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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

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의 인과적 모형이 변

인 간 인과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대기업 종사자

가 인식한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직무성과와 경력

개발지원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이 갖는 매개

효과를 구명한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기업 종사자이며, 목표 모집단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서 제공하는 1000대 기업(매출액순)에 종사하는 종사자이다. 본 조사의 자료

수집은 우편조사 및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을 활용하여 실시되었다. 총

500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그 중 388부(77.6%)의 설문이 회수되었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2부를 제외하고 총 322부(64.4%)를 사용하여

최종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18.0과 AMOS 20.0 통계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5%



로 설정하였다. 주요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

술통계기법을 활용하고,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활

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각 경로계수와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 인과관

계 모형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며, 독립변

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직무성과에는 조직시민행동이(β=.745, p<.001), 조

직시민행동에는 조직몰입과(β=.218, p<.01) 경력몰입이(β=.487, p<.05), 조직

몰입에는 경력개발지원이(β=.640, p<.001), 경력몰입에는 경력개발지원이(β

=.715,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의 영향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

한 경력개발지원은 경력몰입을 단일로 매개하여(b=.027, p<.01),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b=.013, p<.001) 및 경력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을(b=.012,

p<.001) 이중으로 매개하여 직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 인과관계 모

형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며, 독립변인

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한다. 둘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

한 경력개발지원과 직무성과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직몰입이 갖는 매개효

과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이 갖는 이중매개효과

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

과 직무성과 간의 영향관계에서 경력몰입이 갖는 단일매개효과와 경력몰

입 및 조직시민행동이 갖는 이중매개효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직무성

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전문직 종사자나 교사와 같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세부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력개발지원 이외에도 조



직과 경력, 직무에 대한 태도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조직실

천에 대한 구명이 필요하다. 넷째, 경력개발은 조직논리나 비용논리에 의

한 관리적 개념의 접근보다는 조직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 유도하

는 지원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섯째, 경력개발지원의 한 종류로

써, 어떠한 경력개발제도가 종사자들의 다양한 몰입과 성과를 높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

주요어: 대기업 종사자, 직무성과,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조직시민행동
학 번: 2013-2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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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기업의 경쟁환경이 심해지고, 기업 특유의 가치있는 역량

과 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이 경쟁우위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기업경영의 화두이자 핵심경영전략의 하나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즉,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배치와

활동을 계획하고 수직적으로는 조직의 경영전략 프로세스와 인적자원관

리의 실천을 연계하고, 수평적으로는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실천 간의 구

성이나 조정을 강조하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김정은, 김민수, 2009).

결과적으로 조직성과는 조직원 개인의 직무성과의 함수로써 표현된다.

이 때문에, 직무성과는 시대와 분야를 막론하고 개인을 비롯한 조직의

관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직무성과의 영향요인과 결과변수 등

의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여수경, 2012). 개인

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써, 교육훈련에 대한 기

업의 투자는 증가해왔으나, 최근 들어 교육훈련만으로는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이와 결부된 경력개발관

리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조직차원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개인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

안의 하나로써 새롭게 재조명된 ‘경력개발’은, 과거에는 ‘개인의 경력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의 욕구와 개

인의 욕구가 합치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는 활동’으로 정

의되었으나(김석현, 1991), 이는 전통적 종신고용 하에서 실행되는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경력개발이 주로 고려된 정의이며, 최근에는 경력개발이

외부노동시장, 즉 기업 간의 이동에 도움이 되는 경력개발까지도 포함한

의미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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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에서의 경력개발은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설계하고 관리하여 개

인에게는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조직은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

시킴으로 인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 및 전문성, 생산성과 창의성

의 극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으므로, 경력개발은 개인과

조직이 상호발전을 위한 합의된 전략이라 볼 수 있다(강순희, 2010) .한

동안 다소 진부한 인적자원관리방안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경력개발이 새

롭게 각광받는 이유는 첫째, 계약적 고용관계로의 변화에 따라 조직구성

원의 욕구와 조직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력개발제도가

모색되었고, 둘째, 이러한 신개념의 경력개발제도의 운영과 참여가 조직

및 기업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적 절충안

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경력개발이 주로 조직 내부에서

의 직급이나 보직 위주였다면 현재의 경력개발은 기본적으로 직무와 역

량을 바탕으로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개인과 조직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내부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외부노동시장에서도 유용

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간 경력개발에 대한 연구는 종신고용의 관행이 사라짐에 따라 자신

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구조조정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수단으로

서 경력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직업활동에서 개인이 겪게 되는

경험 등에 대한 개인수준의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조직구성원의 경

력개발이 조직 내에 제도화되면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구조와 그 형

성과정에 대한 조직수준의 연구로 발전되어 왔다(Schein, 1978; Von

Glinow, Driver, Brousseau & Prince, 1983).

경력개발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옴으로써,

조직맥락에서의 경력개발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는

데, 그 중에서도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다루어져 온 변인으

로는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이 있다(Aryee & Tan, 1992; Colarelli &

Bishop, 1990; De Vos, Dewettinck & Buyens, 2009; Sturges 외, 2000;,

김창훈, 2008; 박성민, 2011; 서경민, 2010).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경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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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지원의 기능을 조직지원인식으로 인한 호혜적 규범으로 설명하고 있으

며, 이러한 심리적 흐름이 결과적으로 종사자의 직무성과까지도 제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Kawai & Strange, 2014;

서경민, 2010; 박성민, 2011).

한편, 최근 조직상황에서는 직무성과를 측정하는 데에 직무상에 명시

되지 않은 맥락적 성과인 조직시민행동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우

석봉, 2000). 조직시민행동은 공식적인 역할을 뛰어넘어 구성원이 조직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행동으로(Smith, Organ & Near, 1983), 다른

조직구성원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행동이다. 비록 조직시민행동이 조

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과업적 성과는 아니지만, 조직 전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Organ,

1988),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조직지원인식에 근간을 둔 경력개발지원을 통한 직무성과 제고

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

는 주요 변인으로 설정되고 있지는 않다. 몰입을 통해 직무성과를 확인

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직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을 병렬적 관계로

보고 있으며, 상호간에 영향관계가 있다고 하기 보다는 전혀 다른 성격

의 성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조직시민행동은 성과의 행동적 측

면으로서(MacKenzie, Podsakoff & Ahearne, 1998), 결과적으로 직무성

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Chiang & Hsieh, 2012; Ozer,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과 조직몰입, 경력몰입, 조직시민행

동, 그리고 이들이 이끌어내는 직무성과 간의 인과적 관계를 명확히 구

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대기업 종사자들의 직무성과에 대한 이해

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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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

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의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고, 해당 모형이 변인

간 인과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

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간의 관계에

서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이 갖는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가설
첫 번째 연구목표인 대기업 종사자의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직

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설정

된 모형이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 지를 검증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가설 2.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은 서로 간에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몰입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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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3: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몰입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시민행동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경력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7: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8: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9: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조직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경력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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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5: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경력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직무성과
직무성과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

직의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여준 노력의 결과이다. 본 연구

에서 직무성과는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개인적 차원의 직무성과의 수

준을 의미하며, Williams와 Anderson(1991)가 역할 내 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및 타당성을 검증받은 도구를 번안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

를 의미한다.

나. 경력개발지원
경력개발지원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공간의 변화를 통한 자아개념의 확

대를, 조직의 임장에서는 인력흐름 관리를 통한 인적자원개발을 의미하

며,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외에서 개인과 조직의 경력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이 지원하는 과정으로서(Von Glinow, Driver, Brousseau

& Prince, 1983), 본 연구에서 경력개발지원은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적 차원의 경력개발지원 수준으로서, 서경민(2010)이 개발하고 타당

도를 확보한 경력개발지원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

수를 의미한다.

다. 조직몰입
조직몰입이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동일시 및 감정의 상대적 정도로, 조직에 대한 개인의 애착과 심리적 유

대감 또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동일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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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직몰입은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에 대한 몰입의 정도로서,

Allen과 Meyer(1990)의 조직몰입 척도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재구

성한 후 타당도를 확보한 Lee, Allen, Meyer와 Rhee(2001)의 척도를 번

안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경력몰입
경력몰입이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에 이르기까지 특정 직업이나

직종 분야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유대나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경력몰입은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몰입의 수준을 의미하며,

Carson과 Bedeian(1994)이 개발하고 타당도를 확보한 척도를 번안한 측

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유효성을 촉진하며,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역할 외

행동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조직시민행동은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

한 조직시민행동의 수준을 의미하며, Podsakoff, MacKenzie, Moorman과

Fetter(1990)가 개발하고 타당도를 확보한 척도를 번안한 측정도구에 응

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연구의 대상이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의 목

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료수집을 위한 접근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매출액

순 1000대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표본 집단 이외의 기업의 상황에 적용하고

자 할 때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변수의 측정은 동일한 응답자를 통

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하

여,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특질 간 상관관계에서 측정값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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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직무성과

가. 직무성과의 개념
Job performance의 개념은 Performance를 우리말로 성과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수행이라고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직무성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혹은 직무수행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성과는 결과 측면에

초점을 둔 용어인 반면에 수행은 행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용어이다

(장현진, 2012). 그러므로, Job performance를 직무성과로 표현할 때에는

직무에서 목표로 하는 어떤 것을 달성한 결과를 의미하며, 직무수행으로

표현할 때에는 직무상에서 부여된 일을 행하는 정도 또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Performance가 행동에 초점을 두는 수행과 결과

에 초점을 두는 성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우에 따라 어느 한

쪽이 강조되어 그 의미가 융통성 있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학문적 맥락에서 강조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장현진,

2012). 비록 다양한 분야에서 Performance의 뜻을 상이하게 사용하고는

있으나,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성과 혹은 수행을 분석

하고 향상시킬 때,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분야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특징이다(Robinson & Robinson, 2008). 다

양한 분야 중에서도, 특히 기업현장에서는 개인이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들의 결과로서 성과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여수경,

2012).

산업계에 있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종사자의 직무성과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규명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차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식별하고 측정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다. 직무성과를

설명하는 데에는 직무성과를 여러 요인의 함수로 나타낸 Vroom(196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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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와 Lawler(1986)의 이론이 빈번히 거론된다. Vroom(1964)은 직무성

과와 직무태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직무성과(Performance,

P)를 동기(Motivation, M)와 능력(Ability, A)의 함수(P=f(M·A))로 보았

으며, 이를 발전시킨 Porter와 Lawler(1986)의 연구에서는 직무성과

(Performance, P)를 노력(Effort, E), 능력(Ability, A), 역할 지각(Role

perception, R)의 함수(P=f(E·A·R))로 보았다. 이 외에도 Blumberg와

Pringle(1982)의 경우에는 위의 두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성과관련 연구

의 고찰한 결과로서 성과(Performance, P)를 능력(Capacity, C)과 의지

(Willingness, W), 기회(Opportunity, O)의 함수(P=f(C·W·O))로 보았다.

해당 연구들은 이후 직무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심리적 요인들을 파악하

고 그 관계를 실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듯 직무성과를 이해하고자 했던 이론들이 다양한 만큼, 직무성과

에 관한 정의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초기 산업심리학 분야에서는

직무성과를 생산성의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였으나(Pincus, 1986),

구정대(2003)는 조직 내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는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

해 주로 생산성, 목표달성 과정, 응집성, 몰입도 및 애착도 등의 요소를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생산성이 물리적 산출이라는 협의의 개념을

갖는데 반해 직무성과는 조직이 측정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바라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의 한 측면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로서

Price(1988)는 조직구성원의 성과를 조직의 효과성 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보았으며, Miller(1990)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의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인 노력의 결과를 직무성과로 정의하였다.

직무성과는 조직관리에 있어 유효성을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로 사용되

어 왔지만, 직무성과를 무엇을 달성한 것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일관되지 않고 다양한 양상을 띠어왔다. 선행연구에서 직무성과

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조직

에서 공식적으로 주어진 과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를 직무성과로 바라

보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주어진 과업뿐만 아니라 역할 외 수행으로

인한 성과까지 포함하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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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에 대한 성과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개인의 성과의 수단성을 강조하는데(Demerouti, Bakker &

Leiter, 2014), 이는 곧 개인의 성과가 조직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

어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직무성과의 정의를 살펴보면,

Milkovich & Boudreau, (1991)는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이 과업을 성취

하는 정도를 직무성과로 보았으며, Cascio(1993)는 직무성과가 할당받은

과업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성취도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직무성과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Motowildlo, Borman과

Schmit(1997)은 정해진 기간 동안 개인이 행해야 하는 별개의 행동사건

들에 대한 조직의 기대치의 총합을 직무성과라 하였다. Tett와

Meyer(1993)는 직무성과를 조직구성원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일의 바람

직한 상태 또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라 하였고, 조휘일

(1991)은 직무활동에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량과 성과 및 직무수

행능력의 향상을 포함한 산출량의 비율로써 인력, 시설, 자본, 시간 등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가치 있는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 또

는 효과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Sparrowe, Liden, Wayne과

Kraimer(2001)는 조직생활에서 공식적인 직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역할

로서, 의무와 책임을 필요로 하며, 직무에서의 결과와 관련된 특정 기대

목표의 달성수준이라 하였다.

정리하자면, 직무성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직무성과가 지향하는

목표는 조직의 목표 또는 효과성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직무성과를 정

의하면 조직의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직무에 대한 종사자의 달성수준이라

고 볼 수 있다.

나. 직무성과의 측정
직무는 같은 조직 내에서도 여러 사람에 의해 수행되지만 충분히 동질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련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직무의 성과

는 일반적으로 직무수행 또는 업무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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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는 흔히 생산성으로 대체되기도 하는데, 이

와 관련하여 구정대(2003)는 생산성이 물리적 산출이라는 보다 협의적인

뜻을 담고 있는데 반해, 직무성과는 조직이 1측정하고 영향력이 미치기

를 바라는 조직 구성원의 조직 내 행동의 한 측면이 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직무성과란 이러한 조직구성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다양하게 얽혀

있는 조직구성원의 행동으로 보았다. 또한 직무성과란 직무상에서 일어

나는 모든 일, 즉 조직이 요구하는 공식적인 성과 외적인 것까지 포함하

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직무성과란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이 실현시

키고자 하는 일의 바람직한 상태 또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우석봉, 2000

직무성과는 연구의 분야와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측정되어왔다.

조직 관점에서는 인적자원관리를 재무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경우도 많지

만, 재무적 측면에서 직무성과를 측정해서는 측정기준이 모호하고 변수

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달성도 인식, 업무수행의 충실성, 조직목표에

대한 기대충족을 조직성과의 기준으로 직무성과를 측정하다는 것이 적합

하다고 본다(Williams & Anderson,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성

과를 측정함에 있어 비재무적 성과가 아닌, 개인의 직무성과 인식을 측

정하고자 한 도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이 인식한 직무성과를 측정하는 데에는 Williams와 Anderson(1991)

의 측정도구와 Van der Ven과 Ferry(1980)의 측정도구가 국내외 모두에

서 빈번히 활용되는 도구들이다(Demerouti et al., 2014; Cropanzano,

Rupp & Bryne, 2003; Sparrowe et al., 2001; 박성민, 2011; 박혜상, 2010;

여수경, 2014; 장현진, 2012; 최병권, 2014)

Williams와 Anderson(1991)는 종사자가 스스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물음으로써 직무성과를 측정하였는데, 이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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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der Ven과 Ferry(1980)는 직무성과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을 측정하

기 위해 종사자의 주관적 성과를 측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목표달성 정도와 일의 질, 일의 양, 혁신 적용성 등을 통하여 직무성과를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는 단일차원으로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Podsakoff와 MacKenzie(1989)는 부하직원의 직무성과를 상사

의 인식을 통하여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해당 도구는 부하직원이

자신에게 할당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으며,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경력개발지원
가. 경력개발지원의 개념

1) 경력 및 경력개발의 개념
경력은 그간의 관련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온 바 있다.

