 사실

이나, 아직까지 여성 근로자의 취업, 재취업의 기회, 임금, 승진, 노동 통제방식 등은 성불평등

적인 구조와 문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의 차별적 문제는 여성 자신뿐

만 아니라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장영, 2004). 또

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성차별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사회학적 문제 뿐 아니라, 자원기

반이론(resource-based theory)적 관점에서 볼 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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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영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장영, 장수덕, 2006).

유리천장(Glass Ceiling)이라는 말은 원래 1970년대 미국에서 여성들이 고위 임원이나 관리

직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태도와 조직의 편견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이지만 실제로 뚫고

나가기 힘들 장애물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Wirth, 2001). 1986년 Wall Street Journal에서

기업 내 여성들에 대한 특집호를 발행하면서 기업에서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데 있어

기업의 전통이나 편견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한 데 유래되었으며,

Morrison(1987)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불평등 중

의 하나로, 여성들이 기업에서 특정한 지위로 진급하는 것을 막는 투명한 유리와 같은 장애물

이라고 정의했다. 유리천장은 사전적 의미로는 승진장벽, 투명유리, 유리천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 등이 고위 경영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는 관습적이고

암묵적인 차별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투명한 장벽,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장애로 표현된다(Still,

1992). 또한 승진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직무가 제한되어 있음을 뜻하기도 한

다(홍미영, 2004). 즉 조직의 핵심부서나 중요 직책에는 여성이 별로 없으며, 주로 단순 직무나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에 유리벽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주희(2001)는 여성인력활용의 성

공사례로 S전자 사례에 기반 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설명하면서, 성공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과

장 이상 관리직 비중이 1~2%대에 머물고 있으며, 해외연수의 기회는 남녀 차별이 없으나, 5년

간 자리를 비우는 해외 주재원의 경우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는 주재원 대상이 주로 과

장, 차장급이 되는데, 과․차장급 여성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들마

다 유리천장, 유리벽, 이중유리천장, 유리문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채용, 승진, 보

직배치, 임금, 휴가,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이지 않게 차별받는 현상으로 확대하여 정

의되기도 하나(민정아, 2012),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입직 이후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채용

부분은 배제하고, 임신, 출산, 육아 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휴가를 쓸

수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여전히 남녀 모두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점에서 크게 차별이 없

다고 생각하여 배제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훈련 부문에 있어서는 남녀 차별이 상당히 개선(이

주희, 2001)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천장을 승진, 보직배치 부문에 있어 여성들이 받는 구

조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유리천장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성 스키마 이론(gender schema theory),

귀인 이론(attribution theory), 사회적 편견 이론(social stereotype theory), 문화이론적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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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볼 수 있다(장영, 장수덕, 2006).

먼저, 성 스키마 이론에 따르면, 스키마란 이전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형성된 인지적 구조로

써,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된 정보를 활용할 때 일반적으로 유사한 이전 경

험이나 사건들로부터 형성된 스키마를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성(gender)과 관련된 스키마가

과거 남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즉 여성의 역할은 육아양육과 가사이며, 남성은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직 내 발생하는 유리천장 현상을 성 역할에 대한 스키마

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 근로자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으며, 기혼여성 근로자

는 직장과 가정이라는 이중부담까지 가지게 되어, 여성의 경력개발을 어렵게 한다(Large &

Saunders, 1995).

둘째, 귀인 이론이란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결정되는 내적 요소와 환경, 운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데, 개인이 지각한 상황을 내

적, 외적 요소 중 어느 것에 귀인 시키느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귀인 이론에

따르면,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에 비해 내적 귀인 성향이 높은 반면, 여성들의 경우 그 원인을

운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결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Nieva & Guteck, 1982; Lemon,

1996). 따라서 여성들의 귀인 성향에 따라, 개인의 조직 내에서 승진의 제약을 외적 장애물에서

찾고자 하는 데에서 유리천장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편견 이론은 성에 대한 스키마와 비슷한 이론으로, 사람을 일정한 범주로 묶어

서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편견에 따르면, 여성을 일단 여성이라는 범주에 넣고,

그들의 역할과 가치를 판단한다. 또한 여성 스스로 여성이라는 성적 차원을 중심으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분하여(Capozza & Brown, 2000), 다른 여성 근로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 정체성에 따라 문제의 원인을 귀인할 가능

성이 크다(장영, 장수덕, 2006). 따라서 승진에 있어 장애가 있다고 인지하면, 성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기준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 것이라고 지각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정체

성 이론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성별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 혈연 등 특유의 사회적 정체

성으로 남성들도 유리천장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의 유리천장 연구는 주로 여성을 대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유리천장 지각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장영, 장수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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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문화이론적 관점에 따르면, 남성위주의 조직문화가 유리천장 현상을 야기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Wrigley, 2002).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남성적인 문화를 덜 선호하며, 남성

보다 야망도 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상위직으로 진출하는데 장

벽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van Vianen & Fischer, 2002).

그 밖에 여성을 위한 멘토의 부족으로 여성이 고위 관리직으로 올라가는 길을 잘 알지 못

하는 것도 유리천장이 지속적으로 형성, 유지되는 이유로 지목되기도 한다(Noe, 1988; Rosen

& Pierce, 1989). 성공적인 경력관리를 위해서는 역할모델로서 멘토의 존재가 중요한데, 여성들

이 그러한 멘토를 갖지 못하는데 있다. 남성 멘토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태도를 알려주고, 내집단에 접근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여성 멘토는 여성들이 직면하는 다

양한 장벽과 극복 방법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내집단에 진입하지 못해 여성

배제적인 조직 환경, 업무 성과에 대한 중압감, 자원의 부족, 고립감 등으로 자기 존경심과 자

기 신뢰감을 잃기 쉽다(장영, 2004).

유리천장에 대한 요인을 살펴보면, 앞서 개념 정의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승진, 핵

심부서로의 보직배치에서의 차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승진은 이동의 한 형태로서 조직에서

구성원이 직무서열 혹은 자격서열의 상승을 의미한다. 승진의 기회는 기업 내부에서 주어짐으

로써, 근로자는 자기능력과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되며, 인정과 보상의 역할을 통해 근로

자의 능률과 사기 진작에도 영향을 준다(민정아, 2012). 그러나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 진급하는데 남성은 평균 7.5년, 여성은 평균 9.4년으로 여성이 약 2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미영, 2004). 보직배치의 경우, 여성공무원이 주로중앙부

서보다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기획하고 사업하는 부처보다는 집행과 민원업무가 많은 부서에

청 단위에 배치가 되는 등 주로 한정된 부서에 배치는 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여성공무원의 보

직배치에 관한 남녀 공무원간의 인식차이도 매우 컸다(권경득, 2000; 이주희 외, 2007).

유리천장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유리천장의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연구(Morrison, 1992;

Still, 1992; Large and Sanuders, 1995; Eyring and Stead, 1998), 유리천장 현상과 관련된 연구

(Morrisona and Velsor, 1987; Groot and Brink, 1996; Kay and Hargan, 1995; Swiss, 1996;

Lyness and Thompson, 1997; McDowell et al., 1999; Maume, Jr., 1999; Ha, 1994; 김성국,

1998; Akpabio, 2001), 유리천장 극복방안과 관련한 연구동향(Netwman, 1996; Knutson and

Schmidgall, 1999; Miller and Lemons, 1998; Meyerson and Fletcher, 2000; Lem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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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zinger, 2001; Joo, 2001), 유리천장의 현상과 조직성과와의 관계(Schauman, 1994; Foley,

1998; 박천오, 2000)에 대한 연구동향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장영, 2004, p.364에서 재인용).

2) 유리천장지각 구성요인과 측정

유리천장지각의 구성요인으로는 승진의 한계, 승진에 걸리는 시간, 관리자 비율, 성편견 등으

로 구성되며, 승진에서 영역을 보다 확대하여 채용, 보직배치, 임금, 휴가,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차별 등을 포괄하기도 한다. 서철현, 이상돈(2006)은 Knutson과 Schmidgall(1999)의

측정도구와 장영(2002)의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유리천장을 동등한 능력에 차별대우, 여성

승진의 한계, 여성 승진의 시간, 여성관리자의 비율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81, .78, .80, .84, 전체 신뢰도는 .85이다. 장영과 장수덕(2006)은 Glass Ceiling Questionnaire

(2002)의 20문항 중 국내의 여성근로자 상황에 적합한 7문항을 선택하여 5점 척도로 수정보완

개발하였으며, 직장 내 여성들이 주로 어느 직급에 분포해 있는지, 상위직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성편견이 어느 정도 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84였다. 김은희(2009)는

Knutson과 Schmidgall(1999)의 측정도구와 장영(2002)의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여성공무

원이 승진이나 부서 배치에 있어 성편견이 존재하는지 등을 측정하기 위해 7개 문항을 사용하

였으며, 신뢰도는 .91였다. 민정아(2012)는 장영, 장수덕(2006)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채용, 근

무조건, 임금, 휴가 등에서의 차별인식을 포함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총 14개 문항을 추가하

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구성요인은 교육훈련 및 채용, 승진 및 부서배치, 복리후생으로 구성되

며, 신뢰도는 각각 .910, .877, .887이었다.

다. 조직경력관리지원

1) 조직경력관리지원의 개념

일반적으로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조직구성원 개인에게 있지만, 대부분의

경력은 조직 내 업무 및 대인관계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조직 역시 개인의 경력개발 및 경

력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권정숙, 2010). 이에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경력관리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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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다양한 조직 변수들 중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조직경력관리지원 변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경력관리지원은 종업원의 경력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프

로세스를 지칭(Ng et al., 2005)하며, 개인과 조직의 경력요구를 일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경

력개발제도 및 정책을 비롯하여 공식적인 교육훈련 및 개발 지원과 멘토링, 경력조언, 상사 지

원 및 협조 등 비공식적인 활동 등을 모두 포함한다(Sturges et al., 2002). 대표적인 조직경력

관리지원 방법으로 알려진 상사지원은 조직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사가 자신의

업무 수행과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조직구

성원의 지각 정도를 의미하며(Greenhaus, Parasuraman & Wormley, 1990), 상사는 조직의 대

리인으로 부하의 경력욕구와 조직을 연결시켜 주는 중개자 역할을 통해 부하의 특성을 평소에

관찰하고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하의 업무를 평가하고 부하의 진로를 함께 의논함으로써

경력계획을 설계 및 상담해 주는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Kram, 1986; Schein, 1978). 또한 조직

구성원은 상사와는 별개로 조직을 행동 능력이 있는 실체(juristic person)로 인식하여(Coleman,

1993), 조직이 얼마나 조직구성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게 된다(Eisenberger et al.,

1986).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경력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경력경로와 직무순환 및 교육훈련을

포함한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조직의 경력관리지원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유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동시에 개인에게 있어서는 경력유효성(career effectiveness)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이 신중

하게 수립한 다양한 정책들과 실무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Orpen, 1994). 따라서 조직은 종

업원의 경력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동기부여와 역량향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

으로는 종업원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둔다(문재승, 2011). 즉 경력개

발제도의 목적은 조직 구성원 또는 조직 일방의 목표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

직 내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조직의 유효성 증대와 조직 구성원의 자기실현 욕

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문희, 2014). 시장과 고용환경의 변화로 종업원은

직무안정을 위해 높은 수행과 충성심을 보이는 대신, 새로운 일을 맡는 데 있어 융통성이 있으

며, 조직의 니즈에 맞추어 기꺼이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려고 한다. 또한 조직의 입장에서도, 미

래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계속적인 성장과 개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가능성

을 높이려고 한다(한지영, 2009). 조직의 경력개발지원은 종업원을 더 생산적이도록 만들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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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더 높은 수입 혹은 승진으로 이어지게 하고, 조직의 경력관리 지원을 받는 종업원은

자신의 시장가치와 경력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됨에 따라 조직에 대한 몰입뿐만

아니라 주관적 경력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문재승, 2011; 신수림, 2014; Greenhaus et al.,

1990).