Hall(1976)은 경력을 한 개인의 일생에서 일과 관련해 얻는 경험 및 활

동으로부터 지각된 일련의 태도와 행위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Arthur,

Hall과 Lawrence(1989)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전개되는 개인의

일과 관련된 일련의 경험을 경력이라 보았다. 이처럼 경력에 관한 정의

는 통일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경력을 한 개인이 일

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총체적 경험(Arthur, Hall &

Lawrence; 1989, Carson & Bedian, 1994; Greenhaus, 1987)으로 정의를

내림으로써 그 기본적인 틀을 잡아가고 있다(김흥국, 2000).

Hall(2002)은 경력이란 용어가 사용됨에 있어, 저명한 문헌이나 행동과

학 문헌 모두에서 네 개의 구별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각 의미를 파악해보면, 첫째, 승진으로서의 경력(career as advancement)

이다. 이 정의에 의하면 경력은 개인의 직업생활 과정동안 겪는 일과 관

련된 계층구조에서의 승진과 기타 상향이동의 연속적인 사건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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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전문직으로서의 경력(career as profession)이다. 이 관점은 의

사, 교수, 비즈니스맨, 교사, 성직자와 같이 정형화된 직위경로를 갖고 있

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승진으로서의 경력과 관련이 있지만, 일반적으

로 승진 또는 관련된 장기적인 직업군으로 이동하지 않는 직업들은 경력

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진다. 셋째, 일

생동안의 직업연속(career as a lifelong sequence of jobs)이다. 이 정의

에 의하면 개인의 경력은 직업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그들의 직업생활동

안 정착했던 지위들을 의미하며, 이에 따르면 일과 관련된 이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 넷째, 일생동안의 역할관련

경험의 연속(lifelong sequence of role-related experiences)이다. 이 관점

에서 경력은 개인의 이력을 구성하는 일련의 직업 및 활동을 경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경력개발은 경력과 개발이 합쳐져 구성된 용어이다. 경력개발을 바라

보는 연구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경력개발이 조직 또는 개인 어느 한 쪽

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개인의 요구

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는 관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김

흥국(1995)은 한 개인이 일생에 거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개발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를 개인의 직

업선택 이후의 과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

는, 한 개인이 입사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경력경로를 개인과 조직

이 함께 참여하여 계획하고 관리해 나가는 총체적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여, 경력개발을 조직과 개인이 함께 참여는 과정으로 보았다.

Gilley, Eggland와 Gilley(2002) 역시 경력개발을 조직원과 조직 간의 상

호적인 경력구상노력을 야기하는 구조화된 활동 또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조직화되고 계획된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Guttridge와 Otte(1983)는 경력

개발이 개인의 경력계획 활동과 조직의 경력관리 활동의 조합으로부터

나오는 산출물이라 언급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상호적 역할을 강조하

여, 조직원의 경력을 개발하는 데에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책임이 있

다고 하였다. Hall(1986)에 의하면, 경력계획의 정의는 자기 스스로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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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갈등, 선택,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경력관련 목표를 찾아내며, 특정

경력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향성, 적정시기, 일련의 단계들을 제공하기

위한 일, 교육, 경력관련 경험을 계획하는 의도된 과정으로 정의하였는

데, 이를 통해서는 경력계획이 개인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경력

목표를 수립,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까지도 계획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경력관리는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조직의 경

력시스템과 함께 일으키는 경력계획의 지속적인 준비, 실행, 모니터링 절

차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

정으로서의 경력계획 관점과 달리, 경력계획의 실제적 실행과 정방향성

을 판단하는 활동까지 담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Storey(1976)와

Hall(1986)은 경력계획 활동들과 경력관리 활동들이 하나의 연속체

(continuum)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그림 Ⅱ-1] 참고>.

[그림 Ⅱ-1] 경력개발활동의 스펙트럼

자료: Hall, D. T. (1986). An over view of current career development theory.

이처럼 경력개발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 아닌, 개인과

조직이 동시에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다. 경력개발은 조직원으로 하여

금 성장과 개발에 관한 인적자원요구를 조직의 요구에 더 잘 합치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과 관심을 분석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

는 학습이 포함되며, 개인의 개발과정에 있어 중요한 활동을 변화시키기

도 한다(Gilley, Eggland & Gilley, 2002). 또한 경력개발은 생산성을 증

대시키고, 일에 대한 조직원의 태도를 향상시키며, 더 높은 직무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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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Walton, 1999), 경력개발을 볼 때에는 개인의 개발을 위해 조직이 자원

을 소비한다는 입장이 아닌, 조직의 향상을 위한 개인에의 투자로 바라

보아야 할 것이다.

2) 경력개발지원의 정의
경력개발지원 인식은 조직 차원의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즉 경력개발과 관련된 조직지원인식으로 정의된다(서경민, 2010).

개인이 스스로 경력에 틀에 박혀있으며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생각할

때, 또는 기술이 노후화 되었다고 생각할 때 개인은 인적자원으로써 충

분히 활용되지 못 하게 된다(Rosen & Jerdee, 1988). 이 때문에 최근 기

업체 등의 조직에서는 이러한 경력개발의 목적과 기대효과의 성취를 위

해 조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경력개발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서

경민, 2010; Gilley, 1997; Gutteridge, Leibowitz & Shore, 1993). 경력개

발지원은 경력개발을 위한 구체적 활동인 훈련, 업무경험, 피드백, 이동,

코칭 등을 통한 개인욕구와 조직의 필요성을 대응시키는 과정을 의미하

는 것으로(박성민, 2011), 이는 Von Glinow 외(1983)에 의해 제시된 경

력지향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도 유사한 개념이다.

조직차원의 경력개발지원은 조직차원의 경력관리 또는 조직 스폰서십

으로도 칭할 수 있으며, 종사자들의 경력성공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하

여 조직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절차, 지지를 의미한다(Ng, Eby,

Sorensen & Feldman, 2005).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경력개발지원이라

는 명칭은 기존의 전통적인 명령과 통제적 접근법보다는 조직에 의해 제

안되는 지원적이며 북돋아주는(enabling) 접근법을 의미하는데 사용된다

(Baruch, 2006).

경력개발지원의 구인에 관한 개념화가 연구마다 통일되지는 않았다고

는 해도 종사자의 개발에 대한 조직적 지원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논의되

어 왔다(Kraimer et al., 2011). 선행연구들은 경력개발지원이 성과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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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잔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데(Benson, Finegold &

Mohrman, 2004; Lee & Bruvold, 2003), 이 관계는 Blau(1964)의 사회적

교환이론에 이론적 근간을 두고 있다(Kraimer, Seibert, Wayne, Liden &

Bravo, 2011). 이는 호혜성의 규범에 기초하여(Blau, 1964; Gouldner,

1960), 종사자의 개발을 지원해주는 것이 종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

치있는 사람이며 조직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호로 작용하며

(Cavanaugh & Noe, 1999; Lee & Bruvold, 2003), 이로 인하여 종사자들

은 높은 직무성과를 내고 조직에 잔류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될 것이기

때문이다(Kraimer et al., 2011).

나. 경력개발지원의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의 구성요소에 전략적 체계성, 운영적 체계

성, 성장기회, 상사지원의 네 가지를 포함시켰다. 경력개발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남지은, 2011; 박성민, 2011; 서경민, 2010; 이규태, 2012; 전수

진, 2011)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구성요소가 조직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구성요소들은

본 연구의 연구목적인 조직 차원의 경력개발지원의 효과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구성요소들을 통해 경력개발지

원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1) 전략적 체계성
전략적 체계성은 조직의 경력개발제도가 확고한 전략을 기반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정도로, 조직에서 확고한 전략과 비전을 통하여 경력개발제

도를 추진해 나가는 수준을 말하며(김규한, 2004; 김정은, 김민수, 2009),

여기에는 경력개발지원의 분위기 조성수준, 경력개발지원과 조직의 미래

경영 전략의 연계 수준, 조직의 전문가 육성 준비수준, 핵심가치 전파 및

내재화 수준을 포함된다(김규한, 2004). 조직은 저마다 전략의 우선순위

가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른 인력의 육성 및 활용방향 또한 상이하며

(Sonnenfeld & Peiperl, 1988), 잘 개발된 경력시스템은 조직이 처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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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조직구성원들을 적응시키도록 도와주기 때문에(London & Stumpf,

1982; Schein, 1978; Sonnenfeld, 1984), 조직의 경력관리 시스템을 자사

의 핵심 비즈니스에 대한 조직의 접근법과 전략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성공적인 조직구성원의 경력개발에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2) 운영적 체계성
운영적 체계성은 조직에서 경력개발제도를 운영할 때에, 해당 조직의

경력개발 체계의 구축수준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만족수준을 의미한다(김

규한, 2004). Wayne, Shore와 Liden(1997)은 조직이 종사자에게 공식적,

비공식적 훈련 및 개발을 제공하는 것이 종사자에게 개발경험을 제공함

으로써 조직지원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개인의 개발경험

에 많이 참여한 종사자일수록 조직으로부터의 지원 인식이 커진다고 하

였다. 조직 내 개인의 경력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

적 차원에서 관리체계를 갖추어 이를 지원해야만 구성원의 역량강화와

조직성과 향상,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긍정적 태도 유인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박성민, 2011). 즉, 조직에서 경력개발과 관련된 경험을 겪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이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 운영한다면 조직에 대한

종사자의 지원인식은 커지게 된다.

3) 성장기회
성장기회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정도를 의미

한다(Iverson, 1992). 자신의 직업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자신

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서 제공되는 기회에 좌우되기 쉬우며(Hall,

1976),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 성장기회를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에 대한

지원인식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황성훈, 2004), 조직적 차원

에서 조직원의 경력개발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조직구성원의 개발지원인식을 제고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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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사지원
상사지원은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갖는 관심의 정도(Michael &

Spector, 1982)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의 구성요소로

서, 상사의 지원은 부하직원의 경력개발에 있어 상사가 갖는 관심의 정

도를 의미한다. 경력개발에 있어 특히 상사의 지원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국내 기업의 특성 상, 조직구성원의 역할과 행동에

대한 상사의 영향력이 크고,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기대하는 역할기대를

따르도록 공식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상사의 지원은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직적 차원의 지원으

로 인식할 수 있다(서경민, 2010).

다. 경력개발지원의 측정
경력개발지원의 구성요소는 연구마다 각기 상이하여 표준화시키기 어

렵지만, 조직의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을 측정하는 데에는

Sturges 외(2002)의 측정도구가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도구 중 하나이

다(Barnett & Bradley, 2007; Kraimer, Seibert & Wayne, 2011; Saleem

& Amin, 2013; Sturges, Conway & Guest, 2005).

Sturges 외(2002)는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경력관리를 측정하기 위해

조직적 경력관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조직이 제

공하는 경력관리를 공식적 인터벤션과 비공식적 인터벤션으로 구분하였

고, 이를 하위요인으로 두었다. 해당 측정도구는 조직의 공식적 인터벤션

에 관해 묻는 6개의 문항과 비공식적 인터벤션에 관해 묻는 4개 문항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을 다룬 국내 연구들은 대부

분이 서경민(2010)의 측정도구를 활용하고 있었다(남지은, 2011; 박성민,

2011; 배현경, 2013; 이규태, 2012; 이동윤, 2010; 전수진, 2011). 서경민

(2010)의 경력개발지원 측정도구는 Rothenbach(1982), Sonnenfeld(1985),

Iverson(1992), Greenhaus 외(1990)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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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경력개발지원을 전략적 체계성, 운영적 체계성,

성장기회, 상사지원의 네 가지 차원으로 보고 있다. 해당 측정도구는 전

략적 체계성 4문항, 운영적 체계성 4문항, 성장기회 4문항, 상사지원 6문

항 등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조직몰입 및 경력몰입
가. 조직몰입

1) 조직몰입의 개념
조직몰입이 조직원의 일과 관련된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변인

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조직몰입이 학문적으로 대중성을 띠게 되었다

(Angle & Perry, 1981; Mowday et al., 1979). 조직몰입은 직무만족보다

이직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고(Koch & Steers, 1976), 조

직몰입 수준이 높은 종업원은 더 많은 성과를 내며(Mowday, Porter, &

Dubin, 1974), 조직유효성의 예측하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서(Steers, 1977), 조직몰입의 실태를 아는 것이 조직원의 생산성과 정착

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유성

희, 2009).

초기 조직몰입의 개념에 따르면, 조직몰입은 개인의 특정 조직에 대한

동일시 및 관여(involvement)의 강도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조직의 목

표와 가치에 관한 강력한 믿음과 수용, 조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

이려는 의지, 조직의 구성원으로써 남아있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으로 특

징지어진다(Porter et al., 1974). 조직에 몰입한 개인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다양한 요구와 영향력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며 조직의 성

공을 위해 노력하게 되어 끊임없는 자기실현노력을 통해 고용조직의 효

율성을 높인다(조경호, 1993).

조직몰입은 사회학, 산업심리학, 행동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각 분야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조직몰입에 대한 정의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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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조직몰입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anter(1968)는 조직몰입을 개인의 관심이 사회적으로 조

직화된 일련의 행동 실행에 가치를 두게 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개인

의 조직구조 및 기능적 측면과 관련하여 체계에 참여하고 구성원으로 남

고 싶어 하는 근속몰입(continuance commitment), 조직의 결속에 참여하

고자 하는 응집몰입(cohesion commitment), 집단의 규범에 순응하고자

하는 통제몰입(control commitment)로 구분하였다.

Etzioni(1975)는 조직의 지시에 순응하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기초로 하

여 조직몰입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몰입의 방향과 강도

에 따라 소외당하는 것이 싫어서 몰입하는 소외적 몰입(alienative

commitment),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있다고 믿기에 몰입하는 계산적 몰

입(calculative commitment), 목표의 추구와 행동에 양심적으로 몰입하는

도덕적 몰입(moral commitment)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Mowday, Porter와 Steers(1982)는 태도주의적 입장에서 조직몰입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한 욕구, 조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려는 의사,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에 관한 신뢰와 수용으로 특징지었다.

McGee와 Ford(1987)는 그간의 연구에서 조직몰입을 바라보는 차원이 크

게 두 개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조직에 계속 근무하려는 이유가

계속 근무함으로 인한 혜택 때문인지 스스로 근무하겠다는 욕구 때문인

지 여부에 따라 근속몰입(continuance commitment)과 정서적 몰입

(affective commitment)으로 분류하였다.