일반적으로 조직차원에서의 경력관리는 경력개발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한지영,

2009). Baruch(1999)에 따르면,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력계획 및 관리기법으로는

(1) 직무공시(job posting), (2) 공식적인 교육훈련기회 제공, (3) 수평이동제도(직무순환관리),

(4) 퇴직예정자 프로그램, (5) 경력 소책자 및 팜플렛 제공, (6) 이중 경력사다리 (7) 오리엔테

이션 또는 사회화 프로그램, (8) 경력평가 및 개발센터, (9) 공식적 멘토링 제도, (10) 경력 워

크숍, (11) 성과평가, 경력상담, 직속상사 또는 인사부서에 의한 경력상담, 경영자 승계계획, 동

료평가, 상사평가, 평가위원회 등에 의한 다면성과평가 시스템 운영, (11) 고성과자 선발 및 육

성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조직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경력관리지원 프로그램은 종

업원의 경력을 조직 내에서 개발하도록 경려 및 고무시킴으로써, 조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적응력 제고 및 구성원의 성장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직경력관리지원의 또 다른 대표적인 방법으로 교육훈련개발 기회제공이 있다(신수림,

2014).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따르면, 훌륭한 교육은 좋은 직업으로 이어지

고, 이는 곧 높은 수입으로 연결되며, 교육은 구성원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생산성을 향

상시키며, 높은 생산성이 다시 구성원의 수입으로 되돌아 온다(Becker, 1964). 조직 구성원에게

투자하는 가치를 개인적, 조직적,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도 크게 여기며, 특히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학습은 기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종업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확보하도

록 하는 동시에 개인의 요구파악을 통해 자기개발을 촉진하는 목적도 있다(문재승, 2011). 학습

지원은 조직이 개인의 개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조직원의 지각정도를 의미하며, Hall(1971)의 주장 및 교환이론관련 선행연구에 근거할 때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학습지원을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지원을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황성훈, 2004). 또한 공식적인 교육훈련개발기회는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통해 직무

만족 등 주관적 경력성공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김보경, 정철영, 2013; 문재승, 2011; 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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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014). 예를 들어 조직 내의 대인관계, 협업, 팀워크 교육 등을 통해 종업원이 동료들과 타

부서원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터득하고, 자신이 대인관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직무 만족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조직경력관리지원의 구성개념과 측정

조직경력관리지원은 경력관리제도, 경력계획, 교육센터, 멘토링, 상사의 지원, 코칭, 네트워킹

기회 제공, 교육훈련 및 개발 기회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상사의 지원과 공식적인 교

육훈련 및 개발 기회가 조직경력관리지원의 대표적인 역할로 간주되고 있다(김보경, 정철영,

2013; 문재승, 2011; 신수림, 2014; Ng et al., 2005). 상사의 지원은 “종업원이 각각의 업무 수행

과 능력 발휘 과정에서 자신의 상사가 자신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의 정도”를 의미한다(Greenhaus et

al., 1990).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은 상사로부터 조직의 목표, 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자신

의 수행업무에 대해 피드백을 받기 원하며,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상사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상사의 지원은 업무 뿐 만 아니라, 부하직원의 개인적

욕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부하직원이 경력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상담 및 조언, 필요

한 제반 여건을 지원하는 행동 등을 포함한다. 상사의 지원은 경력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Greenhaus et al., 1990), 조직 내에서 상사와 동료의 지원을 받는 구성

원은 소속된 조직에 만족할 뿐 아니라 업무 성과도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harenou et al., 1994), Wayne 등(1999)의 연구에서는 상사지원과 유사한 멘토링과

승진가능성은 유의하게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경력만족과는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던 반

면, 상사의 지원은 개인능력변인과 동기부여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Kirchmeyer(1998)의 연구에서는 상사의 지원이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친밀한 인간관계가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상사의 지

원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윤하나, 탁진국, 2006).

교육훈련 및 개발 기회는 승진 및 미래의 경력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을 개발해주고, 개

인의 자격요건과 신뢰를 높여 관리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되므로, 경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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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강혜련, 조미영, 2007; 도윤경, 1996). 조직은 교육훈련 및 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경력 개발을 통한 개인의 경력성공을 바탕으로 조직의 목표달성

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훈련 및 개발기회는 남녀 모두에게 경력성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

치나, 특히 여성은 자신의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높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경력성공을 기대하

기 때문에 그들의 경력성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강혜련, 조미영, 2007; Melamed,

1995; Powell & Butterfield, 1994).

Sturges 외(2002)는 경력 10년 이내의 대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관리와 조직몰입과의 관

계를 살펴본 종단연구에서, 조직경력관리지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 도

구는 공식적 경력관리와 비공식적 경력관리로 구분된다. 공식적 경력관리에는 경력계획을 포함

한 교육 및 훈련기회가 해당되며, 비공식적 경력관리로는 상사의 조언이나 멘토링과 같은 상사

의 지지가 해당된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식적 경력관

리지원은 ‘나는 나의 경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왔다’ 등의 6개 문항으로 1차, 2

차 신뢰도가 모두 0.77이며, 비공식적 경력관리지원은 ‘나는 필요할 때마다 공정한 경력조언을

받아왔다“ 등의 4개 문항으로 1차 0.82, 2차 0.81로 나타났으며, 국내에는 황애영과 탁진국

(2011)이 국내의 직장인 345명을 대상으로 프로틴 경력지향이 주도적 성격과 경력성공과의 관

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 조직의 경력 지원이 프로틴 경력지향과 주관적 경력성공

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밝히는 연구에서 Sturges 외(2002)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0.89로 나타났다. 또한 신수림(2014)은 산업체 종사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조직경력

관리지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조직경력관리지원을 상사지원과 교육훈련개발기회로 구

성하고, 장은주(2003)와 강혜련(2007)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로 6문항,

4문항씩 구성하여 총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각각 0.94, 089로 나타났다.

조직경력관리지원의 하위변인을 개별적으로 측정한 도구를 살펴보면, 상사의 지지의 경우,

대표적인 측정도구로는 Greenhaus 외(1990)의 도구가 있다. Greenhaus 외(1990)는 상사의

지지가 경력만족에 미치는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5점 리커트 척도로 9문항을 개발하였으

며, 신뢰도는 0.93이다. 국내에는 양승욱(2008)이 한국적 조직문화와 인사제도를 고려하여

Greenhaus 외(1990)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의 총 4개의

설문문항으로 신뢰도는 .87이었으며, 장은주(2003)의 연구에도 Greenhaus 외(1990)의 도

구를 6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및 개발



- 40 -

기회 제공의 경우, Tharenou와 Conroy(1994)가 남녀 승진을 비교 분석하면서 교육훈련

및 개발을 측정하기 위하여 6개의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신뢰도는 0.81로 나타났으며 국

내에는 강혜련과 조미영(2007)이 남녀 관리자 385명을 대상으로 남녀관리자의 경력성공

모형을 비교한 연구에서 Tharenou와 Conroy(1994)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총 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1차, 7.41, 2차 .7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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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의 관계

가.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가족 갈등과의 관계

일-가족 갈등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신체적 증상 관련 변수와 심

리적 주관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최서연, 2000). 먼저 신체적 증상 관련 변

수로는 혈압상승 등 신체적 건강 수치를 근거로, 직장-가족 갈등이 신체적 건강상태를 악화시

키는데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Parasuraman et al., 1996).

심리적 주관변수로는 직무만족, 경력만족, 생활만족, 직무몰입, 조직몰입 등이 있으며, 일-가족

갈등과 일 만족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일-가족 갈등이 일에서의

불만족을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수의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Allen et al.,

2000; Bruck et al., 2002; Frone et al., 1992; Luis et al., 2004; Sumer & Knight, 2001). Allen

외(2000)는 일-가족 갈등관련 메타연구에서, 일-가족 갈등에 영향을 받는 변수를 업무 관련 결

과, 업무 외 관련 결과, 스트레스 관련 결과로 구분하였으며, 업무 관련 결과는 직무만족, 조직

몰입, 이직의도, 경력만족, 경력성공, 직무성과 등이 있으며, 업무 외 관련 결과로는 인생만족,

결혼만족, 가정만족, 가정수행, 여가만족 등이 있고, 스트레스 관련 결과로는 정신적, 신체적 증

상, 우울, 번아웃, 스트레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일-가족 갈등 관련 연구결과가 연구자

마다 일관적인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부정적 선행변수라고 가리켰다. 국내

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일-가족 갈등이 우울이나, 불안, 낮은 삶의 만족, 심리적 위축, 과도한

음주와 흡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가족 갈등이 가정, 개인의 삶 영역뿐만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성과 등 직장영역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강혜련, 임희정, 2000; 강혜련, 최서연, 2001; 김덕일, 2004; 임효창, 김오현, 이

봉세, 2005; 이화용, 2012; 장재윤, 김혜숙, 2003; 최보라, 박수진, 최수찬, 2010). 이처럼 일-만족

은 일-가족 갈등과 관련된 주요 결과변수로 연구되고 있으며, 일-가족 갈등과 일-만족과의 관

계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다(Bruck, Allen, & Spector, 2002).

경력성공과 관련하여 일-가족 갈등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Tharenou & Conroy(1994)의

연구와 Peluchette(1993)의 연구가 있다. Tharenou & Conroy(1994)는 일-가족 갈등이 승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Peluchette(1993)는 미국 대학 교직원 424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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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성공과 다중역할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다중역할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

할수록 주관적 경력성공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Peluchette(1993)의 연구

결과는 여성표본이 28%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으며, 일-가족 갈등과 주관적 경력성공과의 관계

를 밝힌 연구결과가 많지 않아,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인인 경력만족, 직무만족과의 관계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Luis et al.(2004)와 김덕일(2004)은 일-가족 갈등 지각이 높을

수록 경력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Stroh 등(1992)은 일-가족 갈등이 경력

향상 및 경력만족과 부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Kossek과 Ozeki(1998)는 일-가족 갈등과

직무만족, 삶의 만족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메타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직무만족과 일-가족 갈등

과 관련된 32편의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모두 직무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llen 외(2000)의 일-가족 갈등 메타연구 결과도 Kossek과

Ozeki(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Kossek과 Ozeki(1998)와 Allen 외(2000)는

기본적으로 일-가족 갈등과 직무관련 결과와의 관계를 실증구명한 상당수 연구가 역할 이론에

기저를 두고 있으며, 일-가족 갈등이 낮아질수록 직무 만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면서도, 일-가

족 갈등 중에도 유형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입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Kossek과 Ozeki(1998)과 Allen 외(2000)는 일-가족 갈등과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는 다차원적

인 상황적 구조와 원리에 의해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일-가족 갈

등 측정도구가 일과 배우자 갈등, 일과 주부 갈등, 일과 전반적인 가족 생활과의 갈등 등 연구

자마다 구인의 개념을 상당히 달리 해석하고 있고, 시간, 긴장, 행동기반의 일-가족 갈등의 내

용 중 상당 수 측정도구가 시간과 긴장 기반 갈등 대비 행동 기간 갈등 개념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일-가족 갈등이 항상 부정적 선행변인이 아니라고 주

장하는 연구도 있었다. Thompson과 Blau(1993)는 일-가족 갈등의 방향에 따라 일-가족 갈등

은 직무만족에 정적 영향, 가족-일 갈등은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Wiley(1987)

는 일-가족 갈등이 직무몰입, 조직몰입, 직업 중요도 등 직업관련 변수와 정적 관련이 있는 반

면, 가족-일 갈등은 직무몰입과 부적 영향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Greenhaus &

Kopelman(1981)과 Staines & O'Connor(1980)의 연구에서도 일-가족 갈등과 직업 현저성

(salience of work)의 관계에서 정적 영향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Thompson & Blau, 1993,

p.636에서 재인용).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일-가족 갈등이 직무만족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가족-일 갈등이 일-가족 갈등보다 직무만족에 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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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직장-가정 갈등과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간의 상관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성남, 2011). 이러한 연구결과 토대로 볼 때, 일-가

족 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주관적 경력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 주관적 경력성공과 유리천장지각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유리천장을 지각하게 되면 승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고, 전반

적으로 직무에 대해서나 조직에 대해서 만족이 떨어진다(장영, 장수덕, 2006). 직무만족은 일

자체, 임금, 승진, 복리 후생, 작업 조건, 감독자, 동료, 회사의 관리 방법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Locke, 1976). 뿐만 아니라 유리천장은 단순히 승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해외 주재원 등 직원들이 주로 선호하는 보직배치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임금격차까지

이어짐으로써, 현 직급에서의 정체를 경험하고, 경력개발에 제한을 느낌에 따라 개인의 동기적

욕구 차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나정미, 2010). Kanter(1977). Foley 등(2002)은

여성이 일정 수준 이상 진급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인지하면, 진급에 성공한 일부 여성을 제외

하고, 다수의 진급에서 제한된 직원들은 조직퇴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Burke와 Mikkelsen(2005)은 여성 경찰관이 남성 경찰관에 비해 경력 기회에 동등한 기회를 갖

지 못한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이는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건강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Schaumann(1994)에 따르면 고위직의 여성 관리자로 승진을 하더라도 직무만족이

반드시 높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의 유리천장 인식 수준이 직무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유리천

장에 대해 높게 지각하면 승진을 포기하고 이직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서철

현, 이상돈, 2006; 김성필, 이준협, 2007). 최우성(2011)은 호텔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

으로 유리천장 인식이 고용가능성과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리천장 인식이

높을수록 경력만족과 고용가능성을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유리천장 인

식은 누가 더 강하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유리천장을 지각했을 때 누가 더 직무

만족에 부적 영향을 끼치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측면에서 우수한 인재의 경쟁력

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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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유리천장 지각에 따른 직무만족이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장영, 장수덕, 2006).

또한 유리천장 지각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인 성차별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에서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errbach & Mignonac, 2012). 이러한

연구결과 토대로 볼 때, 여성이 승진, 보직배치에 있어 구조적 차별로 인해 유리천장지각을 높

게 인식할수록 경력만족과 직무만족, 즉 주관적 경력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다. 주관적 경력성공과 조직경력관리지원과의 관계

조직경력관리지원은 종업원이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력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교육

훈련 및 개발을 지원하며, 경력에 관한 상사의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

직의 경력개발지원은 종업원을 더 생산적이도록 만들며,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입 혹은 승진으

로 이어지게 하고, 조직의 경력관리 지원을 받는 종업원은 자신의 시장가치와 경력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됨에 따라 조직에 대한 몰입뿐만 아니라 주관적 경력성공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문재승, 2011; 신수림, 2014; Greenhaus et al., 1990).

주관적 경력성공과 조직경력관리지원과의 관계는 최근의 메타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김보경

과 정철영(2013)은 Ng 외(2005)의 주관적 경력성과 관련 메타연구 목록을 포함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외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129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상사의 지원과 교육·훈

련개발기회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경력관리지원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혔다. Orpen(1994)은 민간 및 공공 부문 종업원 129명을 대상으로 조직의 경력관리

가 종업원의 임금, 승진, 경력성과, 경력만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상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조직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에 만족할 뿐 아니라 업무 성과도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harenou et al., 1994), 자신의 사회생활이 성공적이

라고 인식하고, 자신의 시장가치에도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다(문재승, 2011; 장은주, 박경규,

2005). 상사의 지원은 경력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Greenhaus et al.,

1990), Wayne 등(1999)의 연구에서는 상사지원과 유사한 멘토링은 승진가능성과 유의하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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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경력만족과는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던 반면, 상사의 지원은 개인능

력변인과 동기부여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Kirchmeyer(1998)의 연구에서는 상사의 지원이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특히 친밀한 인간관계가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상사의 지원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윤하나, 탁진국, 2006)

교육훈련 및 개발기회는 남녀 모두에게 경력성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특히 여성은

자신의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높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경력성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의

경력성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강혜련, 조미영, 2007; Melamed, 1995; Powell &

Butterfield, 1994).

라.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의 관계 종합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

원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표 Ⅱ-5]와 같다.

첫째, 일-가족 갈등은 일이 가족을 방해하는 갈등과 가족이 일을 방해하는 갈등의 유형으로

각각 구별되어 측정되어 왔고, 일-가족 갈등모형에 기반하여 갈등 방향에 따라 연구자마다 상

이한 결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모두 직무만족, 경력

만족, 인생만족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주관적 경력성공이 대표적으로 경력

만족과 직무만족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일-가족 갈등의 2가

지 갈등유형 모두 주관적 경력성공에 부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둘째, 유리천장지각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가

많지는 않았으나, 국내 호텔종업원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유리천장지각을 높게 할수록 주관적

경력성공을 낮게 인식한다고 연구되었으며, 유리천장지각과 유사한 개념인 성차별 인식수준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부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 왔으며, 이 밖에도 다수의 연구자를 통해 여

성들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적 존재로 인하여 여성 경력개발에 방해를 주는 제도적 장벽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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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여 개인적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력패턴에 안주하거나, 직무만족, 경력만족 등

에 부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조직경력관리지원은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관적 경력성공에 매우 중

요한 변인이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된 메

타분석(Ng et al., 2005; 김보경 , 정철영, 2013)에서도 조직경력관리지원의 하위요인인 상사의

지원과 공식적인 교육훈련 및 개발 기회가 경력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지하고 있으며,

경력성공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표 Ⅱ-5] 선행연구 종합

구 분 선행연구

일-가족 갈등→

주관적 경력성공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Allen et al.(2000), Bruck et al(2002), Frone et al.(1992), Kossek &

Ozeki(1998), Luis et al.(2004), Peluchette(1993), O'Driscoll et al.

(1992), Stroh et al.(1995), Sumer & Knight(2001), Tharenou &

Conroy. (1994), 김덕일(2004), Wiley(1987), 김성남( 2011)

유리천장지각 →

주관적 경력성공

Burke & Mikkelsen(2005), Herrbach & Mignonac(2012),

Schaumann(1994), 서철현, 이상돈(2006), 김성필, 이준협(2007), 장

영, 장수덕(2006), 최우성(2011)

조직경력관리지원→

주관적 경력성공

Greenhaus et al.(1990), Judge et al.(1995), Kirchmeyer(1998),

Ng et al.(2005), Orpen(1994), 강혜련(2007), 김보경, 정철

영(2013), 문재승(2011), 장은주, 박경규(2005), 신수림(2014),

윤하나, 탁진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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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이 주관

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은 주관적 경력성공,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이며, 앞서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그림 Ⅲ-1]과 같이 관계에 대한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에 따르면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

접적인 영향 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림 Ⅲ-1] 연구모형

주관적 경력성공

· 객관적 기준만족

· 경력성장 만족

· 업무 만족

· 사회적 관계 만족

일-가족 갈등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조직경력관리지원

· 교육훈련개발기회/ 상사지원

유리천장지각

· 승진차별/ 보직배치 차별

통제변인: 인구통계학적 특성(학력, 직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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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

원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는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 전체이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 임금 근로자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 8,197천명(여성가족부, 2014)이나, 이 중 통계적으로 대기업 기혼여

성 근로자의 수가 명시된 자료는 찾기 힘들었다. 이는 대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이 학자마

다 다소 상이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분류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하여 업종별로 상시 종사자 수 및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

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따르면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조

업을 기준으로 볼 때 최대 상시 종사자 수가 300인 미만, 매출액 200억 원 이하 또는 자

본금 80억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며, 그 이상인 경우를 대기업으로 분류한

다. 또 다른 분류 방법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정한 그룹 단위의

기업 및 계열사 혹은 1000대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대기업을 구분하는데 있어, 인원, 자본금, 매출액

등에 근거한 분류가 업종별로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한

상공회의소 기업정보 사이트인 코참비즈(http://www.korchambiz.net)에서 제공하고 있는

30대 그룹 및 계열사의 기혼여성 근로자를 연구의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표 Ⅲ-1] 참

조). 코참비즈는 전국 71개 상공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장 종합적이며 신뢰성 높은 데이

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전체 산업을 포함한 표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 전체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

능하여,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중 유의표집(purpose

sampling)을 사용하여 직장경험이 최소 3년차 이상인 기혼여성 근로자로 표본을 추출하

였다. 이는 신입사원에서 최초 승진까지 빠르면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경력이동을 하

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직무경력을 인정해 주는 시기가 2년 이상이므로(최석봉 외, 2012), 유

리천장, 역할갈등, 경력성공 등을 스스로 판단내리는 데 일정한 경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

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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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그룹명 계열사
수

순
위

그룹명 계열사
수

순
위

그룹명 계열사
수

1 삼성 72 11 한국도로공사 3 21 한국석유공사 2

2 한국전력공사 24 12 한국가스공사 2 22 한국철도공사 10

3 현대자동차 56 13 농협 28 23 엘에스 50

4 한국토지주택공사 5 14 한진 45 24 대우조선해양 13

5 에스케이 82 15 한화 46 25 금호아시아나 23

6 엘지 56 16 케이티 48 26 동부 58

7 롯데 69 17 두산 22 27 대림 20

8 포스코 46 18 한국수자원공사 2 28 부영 13

9 현대중공업 27 19 신세계 29 29 현대 19

10 지에스 77 20 씨제이 67 30 오씨아이 24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2014). 30대 그룹. Retrieved Aug. 12, 2014, from

http://www.korchambiz.net/company/company_groupList.jsp

[표 Ⅲ-1] 30대 그룹 현황(’14년 8월 기준)

표집크기는 확률적 표집의 경우에는 신뢰도에 따른 적절한 표본 크기에 대한 통계적인

규칙이 있으나, 비확률적표집의 경우에는 일반화를 위해 더 큰 표본이 필요하다는 지침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McMillan & Schmacher, 2006).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300

명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보고 있으며(류근관, 2005), 신뢰도 95%를 적용할

경우, 모집단이 250,000명 이상일 때, 신뢰도를 고려한 적정 표집수로 384명이 제시되고 있다

(Krejcie & Morgan, 1970). 또한 어느 정도의 사례수가 필요한가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대체로 독립변인과 사례수의 비율이 약 1:20 정도가 되면 예측 검증력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알

려져 있다(Tabachnick & Fidell,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통계분

석에 적절한 표본크기를 설정하기 위해 무응답이나 불성실 응답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위 30개 대기업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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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조사도구로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

문지는 주관적 경력성공,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인구통계학적 특성으

로 구분된다.