Meyer와 Allen(1991)은 조직몰입의 구성적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

로써 조직몰입을 태도적 관점과 행동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을 의미하는 정의적 몰입, 조직을 떠나는 행위와 관련된 비

용을 의미하는 근속적 몰입, 조직에 남아있어야 하는 지각된 의무를 의

미하는 규범적 몰입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된 조직몰입 모형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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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각 연구들에서 제안하는 조직몰입의 정의와 유형은 상이한 측

면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는 Mutchinsky(2012)가 제시한 종업원이 자신

이 속한 조직에 대하여 충성심을 느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2)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초기의 연구자들은 조직몰입을 단일차원으로 보았으나(Mowday et al.,

1979), Becker(1992), O’Reilly와 Chatman(1986), Reichers(1985) 등의 연

구에서는 조직몰입의 다양한 초점과 기준을 시험해 보아야 할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몰입은 대상에 따라 이해가 달라지고, 그 동인에 다라 몰

입의 태도와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조직몰입을 단일차원으로 보기에

는 어렵다(조경호, 2001). 현재 조직몰입은 다차원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Meyer & Allen, 1997). 이와 관련해서 Bartlett(2002)은 직원과 조

직과의 관계는 정의적 몰입과 근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에 따라 다양하

기 때문에 각각을 몰입의 유형으로 보기보다는 몰입의 구성요소로서 보

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몰입의 다차원 개념 모형 중 많이 인식되고 보편화된 모형은

Meyer와 Allen(1991)의 조직몰입 3요인모형이며, 여기에는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일체감을 나타내는 정서적 몰입, 종업원이 한 조직을 위

해 계속 재직하거나 충성을 해야 한다는 규범적 몰입, 종업원이 자기의

조직을 떠나면 손해라는 지속적 몰입이 포함되어 있다.

가) 정서적 몰입
정서적 몰입이란 조직을 감정적 애착이나 조직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의 관점에서 조직몰입을 바라보는 것이다(김원형, 남승규, 이재창, 2006).

충성도가 높은 조직원은 직장을 그만 두거나 결근하는 경향이 적으며,

직무성과 뿐만 아니라 직무동기와 조직시민행동 모두 높기 때문에, 조직

입장에서 조직원들의 정서적 몰입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이점이 될 수

있다(McShane & Von Glinow,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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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몰입에 관한 관점은 Kanter(1968)의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Jaros, Jermier, Koehler & Sincich, 1993). Kanter(1968)는 사회적 관계

에 대한 개인의 애착으로서 응집몰입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제시되는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애착을 끌어 모으기는 하지만, 개인이 마땅히 그

래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형성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조직

몰입의 정서적 특성을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응집몰입의 특성

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심적 에너지가 어떤 대상에 집중된다는 카텍시스

(cathexis) 관점을 채택하였다. 이 외에도 Lee(1971), Buchanan(1974),

Porter, Mowday와 Boulian(1974)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소속감에 대한

태도와 충성심의 경험을 통해 정서적 몰입을 설명했다.

O'Reilly와 Chatman(1986)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조직에 갖는 자긍심과

소속욕구를 설명하면서 동일시(identification)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동일시는 개인의 태도변화에 관한 3요소를 다룬 Kelman(1958)의 연구로

부터 온 개념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개인이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

또는 유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받아들일 때, 즉 개인이 한 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때 일어나는 태도로 보았다.

이렇듯 정서적 몰입에 관한 연구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정서적 몰입이

강한 조직원은 스스로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으며 관계를 유지하려

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에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지속적 몰입
지속적 몰입은 조직 이직과 연관된 비용의 관점에서 몰입을 보는 것이

다(김원형 외, 2006). Kanter(1968)는 종사자들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구

성원으로써 남아있고자 하는 몰입은 그들의 이익과 비용을 따져보았을

때, 시스템을 벗어나는 비용이 머물고자 하는 비용에 비해 크다고 판단

되는 경우 그 이익이 지속적인 참여를 강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

몰입을 인지지향성을 갖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때문에 높은 지속적

몰입을 지닌 조직원들은 그들이 조직에 크게 동일시되지 않더라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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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가는 것이 지나치게 큰 비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직에 남아있

고자 한다(McShane & Von Glinow, 2010).

지속적 몰입에 대한 관점은 Becker(1960)의 부수적 보수(side-bet) 이

론으로부터 발달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부수적 보수를 형성함

으로써 그들의 일관된 행동들을 외재적 이익에 연결시킬 때 몰입이 일어

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 사람이 더 높은 급료나 나은 근

무환경을 지닌 새 직장을 제공받는다고 해도 이직을 거부한다면 그의 결

정이 몰입에 의한 결과인지 혹은 급료와 근무환경 대신에 그가 변화시키

기에 매우 고통을 느낄만한 일련의 보상이 현재 직장에 존재하는지 의심

해봐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Kelman(1958)과 O'Reilly 와

Chatman(1986) 역시 조직몰입을 바라보는 한 관점으로서 특정한 외재적

보수에 대한 순응적 몰입을 제시했다.

비록 많은 연구자들이 Becker(1960)의 연구가 몰입개념을 행동적으로

해석했다고는 하나(Mowday et al., 1982), Becker(1960)는 몰입을 개별적

행동으로 인해 설명될 심리적 상태로 정의한 바 있다. Allen과

Meyer(1990) 역시 Becker(1960)가 행동의 단절과 관계된 비용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조직몰입에 대한 태도적 모형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지속적 몰입을 발전시켰다.

종합해보았을 때, 정서적 몰입이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비롯되는

자발적인 몰입인데 반해 지속적 몰입은 자신이 인지한 비용으로 인하여

조직에 남아있는 비자발적 몰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고용조직에 대

한 심리적 애착 중 하나로서의 지속적 몰입을 조직을 떠나는 것에 대한

높은 비용으로 인해 개인이 억류감(sense of being locked in place)을 느

끼는 정도를 반영한다는(Jaros et al., 1993)의 표현으로 잘 설명될 것이다.

다) 규범적 몰입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종업원의 의무감을 나타낸

다(Muchinsky, 2012). Etzioni(1975)는 규범적 몰입을 규범의 내재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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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권위에 대한 동일시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조직이 부여한 책

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이라 보았다. 이와 같은 견

해를 통해 조직 또는 조직 내 관계로부터 오는 애착이라는 정서적 몰입

의 관점과는 달리, 조직에 충성해야 한다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몰입을

바라보는 관점을 규범적 몰입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Meyer와 Allen(1991)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계속 재직하는 것이 옳다

는 믿음 또는 도덕적 규범 때문에 나타나는 규범적 몰입은 재직기간에

따른 지위의 상승 또는 회사가 주는 만족이나 보상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Clugston, Howell과 Dorfman(2000)과

Wasti(1999)는 개인이 속한 문화적 가치에 따른 개인차가 규범적 몰입과

정적인 영향관계에 있음을 보였으며, Meyer, Stanley, Herscovitch와

Topolnytsky(2002) 역시 조직원의 문화적 사회화를 반영하는 개인의 가

치와 성향 등의 개인차가 규범적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규범적 몰입에 대한 몇몇 연구들(Mathieu & Zajac, 1990; Mowday et

al., 1982; Reichers, 1985)에서 규범적 몰입은 정서적 몰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으나, 이후의 다양한 연구들(Allen & Meyer, 1990;

Penley & Gould, 1988; Randall et al., 1990)에서는 규범적 몰입을 다른

형태의 몰입과 구분하고 이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규범적 몰

입을 강조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연구들로써 O'Reilly,

Chatman과 Caldwell(1991)는 개인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 간의 일치를

통해 규범적 몰입을 정의 및 측정하였으며, Mayer와 Schoorman(1992)은

종업원의 조직목표 및 가치 수용으로써 가치몰입을 정의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Meyer 외(2002)는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 간에 강력한 자연

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원들이 일련의 행동을 하고자

하는 열망 없이도 그 행동들을 계속하고자 하는 마땅한 의무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여, 정서적 몰입과 규

범적 몰입의 차이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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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몰입의 측정
국내 조직몰입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는 Mowday,

Steers와 Porter(1979)의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OCQ)와 Allen과 Meyer(1990)의 3요인 도구가 있다(이목화, 문형구,

2014). 조직몰입이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 대표되던 초기의 연구들은 조직

몰입을 단일차원으로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조직몰입을 단일차원으로서

측정한 Mowday 외(1979)의 측정도구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조직몰입

측정도구이다. Porter 외(1974)는 조직몰입을 측정하는데 있어 Porter 외

(1974)의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를 타당화 하였

는데, 해당 도구는 조직몰입을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강한 믿음 및 수용,

조직을 위해 추가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가하고자 하는 의지, 조직에 남아

있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특정지어 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OCQ는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llen과 Meyer(1990)는 단일차원의 측정도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 3요인으로 구성된 조직몰입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Allen

과 Meyer(1990)는 선행연구로부터 가져온 51개의 문항과 OCQ에서 가져

온 15개의 문항을 인도스먼트 비율(endorsement proportions), 문항-도구

상관계수, 내용중복 등의 규칙에 따라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24개

의 측정문항을 선정하였다. Allen과 Meyer(1990)의 측정도구는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을 하위차원으로 두고 있으며, 정서적 몰

입 8문항, 규범적 몰입 8문항, 지속적 몰입 8문항의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대표적인 조직몰입 측정도구로는 O’Reilly와 Chatman(1986)

의 도구가 있는데, 이들 역시 단일차원의 측정도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

하고자 조직몰입의 측정도구를 다차원화 시키고자 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3개의 하위차원을 각각 내재화, 동일시, 순응으로 명명하였

다. 해당 측정도구는 내재화 5문항, 동일시 3문항, 순응 3문항의 총 11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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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력몰입
1) 경력몰입의 개념
경력몰입이란 개인의 직업 또는 분야에 갖는 개인의 태도를 의미한다

(Blau, 1985, 1988). 경력몰입에 대한 관심은 개인, 조직, 사회적 측면에 있

어서의 경력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으며(Carson & Bedeian, 1994),

경력에 몰입한 개인은 전문기술 개발에 매진하기 때문에 능력개발에 중요

한 요인이 되고, 직업인으로서의 생존에도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김흥

국, 2000). 사회의 구조가 변화하고, 특히 합병과 기업인수, 정리해고 등이

증가하게 되면서(Bremner, Rebello, Schiller & Weber, 1991), 많은 사람들

이 하나의 조직에서 자신의 직업생활 전체를 유지할 수 없어지게 되었으며

(Nussbaum, 1991),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더 교육받은 종사

자들은 자신의 경력에 더욱 몰입하게 되었다(Carson & Bedeian, 1994). 이

와 관련하여 Colarelli와 Bishop(1990)은 조직이 더욱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개인 내적으로 정의된 경

력에 대한 몰입이 직업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고 하였다.

경력몰입의 개념은 경력이 특정 직업군의 계층 구조에 배열되어 있는

예측 가능한 일련의 관련직업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지만(Pelz &

Andrews, 1966), 경력몰입의 개념화에 있어서 경력의 범위를 어떻게 정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었다. 경력을 정의하는 데에는

최소한 세 가지의 개념이 존재한다(Carson & Bedeian, 1994). 첫째, 경력

이란 개인의 일생동안 일어나는 일련의 직무들의 집합이라는 정의이다

(Greenhaus, 1987). 둘째, 경력이란 전문직업과 동의어로서, 경력몰입이란

한 사람의 전문직업에 대한 동일시와 몰입을 의미한다는 정의이다(Hall,

1976). 셋째, 경력이란 한 종류의 직업군에 속한 직업들을 의미한다는 정

의이다(Blau, 1985). Greenhaus(1987)의 정의에 따르면 경력의 범위가 매

우 넓어져 경력몰입을 개념화하기 어려우며, Hall(1976)의 정의에 따르면

경력이 전문직업에 한정되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해지기 때문에(Carson

& Bedeian, 1994),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경력몰입 관련 연구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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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Blau(1985)의 정의를 차용하여 한 종류의 직업군에 속한 일련의

직업들을 경력으로 보는 관점을 취한다.

경력몰입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경력몰입을 경력동기와

관련된, 또는 그 하위 개념으로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Hall(1971)의 경우,

경력몰입은 주어진 경력역할에 있어서의 직업에 대한 개인의 동기의 강

도로 개념화하였는데, 이를 통해 초기 경력몰입은 경력에 대한 애착을 의

미함을 알 수 있다. Blau(1985) 역시 경력몰입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력몰입이 London(1983)의 경력동기 이론에서 제시되는 구성요소 중 두

개인 경력탄력성과 경력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후 Aryee와 Tan(1992)의 연구에서는 London(1983)과 London과

Mone(1987)의 경력동기 이론을 고찰하여 경력동기의 하위차원인 경력정

체성과 경력탄력성을 경력몰입의 개념에 차용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경력

에 대한 애착과 자신의 경력에 남아있고자 하는 열망뿐만 아니라 경력 추

구 상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능력까지를 경력몰입의 개념에 포

함시켰으며, 여기에 Carson과 Bedeian(1994)은 경력몰입을 촉진하는 요소

로서 경력계획을 경력몰입의 하위개념에 포함시켰다. 경력몰입이 개인적

경력목표의 개발과 해당 목표에 관한 애착, 동일시 및 관여(involvement)

로 특정지어질 수 있다는 Colarelli과 Bishop(1990)의 정의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논의를 종합하면, 경력몰입은 개인이 속한 경력에 대한 애착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열망 및 계획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록 경력몰입에 관한 연구는 조직몰입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Morrow, 1983; 윤세남, 2006), 경력에 몰입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일생에 경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행동이며(Colarelli &

Bishop, 1990), 변화하는 고용시장의 구조 속에서 직업인으로서 개인의

생존을 확보한다는 점에서(Carson & Bedeian, 1994), 그리고 고도의 기

술을 개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게 만들어(Aryee,

Chay & Chew, 1994), 결과적으로 성과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있어 중요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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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몰입과 관련된 초기의 연구들에서는 전문직이라는 용어와 전문직

업주의(professionalism) 및 전문직업몰입(professional commitment)의

개념을 통하여 일 관련 몰입을 다루어왔는데(Aryee & Tan, 1992), 이

개념들은 개인의 전문직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식되는 개념의 본질을 묘

사하고 있었다(Morrow & Wirth, 1989). Morrow와 Goetz(1988)은 전문

직업주의를 일 관련 몰입의 한 형태로 보고, 이를 직무몰입과 조직몰입

등 일 관련 몰입의 다른 형태들과 중복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Aranya, Pollock과 Armenic(1981)의 경우, 전문직업주의의 개념에 내재

된 정의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전문직업몰입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는데,

그들의 연구에서 전문직업몰입이란 자신이 속한 전문분야의 목적과 가치

에 대한 믿음 및 수용, 이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전문분야 내 구성원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열망으로 정의되었다.

Morrow와 Wirth(1989)는 전문직업몰입이라는 개념이 모든 경력분야를

포괄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라는 용어가 전문직에 대한 격식 있는 표현

에 부합하지 않는 직종(occupation) 또는 직업(vocation)을 무시한다는

점을 들면서, 경력에 초점을 둔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전문직업몰입을 사

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후 Blau(1985)의 경력몰입

은 전문직업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에 내재된 정의상 문제를 제거하면서

넓은 범위의 직업군에 적용될 수 있었고, 그러므로 경력에 초점을 둔 일

반적인 개념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Aryee & Tan,

1992). 결과적으로, 전문직업주의와 전문직업몰입은 전문직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반면에, 경력몰입은 전문직뿐만이 아닌 모든 직업에 일반적으

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경력몰입의 구성요소
Blau(1985)가 경력몰입과 다른 변인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London(1983)의 경력동기이론을 활용하여 경력몰입 척도를 개발할

때에도 경력몰입은 경력탄력성과 경력동일시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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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Blau(1985)의 경력몰입 측정도구는 단

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해당 도구가 경력몰입을 적절히 측정하

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Morrow & Goetz, 1988)

Carson과 Bedeian(1994)은 그 당시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

었던 Blau(1985)의 경력몰입 측정 도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Blau(1985)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두 가지 측정도구룰 통해 경력몰

입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용타당도에 대한 검토과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과, Blau(1985)가 경력몰입을 경력정체성과 경력탄력성

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구 상에서는

경력몰입의 하위요인 구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도구에서 역문항을 사용한 경우 이는 경력몰입과 경력포기(career

withdrawal) 문항이 서로 동일한 것을 측정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Carson과 Bedeian(1994)는 경력몰입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며, 경력몰입이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

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절에서는 경력몰입의 구성요소로서 Carson과

Bedeian(1994)이 제시한 경력탄력성, 경력계획, 경력정체성의 개념을 살

펴보기로 한다.