주관적 경력성공, 일-가족 갈등, 조직경력관리지원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

해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반면 유리천장지각은 기존

의 검증받은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도구는 사용 전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공교수 1명, 교육학 박사과정 2명, 산업체 HRD 경력 10년 이상

의 전문가 1명에게 우리나라 기혼여성 근로자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지, 조사대상에게 익

숙한 용어로 번역되었는지 검증받았다. 각 측정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후 해당 구인의 의미를 가잘 잘 설명하는 문항으로 수정하여 본조사에 활용되었다. 설

문지는 [표 Ⅲ-2]와 같이 구성하였다.

변인 구성요소 문항수 문항번호

주관적 경력성공

객관적 기준 만족 8 I-1~8

경력성장 만족 6 I-9~14

업무 만족 4 I-15~18

사회적 관계 만족 2 I-19~20

일-가족 갈등
일-가족 갈등 7 II-1~7

가족-일 갈등 7 II-8~14

유리천장지각
승진차별 4 III-1~4

보직배치차별 2 III-5~6

조직경력관리지원
교육․훈련 개발기회 4 IV-1~4

상사의 지원 6 IV-5~10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학력, 직무,

근속년수, 직급,

근무형태, 조직규모 등

8 V-1~8

[표 Ⅲ-2] 조사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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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는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2014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3개

업체,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 배포 결과 총 33부가 회수 되었고, 이 가운데 불성

실 응답자가 없어 33부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예비 조사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 α값을 이용하여 검사 도구 전체의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각 문항별 내적 계수를 확

인하여 삭제 시 신뢰도가 향상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모든 측정도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적 일치도 계수를 확인하였으며, 일반

적으로 Cronbach α 값이 0.60점 이상이면 신뢰성이 유효하며 전체 문항들을 하나의 척도로 종

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Nunnally, 1967).

가. 주관적 경력성공

주관적 경력성공은 개인의 경력을 통해 이루어온 경력성과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의 기

준에 비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타인에 비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인

식정도를 의미하며, 하위 개념에는 객관적 기준만족, 경력성장만족, 사회적관계만족, 업무

만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비교문화를 잘 반영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을

새롭게 정의한 신수림(2014)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

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예비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20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alpha)는 0.923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별 내적일치도는 객관적 기준만족 0.926, 경력성장만족 0.839, 업무만

족 0.906, 사회적 관계만족 0.847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본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분

석 결과 주관적 경력성공 20문항의 전체의 내적일치도는 0.876으로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나

타내었다. 측정변인별 내적일치도의 경우 객관적 기준만족 0.904, 경력성장만족 0.900, 업무만족

0.850, 사회적 관계만족 0.934로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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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

예비조사(n=33) 본조사(n=200)

객관적 기분 만족 0.926 0.904

경력성장 만족 0.839 0.900

업무 만족 0.906 0.850

사회적 관계 만족 0.847 0.934

주관적 경력성공 0.923 0.876

[표 Ⅲ-3] 주관적 경력성공 척도의 신뢰도 계수

나. 일-가족 갈등

일-가족 갈등은 일과 가족의 영역으로부터 오는 역할 압력에서 발생하는 역할들이 서로

양립하지 못하고 갈등 상태로 지속되는 유형을 의미하며,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차

원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Cinamon 외(2002)의

도구를 바탕으로 한국 취업모를 대상으로 측정도구를 타당화한 유성경 외(2012)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국내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일-가족 도구가 주로 외국 번안 도구에

지나지 않고, 한국 정서를 고려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유성경 외(2012)의 도구

는 한국의 기혼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도구임에 따라 연구자가 가장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조

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예비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내적 일치도

(alpha)가 일-가족 갈등 0.872, 가족-일 갈등 0.906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본조사 자료

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내적일치도가 일-가족 갈등 0.908, 가족-일 갈등 0.885로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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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

예비조사(n=33) 본조사(n=200)

일-가족 갈등 0.872 0.908

가족-일 갈등 0.906 0.885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

예비조사(n=33) 본조사(n=200)

승진차별 0.806 0.843

보직배치차별 0.913 0.927

유리천장지각 0.840 0.858

[표 Ⅲ-4] 일-가족 갈등 척도의 신뢰도 계수

다. 유리천장지각

유리천장지각은 여성들이 조직 내에서 보이지 않은 인위적인 장벽 때문에 승진과 부서

배치에 대해 차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천장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7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장영과 장수덕(2006)의 측정도구에서 연구자가

정의한 승진과 배치에 있어 유리천장지각이라는 관점에서 채용에 대한 1문항을 제외하고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도구를 수정

보완함에 따라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

였다. 예비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6개 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alpha)는 0.840

로 비교적 양호 편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별 내적일치도는 승진차별 0.806, 보직배치차별 0.913

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본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유리천장지각 6개 문항

의 전체의 내적일치도는 0.858로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측정변인별 내적일치도

의 경우 승진차별 0.843, 보직배치차별 0.927로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5] 유리천장지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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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경력관리지원

조직경력관리지원은 조직차원에서 근로자가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의 경력지

원정책과 제도를 포함한 지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수림(2014)이 강혜련(2007)과

장은주(2002)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

도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훈련 개발 기회와 상사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경력관리지원 측정 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예비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10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alpha)는 0.887로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측정

변인별 내적일치도의 경우, 상사의 지원 6문항은 0.951, 교육․훈련 개발 기회 4문항은 0.869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본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조직경력관리지원 10문항 전

체의 내적일치도는 0.889로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측정변인별 내적일치도는 상사의 지

원 0.931, 교육․훈련 개발 기회 0.851로, 조직경력관리지원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

예비조사(n=33) 본조사(n=200)

상사의 지원 0.951 0.931

교육․훈련 개발 기회 0.869 0.851

조직경력관리지원 0.887 0.889

[표 Ⅲ-6] 조직경력관리지원 척도의 신뢰도 계수

마.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연령, 학력, 직위, 직무, 근무형태, 근속년수, 직원

수, 업종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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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은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 우편조사, 이메일 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는 2014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총 5일간 실시되었고, 본조사는 2014년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15일간 실시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Dillman(2000)의 자료수집 방법을 토대로, 유의

표집을 통해 선정된 상위 30개 대기업과 계열사의 협력자 1인을 섭외하고, 개별적인 연락을 취

하였으며, 이들에게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 조사 가능 인원을 파악하였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사내 정보보안시스템으로 온라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해당 기업의 인트라넷 환

경 등을 확인 후 온라인 조사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발송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이

불가능한 경우, 모바일 설문 링크를 배포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온라

인과 모바일 조사의 경우, 설문 종료 후 응답자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여 소정의 경품을 제

공하였으며, 우편조사의 경우 표지, 질문지, 반송봉투, 설문응답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

설문패키지를 제공하고, 협력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자에게

연락을 취해 기간 내에 설문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이를 통해 총 400부의 설문지 중 207부의 자료가 수집되었고(회수율 51.7%), 이 중에서 불성실

웅답, 미응답 등을 제외하고 총 200개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5. 자료분석

이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

적 유의수준을 0.05로 설정하여 판단하였다. 주요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기법과 T-검증, 일원분산배치분석,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통계방법을 연구문제 별로 제시하면 [표Ⅲ-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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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연구가설에 따라 적용된 통계 분석기법

연구문제 통계기법

문제 1.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수준은 각각

어떠한가?

1-1.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가 인식한 주관적 경력성공,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수준은

각각 어떠한가?

1-2.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가 인식한 주관적 경력성공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학력, 직급, 재직기간, 근무형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기술통계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문제 2.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2-1.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변인(학력, 직급)을 통제한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2-2.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해 인구통계학

적 변인(학력, 직급)을 통제한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유리

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하위영역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자료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설 1과 관련하여,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

적 경력성공,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수준을 구명하기 위하여 주요 통

계 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주관적 경력성

공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구명하기 위하여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활

용하였다. 가설 2와 관련하여 주관적 경력성공과 각각의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Davis(1971)에 의한 상관관계를 해석하였으며([표 Ⅲ-8] 참조),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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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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8] 피어슨 상관계수(r)에 대한 Davis(1971)의 상관정도 판단기준

출처: Davis. J. A. (1971). Elementary survey analysis. Englewood Cliff, NY: Prenstice-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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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인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 중 30세 미만 28.5%(57명), 30세 이상 40세 미만 51.5%(103명), 40세 이상 50세 미만

20.0%(40명)으로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종학력의 경우,

고졸 7.5%(15명), 전문대졸 12.0%(24명), 4년제 대졸 66.0%(132명), 대학원 이상 졸 14.5%(29명)

로 4년제 대학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직급의 경우 사원급이 36.5%(73명)로 가장 많았고, 과·

차장급 28.0%(56명), 대리급 26.0%(52명), 부장급 9.5%(19명)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임원급

은 한 명도 없었다. 재직기간은 3년 이상 7년 미만이 44.5%(89명)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10년

미만 21.5%(43명), 10년이상 15년 미만 19.0%(38명), 15년 이상 20년 미만 11.5%(23명), 20년

이상 3.5%(7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는 사무관리직이 79.5%(159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연구원 2.5%(5명), 서비스직 4.0%(8명), 영업직 5.0%(10명), 기타 9.0%(18명)으로 나

타났다. 근무형태는 정규직이 92.0%(184명)로 비정규직 8.0%(16명)보다 높게 차지하고 있었으

며, 업종은 광업 17.5%(35명), 건설업 17.5%(35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0%(24명), 제조업 28.0%(56명), 금융 및 보험업 7.0%(14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

비스업 6.0%(12명), 유통업 10.0%(20명), 기타 2.0%(4명)로 비슷한 수준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

었다.