가) 경력탄력성
경력탄력성(career resilience)은 경력에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요소로서(Carson & Bedeian, 1994), 심지어 환경이 경

력을 좌절시키고 지장을 준다고 해도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London, 1983). 이와 비슷하게 Lydon과

Zanna(1990)는 역경을 마주하였을 때에도 자신의 경력을 견고하게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경력탄력성으로 정의하였다. London(1985)은 경력탄

력성이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강화조건

(reinforcement contingency)으로부터 개발되며, 비록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경력탄력성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고 해도 성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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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종사자의 경력탄력성이 충분히 개발된다고 보았다. 정리하자면,

경력탄력성은 종사자가 성장하는 과정으로부터 습득하게 되는 변화에 대

한 저항성으로, 자신의 경력유지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닥쳐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 경력계획
경력계획(career planning)은 개인이 스스로와 자신의 경력에 있어 현실

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이러한 현실성의 인식을 경력목표를 수립하는 데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London(1983)의 연구에서 경력동기를 구성

하는 요소인 경력통찰력(career insight)과 대응되는 개념이다(Carless &

Bernath, 2007). 경력계획은 특히 개인적 차원의 경력활동을 의미하는 것으

로, 경력에 관한 자신의 능력 및 경력기회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며

이를 토대로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

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Greenhaus, Callanan & Godshalk, 2000), 조직차원

에서의 경력개발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 경력정체성
경력정체성(career identity)은 직업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을 의미하며

(Blau, 1985), 경력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수반하는 경력에 대한 방향

성이다(Carson & Bedeian, 1994). Carless와 Bernath(2007)는 경력정체성

을 개인이 스스로 일로서 정의되는 정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이상

진(2011)은 경력정체성이 경력 환경에서 개인이 갖는 의미와 목표, 성격,

가치, 믿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별한 직업 환경에서 자신의 경험

에 따라 구성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즉, 경력정체성은 경력에 대한 개

인의 애착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이 경력과 얼마나 동일시되었는지, 자신

이 경력에 의해 얼마나 설명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개

인과 경력 간의 심리적 거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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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몰입의 측정
경력몰입의 측정 도구는 대표적으로 Blau(1985), Colarelli와

Bishop(1990), Carson과 Bedeian(1994)의 도구 등이 있으며, 개념 정의나

하위 영역 구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 및 활용 되었다.

Blau(1985)의 측정도구는 경력몰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도구 문항은 Downing, Dunlap, Hadley와 Ferrell(1978)

의 직업몰입(occupational commitment) 측정도구와 Liden과 Green(1980)의

경력지향(career orientation) 측정도구에서 문항을 추출하여 개발하였다.

Colarelli와 Bishop(1990)은 경력몰입을 Porter 외(1974)의 조직몰입 정

의에 착안하여 개인의 경력목표의 개발, 애착, 동일시, 그리고 관여 등으

로 정의하였고, 문항이 많은(long form) 측정도구와 문항이 적은(short

form)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문항이 많은 측정도구의 경우 14개의 문

항으로 구성된 Porter 외(1974)의 조직몰입 측정도구에서 조직

(organization)을 경력(career)으로 대체하여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들에

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하나의 문항이 제거되었으며, 여기에 자체개발

한 4개의 문항을 포함시켜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

하였다. 문항이 적은 측정도구의 경우 4문항으로 구성된 Alutto,

Hrebiniak과 Alonso(1970)의 조직몰입 측정도구에서 모든 문항 상에 표

기된 조직(organization)이란 단어를 역시 경력(career)으로 대체하였으

며, 해당 4문항을 도구로 활용하였다.

Carson과 Bedeian(1994)은 기존 Blau(1985)의 단일차원 도구가 갖는 한

계를 지적하며, 선행연구 등을 통한 87개의 문항을 추출 및 이들 문항을

각 하위 요인별로 재배치한 후 요인별로 중복되는 문항의 삭제, 전문가

검토를 통한 36개의 문항 도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한 최종문항 도출의 3

단계로 구성된 절차를 통하여 다차원으로 경력몰입을 측정하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였다. Carson과 Bedeian(1994)의 도구는 경력정체성, 경력

계획, 경력탄력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은 4

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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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시민행동
가. 조직시민행동의 개념

1) 조직시민행동의 정의
조직시민행동은 종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효과적인 기능을 촉진하는 자유재량적 행동이

다(Organ, 1988). 조직구조의 수평화를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자유재량적인 업무행동의 수행이 조직의 효과적인 기능에 필

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Podsakoff, MacKenzie, Paine &

Bachrach, 2000), 자유재량적 업무수행의 다양한 개념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조직시민행동은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무관계자들에게도 주요 관

심사가 되고 있다(Hoffman, Blair, Meriac & Woehr, 2007; LePine, Erez

& Johnson, 2002).

조직시민행동의 개념은 1982년에 개최된 제42회 전국경영컨퍼런스

(National Management Conference)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후

Bateman과 Organ(1983)의 연구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Podsakoff et

al., 2000). Bateman과 Organ(1983)은 조직의 사회적 기능을 원활하게 하

지만 일반적인 과업수행에 직접적으로 내포되지는 않는 모든 제스처를

포함하는 Katz와 Kahn(1966)의 초역할적 행동(supra-role behavior)의 예

를 설명하며, 이를 시민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Organ(1988)은 시민행

동 관련 개념을 집대성하여, 이타주의, 양심, 스포츠맨십, 예의, 시민의식

등 다섯 개의 구성요소를 통하여 조직시민행동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조직시민행동은 관리자들이 종사자를 평가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는데, 조직시민행동을 보이는 종사자의 경우 관리자의 직무수행을 쉽

게 해주며, 개인적 생산성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

고해주기 때문이다(MacKenzie, Podsakoff & Fetter, 1991). 조직시민행동

이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이 공식적으로 원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 특징인데, 이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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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Somech와 Drach-Zahavy(2004) 역시 조직시민행동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서 자발성을 꼽고 있다.

조직시민행동의 개념은 친사회적행동(pro-social behavior)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친사회적행동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개인, 집단 또는 조직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구성원

의 행동을 의미한다(Ozdem, 2012). 친사회적행동은 넓은 범위를 포괄하

는 개념으로서, 조직의 기능에 대한 친사회적행동은 역할 외 행동과 명

시된 역할행동으로 구분되는데, 이와 같은 구분에 의하면 조직시민행동

은 역할 외 행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Brief & Motowidlo, 1986;

MacKenzie et al., 2011). 이러한 특성을 통하여 정리하여 볼 때, 조직시

민행동은 조직유효성을 촉진하며,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역할 외 행동으

로 특징지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
조직시민행동은 비교적 최근의 개념이지만, 그 개념화는 지난 30년간

여러 번 새로이 반복되었다. 그 예로, Smith 외(1983)는 조직시민행동이

남을 배려하는 이타주의(altruism)와 조직에 대한 일반화된 순응

(compliance)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했으나, Organ(1988)은

조직시민행동이 이타주의, 양심(consciousness), 스포츠맨십

(sportsmanship)과 예의(courtesy), 시민의식(civic virtue)의 다섯 개의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조직시민행동이 단일차원

으로 구성된 개념이라고 정의한 연구들도 존재한다(Allen & Rush, 1998).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다양한 개념화 연구 중에서도 Organ(1988)의 연

구에서의 개념은 오늘날 가장 널리 수용되지만, Organ(1988)의 다섯 차

원 개념화의 적절성에 관한 의문 역시도 제기되었다. 그 예로, Williams

와 Anderson(1991)은 조직시민행동을 개인지향적인 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Individuals, OCB-I)과 조직지향적인 행동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rganization, OCB-O)으로 바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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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제안하며,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대안적 개념을 제시하였

다. Williams와 Anderson(1991)은 Organ(1988)의 다섯 차원 중 두 개의

차원인 이타주의와 예의가 개인지향적 조직시민행동을 구성하며, 나머지

세 개의 차원인 양심, 시민의식, 스포츠맨십이 조직지향적 조직시민행동

을 구성한다는 분류를 제안하였는데, 결국 Williams와 Anderson(1991)의

차원분류 역시 Organ(1988)의 다섯 차원 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절에서는 조직시민행동 관련 연구에서 현재까지도 일반적으로 수용

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Organ(1998)이 제시한 조직시민행동의 개념을 구

성하는 이타주의, 양심, 스포츠맨십, 예의, 시민의식의 다섯 개 구성요소

를 살펴보려 한다. Organ(1988)의 조직시민행동의 다섯 차원 개념은 국

내 연구에서도 조직시민행동 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 주로 사용된다(김

경석, 2006; 배일현, 전인수, 2003; 배귀희, 2007).

1) 이타주의
이타주의는 직무 수행 중에 문제에 봉착해 있는 조직 내의 다른 구성

원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가없이 행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Podsakoff 외, 1990; Ozdem, 2012). Jahangir 외(2004)도 이타주

의를 다른 개인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나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동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타주의에는 신입사원에 일

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거나, 동료가 과중한 업무에 둘러 쌓여있는 경우

도움을 주는 경우, 동료가 아픈 경우 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는 것 등이 포함된다(Organ, 1988;

Podsakoff 외, 1990; Jahangir 외, 2004; Ozdem, 2012).

2) 양심
양심이란 조직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Podsakoff 외, 1990). 다시 말해 개인이 조직을 위해 자신

에게 부여된 책임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기여하는 행동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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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이다(Ozdem, 2012). 또한, Jahangir 외(2004)의 연구에서는 양심

은 이타주의와 달리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도 높이는 개념이라

정의하였다. 양심에는 예로는 정해진 규정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고 늦

은 시간에 퇴근하는 것, 불필요한 쉬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 마감 기한

전에 일을 끝마치는 것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Ozdem, 2012).

3) 스포츠맨십
스포츠맨십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모욕과 비방에 분노하지 않으며, 하

찮은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Organ, 1988).

Podsakoff 외(2000)는 Organ(1988)의 스포츠맨십에 대한 정의가 실제 가

지고 있는 의미보다 협소하다고 지적하며, 스포츠맨십은 어려움에 봉착

했을 때 불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조직의 성과를 위해 개인적인 선호를 희생하려는 의지도 포함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Ozdem(2012)도 스포츠맨십을 부정

적인 행동을 지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4) 예의
예의란 다른 사람과 일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어떤 결정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

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사전에 배려하는 행동을 의미한다(Podsakoff

외, 1990; Ozdem, 2012). Podsakoff 외(2000)의 연구에서는 이타주의와

예의가 다른 사람들 돕는다는 맥락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돕는 행동

이라는 용어로 단일화 하여 정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타주의는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예의

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으로 개념상의 차

이가 존재한다. 예의가 발현되는 행동의 예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과

관련한 일정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는 것 등이 포함된다(Ozde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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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의식
시민의식이란 거시적인 수준의 개념으로 조직 전체에 대한 헌신과 관

심을 의미하며 조직의 경영 방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Podsakoff 외, 2000). 즉, 시민의식은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조

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Ozdem, 2012), Graham(1991)의 연구에

서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조직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조직에

대한 기회와 위협을 관찰하는 것, 새로운 생각 및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Graham, 1991; Ozdem, 2012).

다. 조직시민행동의 측정
조직시민행동을 측정하는 데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도구는

Podsakoff 외(1990)의 도구와 Williams와 Anderson(1991)의 도구이다

(Podsakoff et al., 2009). Podsakoff 외(1990)의 도구는 조직시민행동을 5

차원의 개념으로 구분한 Organ(1988)의 접근법을 따르고 있으며, 각각의

차원은 조직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남을 도우려하는 이타주의와 조직

의 규칙을 따르려는 양심, 조직의 규정에 순응하고 불평하지 않으려하는

스포츠맨십, 과업 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남에게 먼저 알리려 하는 예절, 조직활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Podsakoff 외(1990)는 각각의 개념을 조직

시민행동의 하위요인으로 두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이타주의 5문항, 양

심 5문항, 스포츠맨십 5문항, 예절 5문항, 시민의식 4문항의 총 24문항으

로 구성된 도구를 개발하였다.

Williams와 Anderson(1991)은 조직시민행동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

하였는데, 하나는 특정 개인에게 즉시 이익을 가져다주며, 이를 통해 조

직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행동인 개인지향적 조직시민행동

(OCB-I,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Individual)과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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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동인 조직지향적 조직시민행동(OCB-O,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rganizational)이다. Williams와

Anderson(1991)의 연구에서는 개인지향적 조직시민행동 7문항, 조직지향

적 조직시민행동 7문항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외에도 Podsakoff 외(1997)는 남을 돕는 행동, 스포츠맨십, 시민의

식의 세 가지 차원을 가진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Van Dyne과

LePine(1998)은 조직시민행동을 남을 돕는 행동, 제언행동의 두 가지 차

원을 가진 도구를 활용한 바 있다.

5.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가.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의 관계
호혜성의 규범에 의하면 조직으로부터의 경력개발지원을 인식한 종사

자들은 높은 직무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Lee &

Bruvold, 2003). 이와 관련하여 Dutton과 Heaphy(2003)는 종사자들이 상

사 혹은 동료로부터 개발지원을 받게 되면, 직무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개

발지원에 대해 보답하게 된다고 하였다.

Sturges, Conway, Guest와 Liefooghe(2005)는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의 공식적 경력관리의 결과변수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경력관리

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구명하였는데, 그 결과 공식적 경력관리는 직

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β=-.03, p>.05), 비공식적 경력관

리는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2, p<.01).

Kraimer 외(2011)는 생산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지원의 선행

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경력개발지원이 직무성과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β=.15, p<.05), 특히 경

력기회인식이 경력개발지원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하였다

(β=.17,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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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asi, Kibas와 Chepkilot(2013)은 대학의 강의전담 스태프를 대상으

로 경력개발의 금전적 지원 및 경력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와 직무성과의

상관관계를 구명하는 연구에서 경력개발의 금전적 지원이 직무성과와 정

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r=.714, p<.01).

Saleem과 Amin(2013)의 경우 대학 연구소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의 경력개발지원과 상사의 지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으

며, 상사의 지원(t=3.767, p>.01)과 경력개발지원(t=2.499, p<.05) 모두 직

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wai와 Strange(2014)는 기업의 해외주재원을 대상으로 조직지원인

식이 과업성과 및 맥락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업무적응 및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 연구를 통하여 경력개발에 대한 조직지원인식이 직

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β=.206, p<.05).

국내의 연구에서는, 이순구(2013)가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력개발

지원과 역할행동 및 혁신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통하여

조직의 경력개발지원(β=.300, p<.001)과 상사의 경력개발지원(β=.329,

p<.001)이 종사자의 역할행동(in-role behavior)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나. 직무성과와 조직몰입의 관계
조직이 종사자로 하여금 그들의 회사에 입사하고 머물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게 된다면, 종사자들은 그들의 직무상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도

출하여 조직의 효과성에 기여하고자 할 것이다(March & Simon, 1958)

Fu와 Deshpande(2013)는 보험계열 대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성

과와 직무만족, 배려풍토, 조직몰입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통

해 조직몰입이 직무성과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β=.1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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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ran, Arif, Cheema와 Azeem(2014)은 교육기관의 강의전담 스태프를

대상으로 직무성과와 직무만족, 작업태도, 조직몰입의 인과적 관계를 구

명하는 연구에서 조직몰입이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β=.470, p<.01).

국내에서는 서경민(2010)이 IT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직무유

효성과 경력개발지원 인식, 고용가능성 인식, 조직몰입, 경력몰입의 인과

적 관계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직무유효성의 하위요인을 직

무성과, 혁신행동, 기술개발노력, 직무만족의 4개 요인으로 두었으며, 연구

결과 종사자의 정서적 몰입(β=.117, p<.05)과 지속적 몰입(β=.338, p<.01)

이 직무유효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박성민(2011)은 귀임주재원의 경력개발지원이 직무성과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한 연구를 통하여 종사자의 감정적 몰입이 직무성

과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β=.471, p<.05).

전희원, 이호길(2014)은 호텔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성과와 개인특성, 조

직몰입, 직무만족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

과 조직몰입이 직무성과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β=.331, p<.001).

다. 직무성과와 경력몰입의 관계
경력에 몰입하는 종사자는 자신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

며, 이는 곧 직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Lazarova & Cerdin, 2007). 이와 관련해서는 Darden 외(1989)은 백화점

판매원의 경력몰입과 조직몰입의 예측변수와 결과변수에 관한 실증연구

를 통하여, 경력몰입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β

=.24, p<.05). Somers와 Birnbaum(1998)의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성과와 직무몰입, 경력몰입, 조직몰입의 영향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통해서는 경력몰입이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3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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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수광, 최우성(2006)은 호텔 종사원의 경력

몰입과 직무성과 및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연구를 통하여

경력몰입이 높은 사람은 직무상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높은 생

산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실증 결과 경력몰입이 직무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났다(β=.173, p<.01).

서경민(2010)이 IT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직무유효성과 경력

개발지원 인식, 고용가능성 인식, 조직몰입, 경력몰입의 인과적 관계연구

에서는 종사자의 경력몰입이 직무유효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β=.589, p<.01). 박성민(2011)은 귀임주재원의 경

력개발지원이 직무성과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한 연구를

통하여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이 종사자의 경력몰입이 직무

성과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β=.571,

p<.01).

라. 직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조직시민행동은 종사자 간의 협력 향상과 타인의 문제해결에 대한 도

움, 조직활동 또는 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활동들은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마인드와 조직의 사회적 풍토를 바꾸게

되고, 나아가 모든 종사자들의 직무성과를 강화시킬 것이다(Chiang &

Hsieh, 2012). Ozer(2011)는 종사자의 조직시민행동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종사자가 소속한 팀과의 상호관계가 매개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즉 종사자는 조직시민행동을 발현함으로서 팀 구성원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남기며, 이는 추후 조직시민행동을 발현한 종사자가 팀

구성원들로부터 직무성과 제고에 유용한 정보 또는 자원을 제공받음으로

서 개인의 직무성과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Ozer(2011)는 보석디자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성과와 조직

시민행동, 팀-구성원 상호관계(Team-Member-eXchange, TMX)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통하여 개인지향적 조직시민행동(β=.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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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과 조직지향적 조직시민행동(β=.32, p<.01) 모두가 직무성과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Chiang과 Hsieh(2012)는 호텔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성과와 조직지원

인식, 심리적 권한위임, 조직시민행동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조직시민행동은 직무성과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β=.30, p<.001).

국내에서는 우석봉(2000)과 이병훈(2014) 역시 조직시민행동과 직무성

과의 관계를 측정했는데, 조직시민행동의 5가지 요인 모두가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경력개발지원과 조직몰입의 관계
종사자들은 타인에 의하여 자신이 지원받고, 조언받고, 도움받고, 개발

되며, 노력을 투자받게 될 때에 그 행위 대상에 대해 애착감을 갖게 되

며(Kahn, 2007), 조직장면에서 보았을 때 상사 및 동료와 긍정적인 개발

경험을 공유한 경우 종사자의 조직에 대한 애착은 강화된다(Salancik &

Pfeffer, 1978). 조직이 종사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배려하는 풍토를 제

공하며, 이에 종사자가 조직의 목표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

하고 있다고 느낌으로써 보답하게 된다면, 종사자와 리더 간에 상호적인

몰입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Saleem & Amin, 2013).

Sturges 외(2000)는 대기업 대졸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경력개발지

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실시한 장기간의 종단연

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식적 경력개발지원은 입직 8년 후의 조직몰

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β=.120, p>.05), 6개월 후(β=.288,

p<.01)와 3년 후(β=.257, p<.05)의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비

공식적 경력개발지원은 입직 6개월 후(β=-.037, p>.05)와 3년 후(β=.088,

p>.05)의 조직몰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8년 후(β=.219,

p<.05)의 조직몰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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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rges 외(2005)는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의 공식적 경력관리

의 결과변수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경력관리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

를 구명하였는데, 그 결과 조직의 비공식적 경력관리가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β=.21, p<.05), 지속적 몰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β=.00, p>.05), 조직의 공식적 경력관리는 정서적 몰입(β

=.07, p>.05)과 지속적 몰입(β=.11, p>.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De Vos 외(2009)는 대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적 차원의 경력관

리 및 조직적 차원의 경력관리와 결과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구명하는 연

구를 통하여, HR부서에서 실시하는 조직적 경력개발지원이 종사자의 정

서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β=.14, p<.05).

Spell, Eby와 Vandenberg(2014)는 보건전문가의 조직의 개발지향적 풍

토 인식과 자발적 이직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하는 연구

를 통하여, 개발지향적 풍토의 인식공유(shared perception of

developmental climate)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실

증적으로 도출하였다(β=.85, p<.05).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창훈(2008)은 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직비

전 공유, 조직 구성원의 학습지원, 상사의 경력개발지원, 학습지원 시스

템으로 구성된 기업의 학습지원이 조직몰입 및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을 구명한 연구를 통하여, 비전 공유(β=.318, p<.05), 조직 구성원의 학습

지원(β=.152, p<.05), 상사의 경력개발지원(β=.283, p<.05)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서경민(2010)이 IT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직무유효성과 경력

개발지원 인식, 고용가능성 인식, 조직몰입, 경력몰입의 인과적 관계연구

에서는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이 종사자의 정서적 몰입(β

=.691, p<.01)과 규범적 몰입(β=.434, p<.01), 지속적 몰입(β=.681, p<.01)

모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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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2011)은 귀임주재원의 경력개발지원이 직무성과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한 연구를 통하여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이 종사자의 감정적 몰입(β=.803, p<.001)과 계속적 몰입(β=.460,

p<.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문재승,

최석봉(2012)은 대기업 연구개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력관련 변수들

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연구를 통하여 조직경력개발지원

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이 정서적 몰입(β=.221, p<.01)과 지속적 몰입(β

=.162)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바. 경력개발지원과 경력몰입의 관계
조직이 제공하는 종사자의 개발기회는 종사자의 경력성장이나 종사자

의 경력 상 역할과 관련된 역량의 습득을 강화하게 된다(Hall, 1971). 종

사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성장기회를 제공

하는 것은 경력에 더욱 몰입하기 때문에(최우성, 최승용, 2006), 조직적

차원에서 종사자의 경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종사자의 경력몰입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Colarelli와 Bishop(1990)은 MBA 학생과 화학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

인적 특성 및 조직적 특성과 경력몰입의 상관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통

하여 경력개발을 강화하는 주요자로서 멘토를 갖는 것이 경력몰입과 정

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조직적 지원으로서 멘토

의 존재와 경력몰입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r=.23, p<.01).

Aryee와 Tan(1992)은 교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경력몰입과 선행

변수 및 결과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통하여 종사자의 개

발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기회 제공이 경력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β=.438, p<.01).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학습지원이 조직

몰입 및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 김창훈(2008)은, 상사의 경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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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지원이 경력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β=.150,

p<.05). 서경민(2010)은 IT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직무유효성과

경력개발지원 인식, 고용가능성 인식, 조직몰입, 경력몰입의 인과적 관계연

구를 통해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이 종사자의 경력몰입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β=.585, p<.01).

귀임주재원의 경력개발지원이 직무성과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성민(2011)의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이

종사자의 경력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β=.781, p<.05).

사. 경력개발지원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조직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종사자들은 호혜성의 규범, 즉 자신이 조직

으로부터 얻은 배려를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자신의 업무 외

활동에 자발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조직의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한진환, 2012), 종사자에게 투자하는 조직은 종사자의 긍정적인 보

답으로서 시민의식을 기대할 수 있다(Cropanzano & Mitchell, 2005).

경력개발지원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는 조직지원인식을 통하여 설

명할 수 있다. 조직지원인식은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과 계

산적 몰입(calculative involvement)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조직의 멤버십(organizational membership)과 역할 지위(role status)가

근로자의 자아정체감(self-identity)의 일부가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O'Reilly & Chatman, 1986), 종업원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

력을 증가할수록 조직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인정이 주어질 것

이라는 조직의 의무이행에 대한 종업원의 신뢰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Witt, 1991). 즉, 조직으로 부터 좋은 처우를 받는 종업원들은 공식적으

로 주어진 역할을 초월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매우 자발적으로 조직에

기여함으로써 조직적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Eisenberger,

et al., 1990; Wit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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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der Heijden, van Engen과 Paauwe(2009)는 해외주재원의 경력지원

인식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 연구를 통하여, 경력지원인식이

맥락적 성과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β=.239, p<.05).

한편, 경력개발지원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경력개발지원이 이론적 근간을 두고 있는 조직지원인식을 통

하여 경력개발지원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Randall, Cropanzano, Bormann과 Birjulin(1999)는 생산직 종사

자를 대상으로 조직의 정치적 구조 및 조직적 지원이 종사자의 업무태

도, 직무성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연구를 통하여,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종사자의 인식이 특정 개인에게 유익

함을 주는 조직시민행동인 OCBI와 조직전반에 유익함을 주는 조직시민

행동인 OCBO에 모두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OCBI에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1, p<.10)

Ladd와 Henry(2000)는 생산직 종사자와 정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지원인식 및 동료지원인식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는데,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전반에

유익함을 주는 조직시민행동인 OCBO에(β=.21, p<.01), 동료지원인식은

특정 개인에게 유익함을 주는 조직시민행동인 OCBI에 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β=.24, p<.01).

아.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조직에 대한 몰입은 강화나 처벌에 따르지 않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Weiner, 1982), 조직에 몰입하는 종사자의 경우 물질적 보상과 상관없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며(Podsakoff &

MacKenzie, 1994), 조직에 몰입하는 종사자는 핵심직무를 넘어서 다른

사람이 반드시 기대할 필요는 없는 타인에 대한 도움과 같은 행동들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Ng & Feldm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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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Kenzie 외(1998)는 판매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역할 내 수행과 역

할 외 수행의 선행변수 및 결과변수를 구명하는 연구를 통하여, 조직몰

입이 역할 외 수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줬다(β=.08,

p<.05). Ng와 Feldman(2011)은 정서적 몰입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실증한 64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여, 정서적 몰입과 조

직시민행동 간에는 .22의 효과크기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N=17,509, k=64, SD=.08, 95% CI=(.20, .24)).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호균, 김정인(2013)은 미국의 비영리조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인 이타주의(β=.215, p<.05), 시민의식(β=.447, p<.05)에는 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2, p>.05).

강명희, 유영란, 유지원(2013)은 연구개발 특화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멘토링과 학습조직,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연구를 통하여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제시하였다(β=.38, p<.05). 노균환, 유태용(2013)은 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시민행동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 조직몰입, 종

사자의 봉사적 가치관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에서 조직몰입이 조

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β=.26, p<.01).

김지현, 최애경(2014)은 비서를 대상으로 직무태도와 조직지원, 상사지

원, 정서적 몰입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통하여 정서적 몰입

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β=.643,

p<.001). 대기업의 제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터하습과 혁신성, 조직몰

입, 조직시민행동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한 이정금, 손승남(2014)의 연구

를 통해서는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가 나타났다(β=.338, p<.001).



- 48 -

이용탁, 주규하(2014)는 사회적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성과와 조

직몰입, 조직시민행동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β=.691, p<.001).

자. 경력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조직시민행동은 추가적으로 보이는 자발적 노력을 의미하며, 몰입의

개념은 종사자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보일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Ozdem,

2012). 자신의 경력에 몰입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력성공을 위하여 조직

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투자할 것이기 때

문에, 이는 자발적 노력으로서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Somers와 Birnbaum(1998)의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성과와 직

무몰입, 경력몰입, 조직몰입의 영향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통해서는 경력

몰입이 역할 외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5,

p<.01). Ozdem(2012)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조직몰입 및

전문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하였으며, 전문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β=.441, p<.05).

국내에서는 강종수, 류기형(2007)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경력몰입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경력몰입과 조직시민

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경력몰입은 조

직시민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β=.160, p<.001).

차.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
Kraimer 외(2011)는 비록 호혜성의 규범으로 인하여 조직적 경력개발

지원을 인식한 종사자들이 높은 직무성과 창출에 더욱 몰두할 것으로 예

측되지만, 경력개발지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메커니즘

이 자세히 구명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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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다양한 연구결과

들은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매개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ishop, Scott과 Burroughts(2000)는 생산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팀 환

경에서 종사자의 산출물과 지원, 몰입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종사자의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과 종사

자가 인식한 조직적 지원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91, p<.05).

Kawai와 Strange(2014)는 기업의 해외주재원을 대상으로 조직지원인

식이 과업성과 및 맥락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업무적응 및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 연구를 통하여 경력개발에 대한 조직지원인식이 정

서적 몰입을 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β=.267, p<.05).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경민(2010)은 기업구성원의 직무

유효성과 경력개발지원 및 고용가능성 인식의 영향을 구명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지속적 몰입(β=.174, p<.05)과 경력몰입(β=.478,

p<.05) 모두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인식과 직무유효성 간의 영향관계를 매

개한다는 보여주었다. 귀임주재원의 경력개발지원이 직무성과 및 이직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성민(2011)의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이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을 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모형

을 설계하여, 이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특히 해당 연구는 조직몰입의

개념으로 감정적 몰입과 계속적 몰입을 구분하여 잠재변인화 하였으며,

감정적 몰입과 계속적 몰입, 경력몰입은 모두 경력개발지원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현, 최애경(2014)은 비서를 대상으로 직무태도와 조직지원, 상사지

원, 정서적 몰입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통하여 정서적 몰입

이 상사지원과 조직시민행동의 영향관계를 완전매개한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β=.6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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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간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이 갖는 매개효

과를 구명한 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경력개발지원이 개념상의 근거를 두

고 있는 조직지원인식을 통하여 그 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

카. 선행연구 종합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의 인과

적 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표 Ⅱ-1>과 같다.