( [표 Ⅳ-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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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30세 미만 57 28.5

30~40세 미만 103 51.5

40~50세 미만 40 20.0

최종학력

고졸 15 7.5

전문대졸 24 12.0

대졸(4년대) 132 66.0

대학원졸 이상 29 14.5

직급

사원급 73 36.5

대리급 52 26.0

과·차장급 56 28.0

부장급 19 9.5

임원급 0 0

재직기간

3~7년 미만 89 44.5

7~10년 미만 43 21.5

10~15년 미만 38 19.0

15~20년 미만 23 11.5

20년 이상 7 3.5

직무

사무관리직 159 79.5

연구원 5 2.5

서비스직 8 4.0

영업직 10 5.0

기타 18 9.0

근무형태
정규직 184 92.0

비정규직 16 8.0

업종

광업 35 17.5

건설업 35 17.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4 12.0

제조업 56 28.0

금융 및 보험업 14 7.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6.0

유통업 20 10.0

기타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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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차이분석

가.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가 인식한 주관적 경력성공,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

리지원의 수준은 [표 IV-2]와 같다. 각 변인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가설 1과 관련

하여 응답자들의 변인 수준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경력성

공의 수준은 5점 환산평균으로 3.17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객관적기준 만족은 2.95점, 경

력성장 만족 3.13점, 업무만족 3.59점, 사회적 관계만족 3.35점으로 업무만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객관적기준 만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가족 갈등 유형

의 경우, 일-가족 갈등은 2.84점, 가족-일 갈등은 2.13점으로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족 갈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리천장지각은 5점 환산평균으로 3.28

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승진차별은 3.30점, 보직배치차별은 3.25점으로 나

타났다. 조직경력관리지원은 5점 환산평균에서 3.08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상사지원 3.20

점, 교육훈련개발기회 2.79점으로 상사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교육훈련개발기회는 보통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가족 갈등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각 변인별 평균은 3.00점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을 보

이고 있으며, 유리천장지각이 평균 3.28점으로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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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측정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변인 이론적구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5점환산평균

주관적 경력성공 20-100 59.7 9.19 37 81 3.17

객관적 기준만족 8-40 23.6 5.38 9 33 2.95

경력성장 만족 6-30 18.8 3.94 8 30 3.13

업무 만족 4-20 14.4 3.05 6 20 3.59

사회적 관계만족 2-10 6.7 1.81 2 10 3.35

일-가족 갈등 7-35 19.9 5.32 8 35 2.84

가족-일 갈등 7-35 14.9 4.51 7 30 2.13

유리천장지각 6-30 19.7 4.56 8 30 3.28

승진차별 4-20 13.2 3.18 4 20 3.30

보직배치차별 2-10 6.5 2.01 2 10 3.25

조직경력관리지원 10-50 27.4 5.85 12 40 3.08

상사지원 6-30 19.2 4.83 6 30 3.20

교육훈련개발기회 4-20 11.2 2.97 4 19 2.79

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차이

1) 연령

연령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주관적 경력성공은 30세 미만 3.26점, 30세 이상 40세 미만 3.18점, 40세 이

상 50세 미만 3.0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경

력성공의 하위요인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객관적 기준만족이 30세 미만 3.18점, 30세 이상

40세 미만 2.91점, 40세 이상 50세 미만 2.7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검정 결과, 30세 미만 집단이 30세 이상 40세 미만 집단과 40세 이상

50세 미만 집단보다 주관적 경력성공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위요인의 경우, 통

계적 유의수준 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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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연령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차이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Scheffe

주관적

경력성공

a 30세 미만 57 3.26 0.47 2.444 -

b 30세 이상 40세 미만 103 3.18 0.49

c 40세 이상 50세 미만 40 3.04 0.43

객관적

기준만족

a 30세 미만 57 3.18 0.52 5.776** a>b,c

b 30세 이상 40세 미만 103 2.91 0.73

c 40세 이상 50세 미만 40 2.73 0.64

경력성장

만족

a 30세 미만 57 3.11 0.73 0.865 -

b 30세 이상 40세 미만 103 3.19 0.66

c 40세 이상 50세 미만 40 3.03 0.55

업무

만족

a 30세 미만 57 3.59 0.78 0.679 -

b 30세 이상 40세 미만 103 3.64 0.81

c 40세 이상 50세 미만 40 3.48 0.61

사회적

관계

만족

a 30세 미만 57 3.36 1.03 0.364 -

b 30세 이상 40세 미만 103 3.31 0.91

c 40세 이상 50세 미만 40 3.45 0.72

주1) *: p<.05, **: p<.01

2) 최종학력

학력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주관적 경력성공은 고졸 3.03점, 전문대졸 2.79점, 대졸(4년제) 3.25점, 대학원졸

이상 3.2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에

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졸 집단이 4년제

대졸 및 대학원졸 이상 집단보다 주관적 경력성공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력

성공의 하위요인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객관적 기준만족이 고졸 2.71점, 전문대졸 2.44점,

대졸(4년제) 3.06점, 대학원졸 이상 3.0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전문대졸 집단이 4년제 대졸 및 대학원 졸 이상 집단보다 주관

적 경력성공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다른 하위요인의 경우, 통계적 유의수준

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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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최종학력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차이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주관적 경력

성공

a 고졸 15 3.03 0.47 7.759** b<c,d

b 전문대졸 24 2.79 0.50

c 대졸(4년제) 132 3.25 0.46

d 대학원졸이상 29 3.24 0.36

객관적

기준만족

a 고졸 15 2.71 0.79 7.093** b<c,d

b 전문대졸 24 2.44 0.71

c 대졸(4년제) 132 3.06 0.64

d 대학원졸이상 29 3.02 0.50

경력성장

만족

a 고졸 15 3.14 0.49 2.450 -

b 전문대졸 24 2.81 0.59

c 대졸(4년제) 132 3.20 0.70

d 대학원졸이상 29 3.13 0.51

업무만족 a 고졸 15 3.40 0.62 2.305 -

b 전문대졸 24 3.26 0.90

c 대졸(4년제) 132 3.66 0.73

d 대학원졸이상 29 3.68 0.81

사회적

관계만족

a 고졸 15 3.20 0.77 1.150 -

b 전문대졸 24 3.19 0.83

c 대졸(4년제) 132 3.34 0.97

d 대학원졸이상 29 3.60 0.72

주1) *: p<.05, **: p<.01

3) 직급

직급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5]과 같다. 주관적 경력성공은 사원급 3.05점, 대리급 3.19점, 과·차장급 3.23점, 부장급 3.45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정 결과, 부장급이

사원급보다 주관적 경력성공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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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객관적 기준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사원급 2.71점, 대리급 3.03점, 과·차장급 3.04점, 부장급 3.39점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검정 결과, 과·차장급과 부장급이 사원급보다 주관적 경력성공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다른 하위요인의 경우, 통계적 유의수준 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Ⅳ-5] 직급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주관적

경력성공

a 사원급 73 3.05 0.50 4.280** a<d

b 대리급 52 3.19 0.45

c 과·차장급 56 3.23 0.44

d 부장급 19 3.45 0.39

객관적

기준만족

a 사원급 73 2.71 0.70 7.000** a<c,d

b 대리급 52 3.03 0.66

c 과·차장급 56 3.04 0.56

d 부장급 19 3.39 0.58

경력성장

만족

a 사원급 73 2.98 0.65 2.518 -

b 대리급 52 3.16 0.75

c 과·차장급 56 3.26 0.56

d 부장급 19 3.29 0.60

업무만족 a 사원급 73 3.68 0.73 1.093 -

b 대리급 52 3.57 0.78

c 과·차장급 56 3.46 0.87

d 부장급 19 3.70 0.39

사회적

관계만족

a 사원급 73 3.36 0.93 1.689 -

b 대리급 52 3.17 1.08

c 과·차장급 56 3.38 0.77

d 부장급 19 3.71 0.63

주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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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직기간

재직기간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주관적 경력성공은 3년 이상 7년 미만 3.17점, 7년 이상 10년 미만 3.14점, 10

년 이상 15년 미만 3.33점, 15년 이상 20년 미만 2.98점, 20년 이상 3.3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인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

과, 객관적 기준만족이 3년 이상 7년 미만 2.97점, 7년 이상 10년 미만 2.80점, 10년 이상 15년

미만 3.20점, 15년 이상 20년 미만 2.77점, 20년 이상 2.8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사

후검정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얻지는 못하였다. 경력성장 만족도 3년 이

상 7년 미만 3.06점, 7년 이상 10년 미만 3.10점, 10년 이상 15년 미만 3.41점, 15년 이상 20년

미만 2.88점, 20년 이상 3.6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Scheffe 사후검정 결과,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집단구간을 10

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으로 재설정 후,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객관적 기준만족의 경우, 10년 미만 2.91점, 10년 이상 15년 미만 3.20점, 15년 이상 2.77

점으로, Scheffe 사후검정에서 10년 이상 15년 미만 집단이 15년 이상 집단보다 객관적 기준만

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성장의 경우, 10년 미만 3.07점, 10년 이상 15년 3.41점, 15년

이상 3.06점으로, Scheffe 사후검정에서 10년 이상 15년 미만 집단이 10년 미만 집단보다 경력

성장만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다른 하위요인의 경우, 통계적 유의수준

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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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재직기간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주관적

경력성공

a 3년이상 7년미만 89 3.17 0.48 2.234 -

b 7년이상 10년미만 43 3.14 0.50

c 10년이상 15년미만 38 3.33 0.46

d 15년이상 20년미만 23 2.98 0.39

e 20년이상 7 3.33 0.40

객관적

기준만족

a 3년이상 7년미만 89 2.97 0.60 2.450* g<c

b 7년이상 10년미만 43 2.80 0.81

c 10년이상 15년미만 38 3.20 0.63

d 15년이상 20년미만 23 2.77 0.58

e 20년이상 7 2.82 0.89

경력성장

만족

a 3년이상 7년미만 89 3.06 0.76 4.449** f<c

b 7년이상 10년미만 43 3.10 0.53

c 10년이상 15년미만 38 3.41 0.52

d 15년이상 20년미만 23 2.88 0.53

e 20년이상 7 3.69 0.33

업무만족 a 3년이상 7년미만 89 3.70 0.78 2.023 -

b 7년이상 10년미만 43 3.69 0.73

c 10년이상 15년미만 38 3.38 0.86

d 15년이상 20년미만 23 3.35 0.51

e 20년이상 7 3.61 0.63

사회적

관계만족

a 3년이상 7년미만 89 3.20 1.07 1.299 -

b 7년이상 10년미만 43 3.48 0.68

c 10년이상 15년미만 38 3.46 0.84

d 15년이상 20년미만 23 3.41 0.69

e 20년이상 7 3.71 0.76

주1) *: p<.05, **: p<.01

주2) Scheffe 검정결과,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해, 집단을 (f) 10년 미만, (c) 10~15년 미만, (g) 15년 이상

으로 재설정 후, 집단 차이 분석 실시

5) 근무형태

근무형태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7] 과 같다. 주관적 경력수준은 정규직 3.19점, 비정규직 2.95점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하위요인을 각각 분석한 결과, 객관적 기준만족의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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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99점, 비정규직 2.4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내에서, 정규직 여성이 비정규직

여성보다 객관적 기준만족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성장 만족의 경우, 정

규직 3.16점, 비정규직 2.8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내에서 정규직 여성이 비정규직 여