구분 선행연구

경력개발지원

→직무성과

Kawai & Strange(2014), Kraimer et al.(2011), Manyasi et al.(2013),

Saleem & Amin(2013), Sturges et al.(2005), 이순구(2013)

조직몰입

→직무성과

Fu & Deshpande(2013), Imran et al.(2014), 박성민(2011), 서경민(2010),

전희원, 이호길(2014)

경력몰입

→직무성과

Darden et al.(1989), Somers & Birnbaum(1998), 박성민(2011), 서경민(2010),

이수광, 최우성(2006)

조직시민행동

→직무성과
Chiang & Hsieh(2012), Ozer(2011), 우석봉(2000), 이병훈(2014)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Sturges et al.(2000), Sturges et al.(2005), De Vos et al.(2009),

Spell et al.(2014), 김창훈(2008), 문재승, 최석봉(2012), 박성민(2011),

서경민(2010)

경력개발지원

→경력몰입

Colarelli & Bishop(1990), Aryee & Tan(1992), 김창훈(2008), 박성민(2011),

서경민(2010)

경력개발지원

→조직시민행동
van der Heijden et al.(2009), Randall et al.(1999), Ladd & Henry(2000)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MacKenzie et al.(1998), Ng & Feldman(2011), 강명희, 유영란, 유지원(2013),

김지현, 최애경(2014), 김호균, 김정인(2013), 노균환, 유태용(2013), 이용탁,

주규하(2014), 이정금, 손승남(2014),

경력몰입

→조직시민행동
Ozdem(2012), Somers & Birnbaum(1998), 강종수, 류기형(2007)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Bishop et al.(2000), 김지현, 최애경(2014)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직무성과

Kawai & Strange(2014), 박성민(2011), 서경민(2010)

경력개발지원

→경력몰입

→직무성과

박성민(2011), 서경민(2010)

<표 Ⅱ-1>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의

인과적 관계 선행연구 종합



[그림 Ⅲ-1]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 간 인과적 관계의 가설적 모형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향관계에 따른 가설적 연구

모형을 [그림 Ⅲ-1]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르면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지원개발은 직무성과와 조

직몰입, 경력몰입,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조직몰입은 경력몰입, 조직시민행동,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력몰입은 조직시민행동,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며, 조직시민행동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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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력개발지원은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이다. 대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법에 근거

하여 상시 종사자 수 및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방법(중소기업청, 2014), 1000대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법(대한

상공회의소, 2014)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중소기업법에 근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시 종사자 수가 300명 이하

인 경우를 중소기업, 이상인 경우를 대기업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이 인원수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으며 구분된 대기업 집단이 대기업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1000대 기업(매출액순)을 연구의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집방법은 조사대상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비확률

적 표집 중 편의표집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

여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구조방정식의 경우 적정 표집 수는 모델의 복

잡성, 크기, 통계적 검정력, 모델적합도, 다변량정규성의 충족 여부, 추정

법 등에 따라 달라진다(배병렬, 2006).

모형적합도의 경우, 통계적 검증이 가능한 지표인 χ2검정통계량은 표

본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며, 특히 500개 이상의 표본을 사용할 경

우 모델에 관계없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이에 따라 500개 이하의

표본이 사용될 것이 권장된다.

Joreskog와 Sorbom(1989)은 표본크기 선정에 있어 관측변인의 수(이

하 q)에 따라 규칙을 부여하였는데, 관측변인의 수가 12개 이하일 경우



- 53 -

에는 적어도 200개, 1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적어도 1.5q(q+1)은 되어야 한

다고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찰변인의 수가 15개이므로, 360명을

표집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따라서 360명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평균 회수율과 유효자료율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500명으로 표

집의 크기를 설정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종사자들이 인식한 직무성과와 그 관련 변인들

과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표 Ⅲ-1>과 같은 측정도구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경력개발지원 척도, 조직몰입 척도, 경력몰입 척도,

조직시민행동 척도, 그리고 직무성과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인

구통계학적 특성 척도도 질문지에 포함되었다.

구분 문항 수 문항 번호 출처

직무성과 직무성과 7 Ⅰ-1-7
Williams &

Anderson(1991)

경력개발지원

전략적 체계성

운영적 체계성

성장기회

상사지원

4

4

4

9

Ⅱ-1-4

Ⅱ-5-8

Ⅱ-9-12

Ⅱ-13-21

서경민(2010),

Greenhaus,

Parasuraman &

Wornley(1990)

조직몰입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5

5

Ⅲ-1-5

Ⅲ-6-10

Allen & Meyer(1990)

Lee, Allen, Meyer &

Rhee(2001)

경력몰입

경력정체성

경력탄력성

경력계획

4

4

4

Ⅳ-1-4

Ⅳ-5-8

Ⅳ-9-12

Carson &

Bedeian(1994)

조직시민행동

양심

스포츠맨십

시민의식

예의

이타주의

5

5

4

5

5

Ⅴ-1-5

Ⅴ-6-10

Ⅴ-11-14

Ⅴ-15-19

Ⅴ-20-14

Podsakoff,

ManKenzie,

Moorman &

Fetter(1990)

인구통계학적 변인 5 Ⅵ-1-5

<표 Ⅲ-1> 조사 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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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성과
직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Williams와 Anderson(1991)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Williams와 Anderson(1991)의 척도는 개인이 직무

상에서 행하는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역할 내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

로, 총 일곱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Williams와 Anderson(1991)

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해당 척도의 요인이 1개로 구성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표 Ⅲ-6>과 같이 나타났으며,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879로 적절

하게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61) 본조사(n=322)

직무성과 .843 .879

<표 Ⅲ-6> 조직시민행동의 내적일치도 계수

나. 경력개발지원
경력개발지원은 국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서경민(2010)의 도구

를 재구성하였다. 서경민(2010)은 경력개발지원의 구성요소를 전략적 체

계성, 운영적 체계성, 성장기회, 상사지원으로 두었다. 이 중 상사지원은

6개의 문항으로 측정되는데, 원문으로부터 누락된 상사지원의 3개 문항이

본 연구에서 활용되기에 적절하다는 판단을 거쳐, 상사지원은 원문의 문

항을 다시 번안하여 활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될 경력개발지

원의 측정 도구는 전략적 체계성, 운영적 체계성, 성장기회를 측정하는

각각 4개의 문항과 상사지원을 측정하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표 Ⅲ-2>와 같

이 나타났으며,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774~.938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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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61) 본조사(n=322)

경력개발지원 .962 .938

전략적 체계성 .933 .885

운영적 체계성 .877 .774

성장기회 .916 .867

상사지원 .952 .900

<표 Ⅲ-2> 경력개발지원의 내적일치도 계수

다. 조직몰입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조직몰입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는 인식이

확대되면서(Wasti, 2005; Gellatly, Meyer & Luchak, 2006; Somers,

2010; Russo, Vecchione & Borgogni, 2013) 가장 대표적인 다차원 접근

법이라고 할 수 있는 Allen과 Meyer(1990) 도구의 사용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조직몰입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았으

며, 측정에는 Allen과 Meyer(1990)의 3요인 도구를 한국에 실정에 맞게 번

안 및 재구성하여 타당성을 검증받은 Lee, Allen, Meyer와 Rhee(2001)의

도구에서의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을 측정한 문항들을 활용하기로 하

였다. Lee, Allen, Meyer와 Rhee(2001)의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이 정서적

몰입 5개 문항, 지속적 몰입 5개 문항, 규범적 몰입 5개 문항 등 총 15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되며, 내적일치도는 정서적 몰입 .84, 지속적 몰입 .77, 규

범적 몰입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표 Ⅲ-3>과 같

이 나타났으며,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766~.852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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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61) 본조사(n=322)

조직몰입 .881 .852

정서적 몰입 .862 .819

지속적 몰입 .801 .766

규범적 몰입 .808 .793

<표 Ⅲ-3> 조직몰입의 내적일치도 계수

라. 경력몰입
기존 경력몰입의 측정은 주로 Blau(1985, 1988)의 1요인 도구를 활용한

것이 대다수이지만, 최근 경력몰입 역시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

다는 견해(Allen & Meyer, 1997; Blau, 2001)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도 역시 경력몰입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경력몰입을 경력

정체성, 경력탄력성, 경력계획의 3가지 요인으로 측정한 Carson과

Bedeian(1994)의 도구를 번안하여 활용하기로 하였다. Carson과

Bedeian(1994)의 도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경력몰입을 3개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경력정체성의 경우 .79, 경력탄력

성 .79, 경력계획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표 Ⅲ-4>와 같이

나타났으며,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781~.885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61) 본조사(n=322)

경력몰입 .885 .873

경력탄력성 .828 .746

경력계획 .877 .864

경력정체성 .876 .832

<표 Ⅲ-4> 경력몰입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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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Organ(1988)의 개념구조에

따라 Podsakoff, ManKenzie, Moorman과 Fetter(1990)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을 이타주의, 양심,

스포츠맨십, 예의, 시민의식의 5가지 요인으로 측정하였으며, 확인적 요

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각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이타주의

의 경우 .85, 양심의 경우 .82, 스포츠맨십 .85, 예의 .85, 시민의식 .7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표 Ⅲ-5>와 같이

나타났으며,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642~.818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61) 본조사(n=299)

조직시민행동 .870 .818

이타주의 .897 .775

양심 .590 .642

스포츠맨십 .784 .689

예의 .856 .765

시민의식 .749 .777

<표 Ⅲ-5> 조직시민행동의 내적일치도 계수

4. 자료수집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편조

사 및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을 활용하여 실시되었다. 표본집단이

되는 기업의 협력자에게 협조를 구하여 기업당 설문 가능한 인원을 파악

하여 30~80명씩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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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다른 방법에 비해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회

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설문을 완료한 사람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설문조사의 협조

에 차별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사람에게

도 동일한 선물을 제공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3개 대기업에서 80부를 배포하여 63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61부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본조사에서는 12

개 기업에서 500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그 중 388명(77.6%)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66부를 제외하고

총 322부(64.4%)를 사용하여 최종분석을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6>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64.6%)

이 여성(35.4%)에 비해 많았다. 연령은 25세 이상~30세 미만이 46.3%로

가장 많았으며, 30세 이상~35세 미만이 18.9%, 35세 이상~40세 미만이

14.3%, 40세 이상이 9.6%, 25세 미만이 10.9%로 나타났다. 최종학위는

학사가 64.3%로 가장 많았고, 석사가 19.9%, 전문/산업학사가 11.2%, 박

사가 4.7%로 나타났다. 직급은 사원이 46.0%로 가장 많았고, 대리가

24.5%, 과장이 14.0%, 차장이 5.9%, 팀장 이상이 9.6%로 그 뒤를 이었

다. 근속연수는 1년 이상~3년 미만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

상~5년 미만이 23.6%, 5년 이상~10년 미만이 12.4%, 1년 미만이 10.9%,

10년 이상이 7.8%,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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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08 64.6%

여성 114 35.4%

계 322 100.0%

연령

25세 미만 35 10.9%

25세 이상~30세 미만 149 46.3%

30세 이상~35세 미만 61 18.9%

35세 이상~40세 미만 46 14.3%

40세 이상 31 9.6%

계 322 100.0%

최종학위

고졸 이하 - -

전문/산업학사 36 11.2%

학사 207 64.3%

석사 64 19.9%

박사 15 4.7%

계 322 100.0%

직급

사원 148 46.0%

대리 79 24.5%

과장 45 14.0%

차장 19 5.9%

팀장 이상 31 9.6%

계 322 100.0%

근속연수

1년 미만 35 10.9%

1년 이상~3년 미만 146 45.3%

3년 이상~5년 미만 76 23.6%

5년 이상~10년 미만 40 12.4%

10년 이상 25 7.8%

계 322 100.0%

<표 Ⅲ-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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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PASW Statistics 18.0 및 AMOS

20.0을 활용하였고 모든 결과는 5%의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실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통계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입력자료로는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구

조방정식 입력자료로는 상관행렬과 공분산행렬이 활용되지만 본 연구에

서는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표준오차를 구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방법을

활용하였기에 원자료를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을 때 매우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전반적인 적합도, 변인들 사이의 직접효

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하여 복잡한 변인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방정식은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잠재변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측정오차를 분리하여 판단하

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선택몰입을 이끄는 심리적인 과정

을 구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실제 측정하기 어려운 심리적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구명하여 이론적 모델을 만드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구조방

정식 모형 분석의 이 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이 단계 접근법은 측정

모형을 먼저 검토하여 개념측정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한 후 구조모형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오류가 발생할 시 오류의 원인이

측정의 오류에서부터 발생하였는지 또는 인과관계 설정의 오류에서 발생

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연구결과 해석의 정확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동시에 분석하는 일 단계 접근법보다 이

단계 접근법이 본 연구에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실제 구조방정

식 모형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분석이 필요로 하는 몇 가지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구조방정식 분석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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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회귀분석을 동시에 하는 분석으로서 회귀모형이 필요로 하는 가

정을 구조방정식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1) 입력자료 준비, 2) 측정모형 분석, 3) 구조모형분석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가. 입력자료 준비
본 연구에서 사용할 구조방정식은 변인들의 선형적 결합을 통해 모수

를 추정하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가정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입력 자료를 준비하였다.

첫 번째로 결측치를 확인했다. 결측치는 이용 가능한 표본을 감소시키거

나 응답자의 정보를 담아내지 못하여 잘못된 분석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측치를 확인하여 적절한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측치를 임의 결측치라고 가정하고 평균대치법(mean substitution)

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이는 결측이 관측되어진 자료와 관련이 있다고 보

고 이에 따라 평균을 활용하여 결측치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했다. 구조방정식은 변인들의 선형적

결합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며 이러한 선형적 결합을 위해서는 다변량 정

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변량 정규성이란 모든 단변량 분포가 정규분

포를 따르고, 조합된 변인들의 결합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라야 하며 2개

의 변인들이 동시에 이루는 결합분포가 모두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만족

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모든 결합 빈도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각 변인의 단변량 분포를 살펴봄으

로써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하는

지표인 왜도(skew)와 첨도(kurtosis)를 활용하였으며 정규성의 기준으로

는 Curran, West와 Finch(1996)가 제시한 왜도지표 ┃3.0┃이내, 첨도지

표 ┃8.0~20.0┃ 이내로 설정하였다.

세 번째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했다. 다중공선성이란 종속변인을 설명하

는 독립변인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 62 -

독립변인들의 높은 상관관계는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잘못된 분석을 유도할 수 있다(김준우, 2007). 이에 따라 다중공

선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진단하

기 위해 공차(>.10)와 분산팽창지수(VIF<10)를 활용하였다.

나.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 분석은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변인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설

계된 측정모형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즉 측정모형 분석이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인인 직무성과,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조직시민행동을 측정하는 관찰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합하게 측정하는

지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측정모형을 설정했다. 측정모형설정이란 잠재변인, 관찰변

인, 오차를 활용하여 잠재변인이 관찰변인을 설명하는 형태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올바르게 측정하

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회귀분석이나 경로분석에서는 이러한 측정

오차가 없음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으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이러한 오차를 제거하기 때문에 더욱 신뢰

로운 분석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

로는 잠재변인에서 관찰변인으로의 경로계수가 도출되는데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적재량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측정오차가 구해진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잠재변인이

관찰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관찰변인들이 잠

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세 번째로 신뢰도 분석 및 타당도 분석을 시행했다. 이는 관찰변인들이

추상적 개념인 잠재변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가를 분석하는 작

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적재량, 잠재변인간의 상관, 다중상관제곱(R2)

을 확인하여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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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조(이론)모형 분석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변인, 즉 잠재변인을 관찰변인들이 올바

르게 측정하였는지 확인한 후에는 실재 본 연구의 가설인 연구모형의 적

합성, 잠재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모형을 분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조모형 분석은 측정모형을 통해 구성된 개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구조(이론)모형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진

행하였다.