성보다 경력성장 만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하위요인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비정규직 표본이 정규직 표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

이 적어,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표 Ⅳ-7] 근무형태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값

주관적경력성공 정규직 184 3.19 0.48 1.962　

비정규직 16 2.95 0.33

객관적 기준만족 정규직 184 2.99 0.68 4.487**

비정규직 16 2.48 0.41

경력성장만족 정규직 184 3.16 0.67 3.071**

비정규직 16 2.82 0.40

업무만족 정규직 184 3.56 0.77 -1.810

비정규직 16 3.92 0.62

사회적 관계만족 정규직 184 3.36 0.93 .315

비정규직 16 3.28 0.66

주1) *: p<.05, **: p<.01

6) 업종

업종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주관적 경력성공은 광업 3.08점, 건설업 3.13점,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3.00점, 제조업 3.25점, 금융 및 보험업 2.93점,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3.38점, 유통

업 3.45점, 기타 3.21점으로 나타났으나, Levene의 통계량 검정 결과,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

하지 않아, 유의미한 ANOVA 분석 결과값을 얻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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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업종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주관적
경력성공

광업 35 3.08 0.42 2.881

건설업 35 3.13 0.48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24 3.00 0.40

제조업 56 3.25 0.45

금융 및 보험업 14 2.93 0.65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2 3.38 0.35

유통업 20 3.45 0.49

기타 4 3.21 0.36

객관적
기준만족

광업 35 2.79 0.63 2.241

건설업 35 2.86 0.68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24 2.76 0.51

제조업 56 3.14 0.64

금융 및 보험업 14 2.66 0.8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2 3.07 0.77

유통업 20 3.21 0.73

기타 4 3.00 0.49

경력성장
만족

광업 35 3.08 0.53 3.251

건설업 35 2.97 0.79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24 3.06 0.84

제조업 56 3.15 0.53

금융 및 보험업 14 2.80 0.64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2 3.65 0.41

유통업 20 3.53 0.60

기타 4 3.00 0.47

업무만족 광업 35 3.46 0.70 0.644

건설업 35 3.74 0.75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24 3.55 0.94

제조업 56 3.57 0.74

금융 및 보험업 14 3.50 0.83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2 3.46 0.51

유통업 20 3.79 0.83

기타 4 3.81 0.90

사회적
관계만족

광업 35 3.47 0.59 2.232

건설업 35 3.50 1.10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24 2.73 1.23

제조업 56 3.33 0.83

금융 및 보험업 14 3.29 0.89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2 3.67 0.78

유통업 20 3.50 0.65

기타 4 3.50 0.58

주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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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의 영향관계

가.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이 연구의 측정변인인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

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그리고 통제변인인 학력, 직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일-가족 갈등은 유의수준 0.01에서 주관적 경력성공(r=.190)과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 가족-일

갈등은 주관적 경력성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유리천장지각과 주관적 경력성

공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01에서 r=-.307로 중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

위요인인 승진(r=-.267, p<.01), 전보배치(r= -.272, p<.01)와는 각각 낮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조직경력관리지원은 유의수준 0.01에서 주관적 경력성공(r=.603)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

냈으며, 하위요인인 상사지원(r=.509, p<.01)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 교육훈련개발기회(r=.490,

p<.01)는 중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학력, 직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력(r=-.303, p<.01)과는

중간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직급(r=-.200, p<.01)은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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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주관적경력성공 1

객관적기준만족 .773** 1

경력성장만족 .710** .300** 1

업무만족 .522** .143* .181* 1

사회관계만족 .504** .168* .348** .232** 1

일-가족 갈등 .190** .158* .152* 0.025 .151* 1

가족-일 갈등 0.004 0.134 -0.121 -0.115 0.09 .444** 1

유리천장지각 -.307** -.317** -.192** -0.101 -0.07 0.079 0.071 1

승진차별 -.267** -.255** -.178* -0.113 -0.062 0.127 0.084 .925** 1

전보배치차별 -.272** -.313** -.153* -0.051 -0.06 -0.023 0.028 .800** .511** 1

조직경력관리지원 .603** .390** .376** .450** .419** -0.019 0.007 -.318** -.292** -.258** 1

교육훈련개발기회 .490** .398** .365** .201** .245** 0.015 0.046 -.309** -.240** -.320** .715** 1

상사지원 .509** .279** .280** .480** .413** -0.035 -0.019 -.237** -.245** -.150* .903** .346** 1

연령 -.303** -.282** -.186** -.161* -0.066 -0.061 -0.068 0.07 0.03 0.112 -0.126 -.161* -0.07 1

학력 -.200** -.273** -.181* 0.092 0.011 -.298** -0.13 0.1 0.014 .203** 0.067 -.173* .197** .295** 1

[표 Ⅳ-9]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 종속변인, 통제변인의 상관관계

주1) *: p<.05, **: p<.01

주2)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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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중공선성의 진단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과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inearity)이 존재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중공선성은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을 의미하며,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 간에 상관이 지나치게 높으면 부분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져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개별 변인들의 개별 변인들의 변량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지며, 변

인의 투입 순서에 따라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변량에 큰 차이가 있다.

다중공선성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

하여 독립변인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판단할 수 있지만, 각 변수의 다중공선성을 정확히 판단하

기 위해서는 공차한계(tolerance)와 변량팽창계수(VIF: VarianceInflation Factor)를 통하여 도출

할 수 있다. 공차한계는 특정 변수의 표준오차 크기를 설명하는 것이며 값이 작을수록 그 독립

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다중공선성이 높다는 것

을 나타내며, 공차가 1.0에서 중다상관제곱을 빼주기 때문에 공차가 1.0에 근접할수록 다중공선

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변량팽창계수는 공차한계치의 역수로서 값이 클수록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 진단 시 공차한계가 0에 가깝

고 변량팽창계수가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양병화, 2006).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과 통제변인인 학력, 직

급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10]와 같다. 각 변인의 다중공정성 진단 결

과 공차의 경우 0.569-0.853의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의 경우 1.173-1.757 값을 보여, 공차

.10이상, VIF 10 이하의 수치를 나타내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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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변 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평창지수(VIF)

주관적 경력성공

객관적 기준만족 - -

경력성장 만족 0.691 1.447

업무 만족 0.723 1.382

사회적 관계만족 0.742 1.347

일-가족 갈등
일-가족 갈등 0.672 1.487

가족-일 갈등 0.718 1.393

유리천장지각
승진차별 0.681 1.468

전보배치차별 0.664 1.506

조직경력관리지원
교육훈련개발기회 0.707 1.413

상사지원 0.569 1.757

학력 0.853 1.173

직급 0.713 1.402

* 종속변수: 객관적 기준 만족

다.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의 위계적 

회귀분석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

지원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학력, 직급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1단계로 투입하고, 2단계로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을 투입하였다. 여기서 단계별 추가 투입

한 변인의 증분 ΔR2(ΔRadj2)값은 통제변인들의 효과를 제거한 후의 새로 투입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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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종속변인 : 주관적 경력성공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81.134** 9.713**

통제변인주1
직급 -.267 -3.791** -.184 -3.368**

학력 -.121 -1.720 -.124 -2.170*

독립변인

일-가족 갈등 .211 3.530**

가족-일 갈등 -.114 -1.979*

유리천장지각 -.113 -2.042*

조직경력관리지원 .557 10.106**

R .325 .701

R2(△R2) .105 .491(.386)

R2adj= .096 .475

F 11.603** 31.009**

주1)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직급은 사원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 *p<0.05, **p<0.01

[표 Ⅳ-11]에 따르면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설명량은 10.5%로 나타났으며, 일-가족 갈등, 가족

-일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의 설명량은 38.6%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최종

모형은 49.1%로 나타났다. 일-가족 갈등(= .211,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족-일 갈등(= -.114, p<0.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나타났다.

유리천장지각(= -.113, p<0.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조직경력관리지원(= .557,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대적 기여도를 의미하는 표준화 계수(β)를 독립변인별로 비교한 결과, 조직경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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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유리천장지

각 순으로 나타났다.

라.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하위요인의 위

계적 회귀분석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하위요인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직급, 학력을 통

제변인으로 설명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직급과 학력

을 1단계로 투입하고, 2단계로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승진차별, 보직배치 차별, 상사지

원, 교육훈련개발기회 제공을 투입하였으며,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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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하위요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종속변인 : 주관적 경력성공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81.134** 9.500**

통제변인주1
직급 -.267 -3.791** -.184 -3.369**

학력 -.121 -1.720 -.124 -2.052*

독립변인

일-가족 갈등 .215 3.558**

가족-일 갈등 -.115 -1.994*

승진차별 -.104 -1.681

보직배치차별 -.017 -.276

상사지원 .404 6.891**

교육훈련개발기회제공 .271 4.583**

R .325 .701

R2(△R2) .105 .492(.388)

R2adj= .096 .470

F 11.603** 23.098**

주1)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직급은 사원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 *p<0.05, **p<0.01

먼저 통제변인인 직급, 학력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설명량은 10.5%이며, 일-가족 갈등, 유

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하위변인의 설명량은 38.8%로 최종모형의 설명량이 49.2%로 나

타났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대적 기여도를 의미하는 표준화 계수(β)를 독립변인별로 살펴

보면, 상사지원(= .404, p<0.0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훈련 개발기회 제공(= .271,

p<0.01), 일-가족 갈등(= .215, p<0.01), 가족-일 갈등(= -.115, p<0.0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승진차별, 보직배치차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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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이 주관

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고려될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하위요인인 객관적 기준 만족이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률이 저조한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 입사 후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일을 통해 업무 수행 능력과 기술 향상 부분

에 있어 만족감을 드러냈다면, 입사 이후 기혼여성 근로자들이 상위직으로 진출하는데 더 많은

장벽에 부딪히고, 이에 따른 임금 정체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승진과 임금에 대한 자신의 기대

수준과 동료와의 비교 대비 만족감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관적 경력성공이 개인

의 단순한 심리적 만족 이상의 동기부여, 성과를 강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기

업 여성 근로자의 전반적인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일-가족 갈등의 경우,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보다 직장에서 받는 업무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와 육아활동이 주로 여성의 몫이라고 당연

시 되는 현실 속에서 대기업의 업무 강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음에 따라 업무 부담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가족 갈등 수준이 낮게 나타나왔

다는 사실은 기혼여성 근로자가 가사와 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친족연계망, 경제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일과 가족 사이의 갈등을 잘 해결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기업의 경

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가 법적 의무로 되어 있어, 기혼 여성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경감시

켜 줄 수 있으며, 대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부모 이외에도 가

사도우미의 활용이 쉬운 것도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유리천장지각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측정한 변인들 중에는 상대적으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률적, 제도적으로 여성인력 차별금지에 대한 정부의 권장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현장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승진, 보직배치에 있어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기업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을 살펴본 결과 최종학력, 직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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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이 달라졌으며, 연령, 재직기간, 근무형태, 업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최종학력은 전문대졸 기혼여성이 4년제 대학 졸 및 대학원 졸 이상 기혼여성보다