첫 번째로 구조(이론)모형을 설정했다. 구조(이론)모형을 설정한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직무성과,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조직시민행동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력개발지원을

외생변수로, 조직몰입과 경력몰입, 조직시민행동, 직무성과를 내생변수로

구조(이론)모형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모수를 추정했다. 모수추정을 위해서 활용될 입력자료로는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모형분석에서는

모수, 즉 경로계수, 분산, 공분산, 오차, 잔차를 구하게 된다. 이러한 모수

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

였다. 최대우도법이란 입력자료인 관찰변인의 상관행렬과 가능한 완벽하

게 일치하는 상관행렬을 재생산 할 수 있도록 모수를 추정하여 모형 적

합도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여러 번의 계산을 통해 최적

의 값이 나올 때 까지 진행된다. 특히 최소제곱법에 비해 최대우도법은

다변량정규성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모형 내에 존재하는 잔차들이 모두

정규분포 한다면 최소제곱법과 같은 모수를 도출하며 통계적 검증이 가

능하기에 본 연구에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세 번째로 모형을 평가했다. 이는 추정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

고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우선 추정된 경로계수의 유의성은

임계비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 검정통계량은 모수를 표준오차

로 나눈 값을 활용하고 Z분포를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수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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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유의미한 경로계수를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설정된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도출된 상관행렬이 입력한 상관행렬 자료와 일치하는가

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활용한다. 즉 모수추정의 결과 모형에

의해 생산된 모형상관행렬이 실제로 측정된 표본상관행렬과 일치하는가

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설적으로 새운 모형이 실제 자료의 정

보와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카이제곱검정은 통계적 유의

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례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관찰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따라 카이제

곱검정이외에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를 고려하여 모형

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단 이러한 적합지수들은 통계적 유

의성에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카이제곱검정과 함께 이러

한 적합지수들은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표 Ⅲ-7>과 같은 기준으로 적합지수들을 활용하였다.

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절대적합기준

GFI(Goodness of Fit Index) ≥ 0.9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0.9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9

증분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 0.9

IFI(Incremental Fit Index) ≥ 0.9

TLI(Tucker & Lewis Index) ≥ 0.9

CFI(Comparative Fit Index) ≥ 0.9

간명적합지수

PRATIO(Parsimony Ratio) ≥ 0.5, 0.6

PNFI(Parsimony NFI) ≥ 0.5, 0.6

PCFI(Parsimony CFI) ≥ 0.5, 0.6

<표 Ⅳ-1> 측정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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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팬텀변수는

일종의 가상의 변수로, 모델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

인데, 이를 활용하면 변수 간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 그 경로를 파

악할 수 있으며, 매개효과의 효과크기 뿐만 아니라 유의도 까지도 판정

해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정된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팬텀변수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각 경로별 매개효과의 크기와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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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관찰변인의 일반적 특성

가.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직무성과,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직무성과의 평균은 27.98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3.48, 5점 환산

평균은 4.00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경력개발지원은 조직 내 경력개발제도의 전략적 체계성과 운영적 체계

성, 조직 내에서의 성장기회와 상사의 지원에 대한 수준의 인식으로 측

정하였다. 전략적 체계성의 평균은 14.29점, 표준편차는 3.34, 5점 환산

평균은 3.57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운영적 체계성의 평균은 13.49점,

표준편차는 3.11, 5점 환산 평균은 3.57로 보통 수준이었다. 성장기회의

평균은 14.59점, 표준편차는 3.14, 5점 환산 평균은 3.65로 다소 높은 수

준이었다. 상사지원의 평균은 31.80점, 표준편차는 6.23, 5점 환산 평균은

3.53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조직몰입은 대기업 종사자가 자신의 조직에 대해 인식하는 정서적 몰

입과 규범적 몰입의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정서적 몰입의 평균은 18.11,

표준편차는 3.18, 5점 환산 평균은 3.62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지속적

몰입의 평균은 17.35, 표준편차는 3.53, 5점 환산 평균은 3.47로 다소 높

은 수준이었다. 규범적 몰입의 평균은 17.31점, 표준편차는 3.59, 5점 환

산 평균은 3.59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경력몰입은 대기업 종사자가 경력선상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회복탄

력성, 자신의 경력선상에 대해 갖는 경력계획, 그리고 자신의 경력을 통

하여 느끼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측정하였다. 경력탄력성의 평균은 15.05

점, 표준편차는 2.56, 5점 환산 평균은 3.76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경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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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평균은 13.79점, 표준편차는 3.06, 5점 환산 평균은 3.45로 다소 높

은 수준이었다. 경력정체성의 평균은 14.91점, 표준편차는 2.44, 5점 환산

평균은 3.73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조직시민행동은 대기업 종사자가 조직생활에 있어 보이는 이타주의와

양심, 스포츠맨십, 예의, 시민의식 행동에 대한 인식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이타주의의 평균은 19.27점, 표준편차는 2.27, 5점 환산 평균은 3.85로 높

은 수준이었다. 양심의 평균은 18.97점, 표준편차는 2.08, 5점 환산 평균은

3.79로 높은 수준이었다. 스포츠맨십의 평균은 19.55점, 표준편차는 2.72, 5

점 환산 평균은 3.91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예의의 평균은 20.61점, 표준편

차는 2.04, 5점 환산 평균은 4.12로 높은 수준이었다. 시민의식의 평균은

15.24점, 표준편차는 2.26, 5점 환산 평균은 3.81로 높은 수준이었다.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5점 환산

평균

이론적

구간

직무성과 27.98 3.48 15 35 4.00 7-35

경력개발

지원

전략적 체계성 14.29 3.34 4 20 3.57 4-20

운영적 체계성 13.49 3.11 5 20 3.37 4-20

성장기회 14.59 3.14 4 20 3.65 4-20

상사지원 31.80 6.23 14 44 3.53 9-45

조직몰입

정서적 몰입 18.11 3.18 8 25 3.62 5-25

지속적 몰입 17.35 3.53 8 25 3.47 5-25

규범적 몰입 17.31 3.59 6 25 3.46 5-25

경력몰입

경력탄력성 15.05 2.56 8 20 3.76 4-20

경력계획 13.79 3.06 5 20 3.45 4-20

경력정체성 14.91 2.44 6 20 3.73 4-20

조직시민

행동

이타주의 19.27 2.27 14 25 3.85 5-25

양심 18.97 2.08 12 25 3.79 5-25

스포츠맨십 19.55 2.72 13 25 3.91 5-25

예의 20.61 2.04 15 25 4.12 5-25

시민의식 15.24 2.26 9 20 3.81 4-20

<표 Ⅳ-2>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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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찰변인의 정규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관찰변인의 다변량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관찰변인의

왜도(skew)와 첨도(kurtosis)를 활용하여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본래

다변량 정규성은 모든 단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조합된 변인들의

결합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라야 하며 2개의 변인들이 동시에 이루는 결합분

포가 모두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모든 결합 빈도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어렵기에 본 연구에서는 관찰변인

의 단변량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Kline, 2005).

관찰변인 min max
왜도 첨도

지수 c.r. 지수 c.r.

직무성과 15 35 -0.631 -4.619 1.793 6.569

경력개발

지원

전략적 체계성 4 20 -0.388 -2.839 -0.073 -0.266

운영적 체계성 5 20 -0.422 -3.094 -0.346 -1.267

성장기회 4 20 -0.285 -2.091 -0.317 -1.161

상사지원 14 44 -0.468 -3.426 0.102 0.372

조직몰입

정서적 몰입 8 25 -0.29 -2.127 -0.025 -0.093

지속적 몰입 8 25 -0.283 -2.074 -0.374 -1.369

규범적 몰입 6 25 -0.443 -3.245 -0.133 -0.489

경력몰입

경력탄력성 8 20 -0.479 -3.512 0.022 0.081

경력계획 5 20 -0.293 -2.143 -0.472 -1.728

경력정체성 6 20 -0.746 -5.467 0.806 2.951

조직시민

행동

이타주의 14 25 -0.098 -0.716 -0.038 -0.140

양심 12 25 0.062 0.452 -0.301 -1.103

스포츠맨십 13 25 0.153 1.124 -0.098 -0.36

예의 15 25 0.433 3.172 0.527 1.929

시민의식 9 20 0.239 1.754 0.034 0.123

다변량 정규성 28.902 10.805

<표 Ⅳ-3> 관찰변인의 단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검사결과

일반적으로 단변량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왜도(skew)와 첨도

(kurtosis)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경험적 기준에 따르면 왜도지표 ┃3.0

┃이내, 첨도지표 ┃8.0~20.0┃ 이내의 경우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또한 Hong, Malik, Lee(2003)

는 왜도 2, 첨도 4이내의 기준을 만족하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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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표 Ⅳ-3>을 보면 본 연구에서

활용된 관찰변인의 왜도와 첨도가 나타나 있는데 왜도의 절대값 지수는

.062-.746, 첨도의 절대값 지수는 .022-1.793로서 본 연구의 자료는 단변

량 정규성 기준을 만족한다. 단 첨도값을 통해 제시된 다변량 정규성의

경우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대우도법

의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지만 적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가정을 벗어난다고 해도 미지수 추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제시된다

(김계수, 2010). 실제 Hair, Black, Babin, Anderson과 Tatham(2010)은

데이터가 다변량 정규성을 벗어날 때의 적정표본을 추정해야 되는 모수

와 응답자수의 비율을 1:15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표본의

크기가 요구되는 표본의 크기보다 매우 적으므로 최대우도법을 활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다변량 정규성을 이탈하

는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는 일반최소자승법(GLS), 점근분포자유법(ADF),

AMO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등이 있다(배병렬,

2009). Nevitt과 Hancock(2004)은 비정규 자료를 처리하는 데 있어 부트

스트래핑이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다.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구조방정식 모형의 안정적인 분석을 위해 관찰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이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독립변인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독립변인들의 높은 상관관

계는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된 분석을 유

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준우, 2007). 다중공선성이란 종속변인을 설명

하는 독립변인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립변인들의 높은 상관관계는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잘못된 분석을 유도할 수 있다(김준우, 2007). 이에 따라 다중공

선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10)와 분산팽창지수(VIF<10)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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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는 <표 Ⅳ-4>와 같다. 이를 보면 공차의 경우 .247-.744로 나

타났고, 분산팽창지수의 경우 1.345-4.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

한 기준인 공차 .10이상, 분산팽창지수 10이하를 만족하기에 심각한 다중

공선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변인 공차 분산팽창지수(VIF)

경력개발지원

전략적 체계성 .239 4.182

운영적 체계성 .282 3.547

성장기회 .503 1.990

상사지원 .500 1.999

조직몰입

정서적 몰입 .578 1.731

지속적 몰입 .109 9.137

규범적 몰입 .112 8.957

경력몰입

경력탄력성 .449 2.229

경력계획 .461 2.171

경력정체성 .529 1.891

조직시민

행동

이타주의 .736 1.358

양심 .654 1.528

스포츠맨십 .555 1.800

예의 .699 1.430

시민의식 .601 1.663

주: 종속변수는 직무성과임

<표 Ⅳ-4>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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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찰변인간의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기초행렬의 되는 상관행렬은 <표 Ⅳ-5>와 같다.

관찰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직무성과 1.00

2. 경력개발지원 0.18** 1.00

3. 전략적 체계성 0.18** 0.84*** 1.00

4. 운영적 체계성 0.19*** 0.85*** 0.82*** 1.00

5. 성장기회 0.15** 0.81*** 0.58*** 0.63*** 1.00

6. 상사지원 0.11* 0.88*** 0.59*** 0.57*** 0.61*** 1.00

7. 조직몰입 0.22*** 0.60*** 0.61*** 0.51*** 0.44*** 0.48*** 1.00

8. 정서적 몰입 0.21*** 0.42*** 0.41*** 0.35*** 0.30*** 0.37*** 0.80*** 1.00

9. 지속적 몰입 0.19*** 0.58*** 0.61*** 0.51*** 0.42*** 0.45*** 0.95*** 0.61*** 1.00

10. 규범적 몰입 0.21*** 0.60*** 0.61*** 0.51*** 0.46*** 0.48*** 0.94*** 0.59*** 0.94*** 1.00

11. 경력몰입 0.29*** 0.59*** 0.56*** 0.52*** 0.43*** 0.49*** 0.52*** 0.35*** 0.51*** 0.54*** 1.00

12. 경력탄력성 0.28*** 0.50*** 0.42*** 0.43*** 0.35*** 0.46*** 0.47*** 0.37*** 0.42*** 0.46*** 0.87*** 1.00

13. 경력계획 0.23*** 0.55*** 0.56*** 0.51*** 0.41*** 0.42*** 0.47*** 0.27*** 0.48*** 0.50*** 0.91*** 0.60*** 1.00

14. 경력정체성 0.23*** 0.42*** 0.44*** 0.30*** 0.27*** 0.38*** 0.52*** 0.44*** 0.49*** 0.48*** 0.57*** 0.54*** 0.48*** 1.00

15. 조직시민행동 0.37*** 0.42*** 0.41*** 0.35*** 0.27*** 0.37*** 0.47*** 0.36*** 0.46*** 0.45*** 0.44*** 0.42*** 0.38*** 0.41*** 1.00

16. 이타주의 0.65*** 0.22*** 0.15** 0.17** 0.15** 0.23*** 0.20*** 0.21*** 0.17** 0.16** 0.22*** 0.29*** 0.12* 0.22*** 0.46*** 1.00

17. 양심 0.25*** 0.19*** 0.16** 0.15** 0.11* 0.18*** 0.27*** 0.21*** 0.26*** 0.26*** 0.23*** 0.22*** 0.19*** 0.23*** 0.77*** 0.34*** 1.00

18. 스포츠맨십 0.30*** 0.41*** 0.51*** 0.41*** 0.20*** 0.31*** 0.44*** 0.33*** 0.44*** 0.42*** 0.50*** 0.45*** 0.45*** 0.49*** 0.66*** 0.25*** 0.30*** 1.00

19. 예의 0.23*** 0.15** 0.07 0.10 0.11* 0.17** 0.15** 0.16** 0.12* 0.12* 0.10 0.16** 0.04 0.10 0.71*** 0.30*** 0.52*** 0.22*** 1.00

20. 시민의식 0.25*** 0.41*** 0.35*** 0.29*** 0.32*** 0.38*** 0.43*** 0.29*** 0.42*** 0.44*** 0.36*** 0.33*** 0.32*** 0.27*** 0.71*** 0.42*** 0.46*** 0.21*** 0.38*** 1.00

주1) *p<.05, **p<.01, ***p<.001

<표 Ⅳ-5> 관찰변인의 상관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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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이 연구에서는 잠재변인, 관찰변인, 오차를 활용하여 잠재변인이 관찰

변인을 설명하는 형태의 방정식을 구성하여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신뢰

롭고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주1) 직무성과의 경우 하나의 관찰변인으로 잠재변인을 도출하기에 요인적재량

을 1로 지정하고 오차분산은 ‘(1-신뢰도)관찰변인의 분산’공식을 활용하여

지정하였음

주2) 지표변인으로서 통계적 검증 불가

주3)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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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상관행렬이 표본상관행렬에 얼마나 부합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에서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GFI, AGFI, RMSEA, NFI, IFI, TLI, CFI,

PRATIO, PNFIP, PCFI의 총 10개로서 이를 확인하면 <표 Ⅳ-6>과 같

다. 절대적합기준 적합도의 경우 적합도 판단 기준에는 못 미치나, 그 오

차가 10%내외라는 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 지수들이라는 판단 하에, 양

호하다는 해석을 도출하였다. 증분적합지수 및 간명적합지수의 적합도는

본 모형이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다고 제시하여 본 측정모

형이 생산하는 모형상관행렬은 표본상관행렬과 매우 부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적합도 지수 해석

절대

적합

기준

GFI(Goodness of Fit Index) ≥ 0.9 .898 양호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0.9 .848 양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9 .084 적합

증분

적합

지수

NFI(Normed Fit Index) ≥ 0.9 .908 적합

IFI(Incremental Fit Index) ≥ 0.9 .934 적합

TLI(Tucker & Lewis Index) ≥ 0.9 .904 적합

CFI(Comparative Fit Index) ≥ 0.9 .933 적합

간명

적합

지수

PRATIO(Parsimony Ratio) ≥ 0.5, 0.6 .692 적합

PNFI(Parsimony NFI) ≥ 0.5, 0.6 .628 적합

PCFI(Parsimony CFI) ≥ 0.5, 0.6 .646 적합

<표 Ⅳ-6> 측정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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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모형의 타당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모형에서는 여려 개의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

을 측정하는 방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타당성 있게 측정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요인부하량 및 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판단하

고 잠재변인 간 상관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판단하였다.