주관적 경력성공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직급의 경우, 부장급이 사원급보다 주관적 경력성공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관적 경력성공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의 영향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Judge et al., 1995; 김보경, 정철영, 2013)를 지지하고

있으며,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우 학력과 직급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이 높아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모두 통계적 유의

수준 내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갈등

의 원인이 일에서 비롯된 경우, 주관적 경력성공과 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반면, 갈등의 원인이

가정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주관적 경력성공과 부적 영향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일-가족 갈등과 직무, 조직관련 심리적 결과변수와의 관계에서 연구자마다 상

이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Kossek & Ozeki(1998)와 Allen 외(2000)의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의미를 해석해볼 수 있다. Kossek & Ozeki(1998)와 Allen 외(2000)는 일-가족 갈등과 직

무관련 만족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부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면서도, 다차원적인

상황적 구조와 원리에 의해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연구에

서 일-가족 측정도구가 연구자마다 구인의 개념을 달리 해석하고 있어, 일-가족 갈등 연구결과

가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Wiley(1987)는 Naylor의 개인자원

배분 이론을 근거로, 사람들은 다중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시간과 에너지 등 한정적 자원을

사용해야 하므로, 주로 하나의 역할에 자신의 주요 자원을 투입하게 되며, 이때 최적의 수행과

최대 효율성을 고려하여 역할을 선택한다고 했다. 따라서 특정 역할 선택으로 인한 역할간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더라도 선택한 역할에 따른 산출물이 기대에 충족하게 되면 만족감

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일-가족 갈등관련 선행연구들이 역할행동과

관련된 보상, 제재 등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직무관련 결과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려다 보니,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하

면,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들이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직장에 할애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역

할은 소홀히 하였지만, 회사 생활에 자신의 자원을 보다 투자함으로써 그로부터 얻은 보상, 즉

여성으로서 경력을 유지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등 자신의 경력성공에 있어 만족감을 느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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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이 연구에서 육아, 부모 부양 등 가족의 생활이 업무를 방해한 경우,

주관적 경력성공을 낮게 인지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이러한 가족-일 갈등과 주관적 경력성공

과의 영향관계 연구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결과(Allen et al., 2000; Bruck et al., 2002; Frone

et al., 1992; Luis et al., 2004; Stroh et al, 1995; Sumer & Knight, 2001, 김덕일, 2004)를 지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 경력만족에 그치지 않고,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접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지각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유리천장지각 관련 연구는 주로 직무만족, 동기부여, 이직

의도 등(서철현, 이상돈, 2006; 김성필, 이준협, 2007)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고, 주관적

경력성공과의 관계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으며, 국내 연구로는 최우성(2011)의 호텔에 종사하

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리천장인식과 경력만족 연구결과가 유일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대기업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선행 연구결과를 실증적

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섯째, 조직경력관리지원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Greenhaus et al., 1990; Judge et al., 1995; Kirchmeyer, 1998; Ng et al., 2005; Orpen,

1994; 강혜련, 2007; 김보경, 정철영, 2013; 문재승, 2011; 장은주, 박경규, 2005; 신수림, 2014; 윤

하나, 탁진국, 2006)를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에게 있어서도 주

관적 경력성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사의 지원과 교육훈련개발 기회 확대가 중요함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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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

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 일-가족 갈등, 유리천

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

력성공과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의 영향관계를 구명하고, 주관

적 경력성공에 대한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의 설명력을 구명한

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 근로자이다. 그러나 모집

단인 우리나라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 뿐 아니라 표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확률적 표집 중에서 유의표집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신입사원에

서 최초 승진 및 경력이동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직장 경험 3년차 이상인 기혼여성 근로

자로 제한하였으며, 이에 따라 코참비즈(2014)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위 30대 그룹 및 계

열사를 대상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광업 등 다양한 업종에 근무

하고 있는 직장경력 최소 3년차 이상 기혼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400명을 표집하였

다.

조사도구는 주관적 경력성공,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 인구통

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으로 연령, 학력, 직급, 직무,

근무형태, 재직기간, 업종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경력성공(신수림,

2014), 일-가족 갈등(유성경, 2012), 유리천장지각(장수덕, 2006), 조직경력관리지원(신수

림, 2014)은 국내에서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전문가의 내용타

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주관적 경력성공은 총 20문항으로, 객관적 기준만족(8문항), 경력성장 만족(6문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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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관계만족(4문항), 업무만족(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신뢰도 계수는 예비조사에서 0.839-0.926으로 나타났으며, 본조사에서는

0.850-0.934로 나타났다. 일-가족 갈등은 총 14문항으로, 일-가족 갈등(7문항)과 가족-일

갈등(7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적 신뢰도 계

수는 예비조사에서 일-가족 갈등 0.872, 가족-일 갈등 0.906로 나타났으며, 본조사에서는

일-가족 갈등 0.908. 가족-일 갈등 0.885로 나타났다. 유리천장지각은 총 6문항으로, 승

진차별(4문항)과 보직배치차별(2문항)로 구성되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적

신뢰도 계수는 예비조사에서 0.806-0.913로 나타났고, 본조사에서는 0.843-0.927로 나타

났다. 조직경력관리지원은 교육훈련개발기회(4문항)와 상사의 지원(6문항)으로 총 10문

항이며, 5첨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신뢰도 계수는 예비조사에서

0.869-0.951로 나타났으며, 본조사에서는 0.851-0.931로 나타났다. 자료수집은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 우편조사를 통해 예비조사는 2014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총 5일간 실시되었

고, 본조사는 2014년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15일간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총 400부

의 설문지 중 207부의 자료가 수집되었고(회수율 51.7%), 이 중에서 불성실 웅답, 미응답 등을

제외하고 총 200개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기법을 활용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피

어슨 상관관계분석, t-test, ANOVA,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

계적 유의수준을 0.0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이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연령, 재직기간, 근무형태, 업종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최종학력, 직급에 따른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직급의 경우, 부장급이 사원급보다 주관적 경력성공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과 대학원 졸 이상의 집단이 전문대졸

집단보다 주관적 경력성공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유리천장지각과 조직경력관리지원의 수준

은 보통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족 갈등은 보통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

리지원의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제변인효과를 제외하고도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설명량이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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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일-가족 갈등(= .211,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가족-일 갈등(= -.114, p<0.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유리천장지각(= -.113, p<0.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조직경력관리지원(= .557,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기여도를 의미하는 표준화 계수(β)를 독립변인별로 비교한 결과, 조직경력관

리지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유리천장

지각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해 독립변인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통제변인인

직급, 학력의 영향력(10.5%)을 제외하고도, 설명량이 38.8%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하위변인들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상사지원(= .404, p<0.0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교육훈련 개발기회 제공(= .271, p<0.01), 일-가족 갈등(= .215, p<0.01), 가족-일 갈등(=

-.115, p<0.05) 순으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리천장지각의

하위요인인 승진차별, 보직배치차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2. 결론

이 연구는 한국 직업 세계에서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을 이해하기 위하

여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의 수준을 살펴보고, 측정변인간의 영향관계

를 구명함으로써, 여성의 경력개발에 대한 이론적이며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다양한 제

도 및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가 확대되고,

여성 경력개발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성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연구하고,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력 메카니즘의 차이(Kirchmeyer, 1998)를 바탕으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선행변인을 밝혀내기 위한 실증적인 구명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

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들의 주관적 경력성공이 보통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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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경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만족수준은 최종학력

과 직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장급 집단이 사원급 집단보다 주관적 경력성

공 수준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위직 진출에 대한 여러 차례 성공을 경험

함으로써, 자부심과 만족감을 높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 이상의 고학력 기혼여성 근로자가 전문대졸 기혼여성 근로자보다 주관적 경력성공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Tharenou와 Conroy(1994)는 학력이 직급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

하였으며, 다수의 실증 연구를 통해 교육수준이 임금, 승진 등 경력성공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

를 나타낸다(Judge et al., 1995)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맥락이다. 그러나 주관적 경력성

공 하위요인 중 객관적 기준 만족이 상대적으로 보통 보다 낮게 나타났고, 유리천장지각이 상

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들이 여전히 승진과 핵심 보직

배치에 있어 차별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남성 중심 조직문화 속에서 입사 이후 기혼 여성근

로자들이 상위직으로의 진출이 제한적임에 따라 승진과 임금에 대한 자신의 기대수준과 동료

와의 비교 대비 만족감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일-가족 갈등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나, 대기업 기혼 여성 근로자들이 기업 내 보육시설, 유연근무제, 친족연계망, 경제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으로 일과 가족을 둘러싼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가족 갈등의 경우, 갈등의 방향에 따라 주관적 경력성공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족 갈등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족-일 갈등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Kossek & Ozeki(1998)와 Allen

외(2000)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가족 갈등과 심리적 결과변수 관련 연구는 다차원적인 상황

적 구조와 원리에 의해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연구자마다 일

-가족 갈등 구인 개념을 달리 적용한 데 따른 상이한 연구 결과일 수 있다. 또한 Naylor의 개

인자원배분 이론을 근거로 Wiley(1987)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다중 역할 사이에서 최

대 수행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역할 선택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한 역할 갈등이 때로는 불가피하

게 발생할 수 있지만, 자신이 선택한 역할에 대한 보상과 산출물로부터 최대 효용을 얻었을 경

우에는 만족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일반적으로 일-가족 갈등이 직무, 경

력관련 심리결과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대기업 기혼 여성 근로

자가 가정보다는 일에 자신의 자원을 보다 투입함으로써 자신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기대한 보

상을 충분히 받았다고 느낄 경우, 자신의 경력성공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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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가사, 육아, 부모 부양 등 가정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직장 일에 방해를 받

았다고 느끼는 갈등은 일-가족 갈등과 심리적 만족 관련 다수의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

정한 연구가설대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지각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 유리천장지각 또는 성차별적 요인들이 직무만족, 경력만족, 주관적 경

력성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Burke & Mikkelsen, 2005; Herrbach &

Mignonac, 2012; Schaumann, 1994; 서철현, 이상돈, 2006; 김성필, 이준협, 2007; 장영, 장수

덕, 2006; 최우성, 2011)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특히 주관적 경력성공과 유리천장지각과의 관계

를 밝히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리천장의 지

각은 사회적 편견이나 조직 내 공정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장영 외,

2006), 조직의 관리자들은 조직 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이나 보직배치 등 인사 제도적으

로 공정한 절차나 안내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조직 내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유리천장지

각 수준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조직경력관리지원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

된 독립 변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과 정철영(2013)의 주관

적 경력성공에 대한 메타연구에서 상사지원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으며, 이 연구를 통해 기혼여성 근로자에게도 조직경력관리지원이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실

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Abele와 Spurk(2009)가 주관적 경력성공은 개인 뿐 아니라, 조직

에게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의미 있는 변수라고 강조한 것과 같이, 조직에서는 구성원의 경력목

표와 경력성장에 필요한 경력개발프로그램과 교육훈련개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과 개인이 조화롭게 성장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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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도출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 있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주관적 경력성공이 중요하다는 점

(Herrbach & Mignonac, 2012)에서, 우수한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경영층과 노동조합 등이 남성과 여성의 경력성공의 차이를 이해하고 기업 내 기혼여성 근

로자의 경력성공 인식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 및 출산 이후에도 여성

근로자가 구체적인 경력목표를 갖고, 조직과 함께 경력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

어야 하며, 교육훈련개발 기회 및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보직 배치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

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직경력개발지원이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을 높

이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

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경력관리지원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의 탄력성 강화로 조직 구성원의 직업관과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변화하고 있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이 증가함에 따라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는

개인의 역할 뿐 아니라 조직의 책임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경력개발제도를 하나의 피상적인 인사제도로 운영하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경력개발

프로그램 뿐 아니라 경력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나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안에서 역

량개발 도구로 정착시키고, 조직구성원이 능력을 개발하고 경력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원

이 필요로 하고 조직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조화시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사가

부하직원 코칭과 경력조언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상사에 대한 코칭, 리더십, 커뮤니

케이션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문화적으로 조직 내 경력관리지원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상사의 부하직원 경력관리 및 육성노력에 대한 인사평가, 가점, 포상 등의 인사정책과

연계하여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승진, 보직 배치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적 절차와 적극적인 안내 노력을

통해 기혼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 인식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유리천장이라는 성차별

에 대한 관행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사회 전반의 발전을 방해한다. 따라서 조직은 절차와

임금의 공정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여성들이 보다 많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시스템화하고, 여성관리자의 고위직



- 85 -

적정 비율을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독려하는 것이 필요

하다.

셋째,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일에 대해 더욱 고무적이고 적극적

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 정책이 요구된다. 조직 내에서 기혼여성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에서의 다양한 역할을 포기 또는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이

로 인한 갈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해 주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가족으로부터 오는 역할 부담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므로, 갈등에 대처하

는 자세와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의 일과 가족 양립 권장 정

책은 지속 장려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은 정부의 유연근무제, 보육시설 등 가정 친화적 기업

문화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직장 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가정생활, 자녀교육, 건강, 대인관계 등 행복한 가족을 꾸려나갈 수 있는 실생활 유용 팁에 대

한 정보제공 및 교양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 직무, 조직특성, 기업규모 등 연구대상을 세분화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이 개인의 인식 수준을 기반으로 하지만, 여성인력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여성 친화적인 기업 문화 등에 따라 각 변인들의 인

식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이라도 공기업과 사기업의 조직 특성이 다를 것으로 보

이며,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등 일-가족 양립 관련 제도적

인프라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 연구 결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대

상을 세분화하여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 변인들의 인과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단 연구를 통해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횡단연구는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할 수 없어, 인과관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인식, 조직경력관리지원의 관계가 상호적일 수

있으며, 당초 연구가설과 역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셋째, 주관적 경력성공이 미치는 선행변인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또는 조절효과를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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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변수 구명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 기혼여성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바탕으

로 일-가족 갈등과 유리천장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데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개인의 경력에 대한 가치나 선호하는 삶의 유형 등 주

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매개, 조절변인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이 연구에서 일-

가족 갈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를 분석할 때, 역할행동과 관련된 보상, 제재 등이 함께

고려되지 못한 제한이 있다. 일-가족 갈등과 심리적 결과변수 관련 연구는 다차원적인 상황적

구조와 원리에 의해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Allen 외; 2000, Kossek & Ozeki,

1998; Wiley, 1987)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개인 및 조직 환경을 고려한 통합

적 분석이 요구된다.

넷째, 한국의 일-가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할 갈등을 물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반영하고, 구인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Kossek & Ozeki(1998)와 Allen 외

(2000)가 지적한대로, 기존의 일-가족 갈등관련 선행 연구는 연구자마다 구인 개념을 달리 적

용하고 있어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존의 국내 일-가족 갈등

도구가 서양의 도구를 수정, 번안 수준에 그쳐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는데 제한이 있었

다.

다섯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일-가족 문제를 기혼 여성에 제한하지 않고 여성 일반이 경험

하는 문제영역으로 바라보는 관점(O'rDriscoll et al., 1992; Stoner et al., 2001; Thompson &

Blau, 1993; Wiley, 1987; 이유덕, 송광선, 2009; 장미경 외, 2008; 최동희, 2012, 최현정, 김영태,

2009; 한광현, 2012)이 있었으며, 유리천장인식의 경우에도 기업 내 여성 일반이 겪는 불평등

비유중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Morrison et al., 1987), 후속 연구에서는 결혼 여부를 고려하여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과의 관계를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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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은 귀하가 스스로의 경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

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전체 경력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 내
가 이루어온 승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전체 경력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 내
가 이루어온 승진은 동료들보다 빠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전체 경력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 내
가 받아온 수입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전체 경력을 놓고 볼 때 내가 받아온 
수입은 동료들보다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회사에서 동료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받
고 있는 급여는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게 주어진 승진 기회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과 비교해 볼 때, 내
게 주어진 승진 기회는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의 전체 경력에서 지금까지 내가 향
상해온 업무 수행  능력과 기술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의 전체 경력에서 지금까지 내가 향
상해온 업무 수행 능력과 기술은 동료들보
다 뛰어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전체적으로 내가 이루어 놓은 경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전체적으로 내가 이루어 놓은 경력이 
동료들보다 만족스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지금까지 나의 경력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온 나의 경력과정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지금까지 나의 경력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온 나의 경력과정이 동료들보다 만
족스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함께 일하고 있는 나의 상사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조직 내 다른 동료의 상사와 비교해 
보면, 나의 상사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함께 일하고 있는 나의 동료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조직 내 다른 부서(팀) 동료와 비교해 
보면, 나의 부서 (팀)의 동료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19 지금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회사 내 다른 동료들의 업무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만
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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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

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직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너무 지쳐서 집안일을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장 일하는데 너무 바빠서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심지어 집에 있을 때도 직장 일에 대
해서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직장 
일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5
직장 일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인해 나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직장 일은 가족생활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직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직장일 하는데 보내야 할 시간을 개
인적인 일을 하는데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가족과 개인적인 일은 직장일을 방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집에서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나는 종종 지
친 상태로 직장에 도착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직장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가족과 
집안일에 대해서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가족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인해, 직
장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직장 일을 완수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가족생활은 직장 일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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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여자라서 경영진으로 올라가기 어려
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여자라서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진급
하기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여자라서 중간관리자까지 진급하는데 
좀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여성 근로자들이 중간관리자까지 진
출하는 사례가 적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직무를 배정하는데 있어 여성 근로자
들이 단순 사무직이나 고객 서비스 업무에 
많이 종사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여성 근로자들이 관리보조직이나 단
순사무직에 주로 종사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조직 내에서 승진이나 보직 배치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

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IV.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조직경력관리지원 관련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외부 교
육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조직 내부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조직에서 중요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은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 조직(팀)을 대표해서 외부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많은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상사는 내가 경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나의 경력 목표 달성 여부에 늘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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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의 상사는 내가 업무성과 목표를 정하는데 많
은 지도와 도움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상사는 내 업무성과가 좋은 경우 나의 공로
를 확실히 인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상사는 내가 부탁하면 업무성과를 높
일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알려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성과에 관해 피드백
을 주고 조언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귀하가일반적인특성에관한문항입니다. 해당번호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 ) 세

2.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교재학 ③ 고졸 ④전문대졸

⑤ 대졸(4년제이상) ⑥ 대학원졸 이상

3. 귀하의 직급은? ①사원급 ②대리급 ③과장급 ④차장급 ⑤부장급

⑥임원급 ⑦기타( )

4. 귀하의 직무는? ① 사무관리직 ②연구원 ③ 서비스직 ④ 영업직 ⑤ 기타( )

5. 귀하의 근무 형태는? ①정규직 ②비정규직

6. 귀하의 총 재직 기간은? 약 ( )년

7. 귀하가 속한 회사의 직원 수는? 명

8. 귀하가 속한 회사의 업종은?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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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perceived glass ceiling and organizational career management support on subjective

career success of married women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The specific

objectives were to identify the level of subjective career success, work-family

conflict, perceived glass ceiling and organizational career management support, and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above on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The population for this study was married women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However, random sampling method could not be applicable because the actual

number of population was difficult to be identified. Therefore, this stud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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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ed to the target population as married women workers of top 30 companies

including subsidiaries listed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who had at least more than 3 years career experiences considering the time for

the first promotion or career movement.

The data were collected by mail, online and mobile survey tools from October 6th

to 17th 2014. A total 207 out of 400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of which 200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employed for data analysis.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by

using the Windows SPSS 19.0 for windows program, utilizing descriptive statistics

like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inferential statistics

like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was slightly higher than average a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education and job level. Also the levels of perceived glass ceiling

and organizational career management support were slightly higher than average

while the level of work-family conflict was slightly lower than average. Second,

work-family(β=.211, P<0.01), family-work conflict(β=-.114, P<0.05), perceived glass

ceiling(β=-.113, P<0.05) and organizational career management support(β=.557,

P<0.01) had effects on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except the effect of

demographic variables. Third, among the sub-factors of variables, supervisor

support(β=0.404, P<0.01) had the biggest effect on subjective career success,

and followed by training and development opportunity(β=.271, P<0.01),

work-family conflict(β=.215, P<0.01), family-work conflict(β=-.115, P<0.05)

in effect size order. The discrimination on promotion and job rotation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subjective career success.

This present study has certain limitations that must be consider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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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of the research findings. First, as the sample consisted of

anonymous volunteers by purposeful sampling, it is limited to generalize the result

to all married women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Second, this study relied on

self-report data, allowing for the possibility of same source bias or general method

variance. Third, as this study is cross-sectional designed, it is limited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In spite of these limitations,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s of subjective career success, perceived glass ceiling and

organizational career management support are slightly higher than average while

the level of work-family conflict is slightly lower than average. As for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education

and job level. Second, the work-family conflict has a different effect on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conflict. The work-family

conflict has a positive effect whileas the family-work conflict has a negative

effect. Third, the perceived glass ceiling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Forth, the organizational career management support has a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career success, and its effect is the biggest among the

variables.

Based on the conclusions,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practice field of HRD

were suggested: First, given the importance of subjective career success for

attracting and retaining employees, it is essential that the top management and

labor unions underst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married women's perception of

career success. Second, it is required to present the career vision to develop both

the organization and married women workers, and to motivate married women

workers to have their specific career objectives. Also the practical career

development supports such as training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job rotation

based on aptitude and competence are needed. Next,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research field of HRD were suggested: First, it needs to be studied to iden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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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among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and its related variables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of business, duty and size of companies. Second,

longitudinal design is needed to better grasp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subjective career success, work-family conflict, perceived glass ceiling and

organizational career management supports. Third, it needs to identify the mediator

variables or moderator variables between subjective career success and its related

variables. Forth, future research should strive for greater consistency and

construct development in terms of work-family conflict measure which reflects the

Korean socio-cultural environment, and the results emphasize the need for a

multivariate approach to the study of role conflict. Fifth, it needs to identify the

marital status may make a difference on the relationship among subjective career

success, work-family conflict and perceived glass ceil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Subjective Career Success, Work-Family conflict, Perceived Glass

Ceiling, Organizational Career Management Support, Married Women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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