수렴타당도란 각 관찰변인이 하나의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 것을 의

미하며 이는 요인부하량의 크기 및 통계적 검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Bagozzi와 Yi(1991)에 따르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요인부하량이

.50 이상, .95이하일 때 수렴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는 모든 관찰변인의 요인적재량이 .509에서 .842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

어 수렴타당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7). 단 직무성과의 경우

관찰변인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수렴타당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신뢰도가 높

고 선행연구에서 타당도가 확인된 바 있기에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가정한다.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경력개발

지원

전략적 체계성 0.713 .908 0.052 13.774***

운영적 체계성 0.637 .870 0.047 13.432***

성장기회 0.495 .670 0.046 10.799***

상사지원 1 .668 - -

조직몰입

정서적 몰입 0.589 .613 0.044 13.295***

지속적 몰입 1.006 .971 0.027 37.674***

규범적 몰입 1 .965 - -

경력몰입

경력탄력성 1.201 .760 0.107 11.267***

경력계획 1.467 .786 0.127 11.566***

경력정체성 1 .666 - -

조직시민

행동

이타주의 1.268 .793 0.151 8.385***

양심 0.855 .641 0.119 7.211***

스포츠맨십 1.009 .565 0.156 6.458***

예의 0.702 .533 0.115 6.111***

시민의식 1 .667 - -

주1) 직무성과는 지표변인으로서 통계적 검증 불가

주2) *p< .05, **p< .01, ***p< .001

<표 Ⅳ-7>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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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타당도란 각 관찰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타 잠재변인과 적절하게

구별하여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잠재변인간의 상관을 통해

알 수 있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간의 추정된 상

관계수는 높은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본 측정모형은 보

통의 변별타당도를 가졌다고 판단된다.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직무성과 ↔ 경력개발지원 .246

직무성과 ↔ 조직몰입 .220

직무성과 ↔ 경력몰입 .369

직무성과 ↔ 조직시민행동 .366

경력개발지원 ↔ 조직몰입 .620

경력개발지원 ↔ 경력몰입 .694

경력개발지원 ↔ 조직시민행동 .522

조직몰입 ↔ 조직시민행동 .527

경력몰입 ↔ 조직시민행동 .566

<표 Ⅳ-8>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3. 구조(이론)모형 분석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변인, 즉 잠재변인을 관찰변인들이 올바

르게 측정하였는지 확인한 후에는 실재 본 연구의 가설인 연구모형의 적

합성, 잠재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이론)모형을 분

석 했다. 이에 따라 앞서 연구의 모형에서 설정된 구조(이론)모형을 바탕

으로 AMOS 20.0를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

으로는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고 결과는 다

음 [그림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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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구조(이론)모형 분석 결과

주1) 지표변인으로서 통계적 검증 불가

주2) *p< .05, **p< .01, ***p< .001

가설 1: 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조직몰입, 경력몰입,

조직시민행동 및 직무성과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구조(이론)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상관행렬이 표본상관행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이론)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GFI, AGFI, RMSEA, NFI, IFI,

TLI, CFI, PRATIO, PNFIP, PCFI의 총 10개로서 이를 확인하면 <표 Ⅳ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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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적합도 지수 해석

절대

적합

기준

GFI(Goodness of Fit Index) ≥ 0.9 .902 적합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0.9 .845 양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9 .085 적합

증분

적합

지수

NFI(Normed Fit Index) ≥ 0.9 .901 적합

IFI(Incremental Fit Index) ≥ 0.9 .940 적합

TLI(Tucker & Lewis Index) ≥ 0.9 .910 적합

CFI(Comparative Fit Index) ≥ 0.9 .943 적합

간명

적합

지수

PRATIO(Parsimony Ratio) ≥ 0.5, 0.6 .722 적합

PNFI(Parsimony NFI) ≥ 0.5, 0.6 .692 적합

PCFI(Parsimony CFI) ≥ 0.5, 0.6 .650 적합

<표 Ⅳ-9> 측정모형의 적합도

절대적합기준 적합도는 모두 적합 혹은 양호, 증분적합지수 적합도와

간명적합지수의 적합도는 모두 적합하다고 제시되어 본 구조(이론)모형

이 생산하는 모형상관행렬은 표본상관행렬과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간의 인과적 관

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으며 가설

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가설 1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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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 
간의 영향관계
구조(이론)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상관행렬이 본 자료의 상관행렬과 부

합하다는 가설이 검증되어 추정된 구조(이론)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하

였다. 경로계수 분석 결과 10개의 경로 중 6개 경로의 경로계수는 유의

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개 경로의 경로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0> 참고).

가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2-1 경력개발지원 → 직무성과 -.012 -.015 .085 -.144

2-2 조직몰입 → 직무성과 -.137 -.136 .075 -1.828

2-3 경력몰입 → 직무성과 .048 .034 .152 .313

2-4 조직시민행동 → 직무성과 1.597 .745 .214 7.458***

2-5 경력개발지원 → 조직몰입 .509 .640 .050 10.096***

2-6 경력개발지원 → 경력몰입 .409 .715 .043 9.471***

2-7 경력개발지원 → 조직시민행동 -.033 -.088 .047 -.696

2-8 조직몰입 → 조직시민행동 .103 .218 .040 2.579**

2-9 경력몰입 → 조직시민행동 .318 .487 .078 4.079***

주: *p< .05, **p< .01, ***p< .001

<표 Ⅳ-10> 구조(이론)모형의 경로계수

가설 2-1: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직무성과의 표준화 경로계수

는 -.015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가설 2-1을 기각하였다. 즉, 대기업 종

사자가 인식한 조직시민행동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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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몰입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136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가설 2-2를 기각하였다. 즉,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몰입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2-3: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몰입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몰입과 직무성과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34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가설 2-3을 기각하였다. 즉,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몰입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2-4: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시민행동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의 표준화 경로계수

는 .745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4를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시민행동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5: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조직몰입의 표준화 경로계수

는 .640으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5를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시민행동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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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6: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경력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경력몰입의 표준화 경로계수

는 .715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3을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시민행동은 경력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7: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조직시민행동의 표준화 경로계수

는 -.088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가설 2-7를 기각하였다. 즉, 대기업 종사자가 인

식한 조직시민행동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2-8: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의 표준화 경로계수

는 .218로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

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6을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9: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의 표준화 경로계수

는 .487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

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8을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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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 경력몰입,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
구조(이론)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 3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

계수의 효과를 분해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해된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서는 팬텀변수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팬텀변수를 활용

한 분석은 여러 가지의 매개변수가 있을 시에 각각의 매개변수에 의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제공하지 않는 부트스트래핑 방법과

달리, 모델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까지 검정할 수 있어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특징으로 인

하여 일반적인 다중매개모델이나 Sobel 검증에서 제시되지 않는 이중매

개효과 및 삼중매개효과의 유의도까지 제시된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매개효과를 분석할 때에, 하나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다고 판단되

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경로가 이를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의한 경우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MacKinnon, 2008), 변수들의

매개효과를 위해서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경로의 매개효과까지도 모

두 분석하였다.

가설 경로
비표준화

계수

부트스트랩

추정 p값

3-1 경력개발지원 → 조직몰입 → 직무성과 .001 .832

3-2 경력개발지원 → 경력몰입 → 직무성과 .027** .005

3-3 경력개발지원 → 조직시민행동 → 직무성과 .006 .133

3-4
경력개발지원 → 조직몰입 →

조직시민행동 → 직무성과
.013*** .001

3-5
경력개발지원 → 경력몰입 →

조직시민행동 → 직무성과
.012*** .001

주 1) 음영처리된 부분은 경력개발지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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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1> 팬텀변수를 통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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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조직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

입이 갖는 매개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001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가설 3-1을

기각하였다. 즉,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조직몰입을 단일

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3-2: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경력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조직

몰입이 갖는 매개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027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3-2를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경력몰입을 단

일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3-3: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조직시민

행동이 갖는 매개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006으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가설 3-3을

기각하였다. 즉,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조직시민행동을 단

일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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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4: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조직

몰입, 조직시민행동이 갖는 매개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013으로, 유의

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

각하고 가설 3-4를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

원은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을 이중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3-5: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경력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경력

몰입, 조직시민행동이 갖는 매개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012로, 유의수

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

하고 가설 3-5를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

은 경력몰입, 조직시민행동을 이중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가. 연구모형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직몰

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의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

었다. 전체 모형은 경력개발지원이 조직몰입과 경력몰입, 조직시민행동과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이 경력몰입, 조직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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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력몰입이 조직시민행동과 직무성과

에 정적인 영향을, 조직시민행동이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경력개발지원과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조직몰입과

경력몰입,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

정된 구조(이론)모형은 그 적합도가 모두 적합 혹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나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직무성과에 대한 경력개발지원의 영향관계
본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이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차원에서의 개인경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구성원의 역량강화 및 조직성과 향상의 유인이 가능하다는 Sturges

외(2005), Kraimer 외(2011), 이순구(2013)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결과이다.

해당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경

력개발지원으로 대변되는 조직지원인식은 그 개념을 호혜성의 규범으로

두고 있어 조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야만 후속적으

로 조직에 보답하려는 종사자의 노력이 견인될 수 있다. 이는 경력개발지

원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과 직무성과 간에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Kraimer 외(2011)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데, 만약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이 직무성과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을 때에는 호혜성의 규범, 즉 조직으로부터 받은

지원에 대한 보답과 조직에 대한 배려심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해, 조직적으로 경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종사자가 인

식한다고 해도,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의 동기를 이끌어내지 않고 바로 직

무성과가 향상된다는 설명은 비약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하여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간

의 관계를 다른 심리적 요인, 즉 몰입과 직무성과를 유도하는 행동적 요인

인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변수로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는 직무성과와 경력개

발지원 간에는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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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성과에 대한 조직몰입의 영향관계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이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수많은 연구들은 조직몰입을 직무성과와

연관이 깊은 변수로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와 상

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조직몰입이 높은 종사자는 조직과 일체감을 느껴 적극성을 띠게 되고,

직무의 수행과 조직의 운영 방침에 순응하게 되지만(Mowday et al.,

1982), 본 연구에서의 직무성과와 조직몰입 간의 영향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면, 조직에 대한 애착만으로는 직무성과가 제고되지는 않으며, 직무성

과를 유발하는 동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성과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조

직시민행동을 두었는데, 이는 조직에 애착을 느끼는 종사자는 자신의 직

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하여 보다 적

극적으로 조직생활에 임하고자 하는 태도가 우선적으로 표출될 것이라는

점에서이다. 이는 사회적 교환이론을 근거로 하였을 때, 조직에 대한 애

착인 조직몰입은 직무에 대한 성과보다도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비과업적

성과에 더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오인수 외(2007)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LePine, Erez와 Johnson(2002)은 메타분석을 통하

여 조직몰입은 직무성과(r=.17) 보다는 조직시민행동(r=.20)과 더욱 관련

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근

거로 하여 설명하자면, 조직몰입이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기 보다는 조직몰입이 자신의 직무상에서 동료들에게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먼저 유발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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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무성과에 대한 경력몰입의 영향관계
본 연구에서는 경력몰입이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몰입을 통한 직무능력향상이 결과적

으로 직무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Lazarova와 Cerdin(2007)

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경력에 몰입하는 종사자는 자신의 경력경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

해 자신의 직무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다. 그

러나 직무성과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직무성과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경력에 몰입하

는 종사자 개인의 궁극적 목표와는 그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력몰입 역시 자신을 발전시키기 과정에서 주변의 사람

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 결과로 직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원을 공

유함으로써 직무성과가 제고된다는 가정을 세웠으며, 이를 설명하고자

조직시민행동의 개념을 개입시켰다.

마. 직무성과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의 영향관계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이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사자는 조직시민행동을 발현함으로서

팀 구성원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남기며, 이는 추후 조직시민행동을 발현

한 종사자가 팀 구성원들로부터 직무성과 제고에 유용한 정보 또는 자원

을 제공받음으로서 개인의 직무성과가 향상된다는 Ozer(2011)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최근 조직에서는 종사자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맥락적 성과를 포함시키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직

무성과가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어내는 사람이 존재하며, 이들은 맥락적 성과를 통하여 타인에게 긍정

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조직 전반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좋은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실무진의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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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시민행동의 경우 종사자가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보이는 호의적 행

동으로, 이는 조직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조직성과를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그 메커니즘은 Ozer(2011)가 설명하였듯이, 조직시

민행동으로 인한 조직 구성원으로부터의 호의적 태도 형성이 종사자와 조

직 구성원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는 곧 조직시민행동을

보이는 종사자로 하여금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직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바. 경력개발지원과 조직몰입의 영향관계
본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이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사자가 조직으로부터 배려를 받고 있다

는 인식으로 인하여 조직에 고마움과 애착을 느끼게 된다는 Sturges 외

(2000), De Vos 외(2009), 김창훈(2008), 문재승, 최석봉(2012)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경력개발지원의 인식에서의 중요한 점은 자신이 원할 때 필요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조직적 관점으로 보

았을 때, 실제적으로 조직 내에서의 경력성공 뿐만이 아닌 조직 외로의

경력성공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경력개발을 제공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

를 수도 있는 것이며, 조직 내부에서의 성장을 위주로 하는 과거의 경력

관리 행태도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직 내외로의 경력이동이 활발해 진 최근의 경향 속에서는 개인

의 경력개발을 조직에서 통제하기 힘든데,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조직적 차

원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역으로 종사자를 조직

에 남도록 할 수 있는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경력이동에 관

한 관심이 활발해 진 종사자들은 자신의 경력을 통제하는 조직보다는 자신

이 원하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적시 및 적소에 제공하는 조직에 남아있고

자 하는 성향이 더욱 강할 것이므로, 종사자에 대한 조직의 경력개발지원이

종사자로 하여금 조직에 몰입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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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력개발지원과 경력몰입의 영향관계
본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이 경력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사자가 조직이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

이 종사자로 하여금 경력에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는 Colarelli와

Bishop(1990), Aryee와 Tan(1992), 김창훈(2008), 서경민(2010), 박성민

(2011)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지식기반사회와 더불어 경쟁사회가 도래하면서 조직에 종사하는 인적

자원은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

에 더하여 조직과 종사자 간의 종신계약으로 일컬어지는 고용관계가 허

물어지면서 종사자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이 머물고자 하는 분

야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에 관한 요구도 커졌다. 즉, 종사자

가 직업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경력에 있어

전문성을 함양해야 할 필요성이 형성된 것이다.

조직차원에서의 경력개발지원은 현재 종사자가 위치한 경력선상, 특히

현재 임하고 있는 직무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제공하는 요인이다. 만약

종사자가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원 및 정보를 제공받

지 못 한다면 자신의 전문성 향상에 지장을 받게 되며, 이는 곧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될 것

이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자신이 종사하는 조직에서 자신의 직

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경력계획

을 세우고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르므로, 조직생활에 있어

서 조직적 차원의 경력개발지원은 종사자의 경력몰입에 큰 영향을 미치

게 된다. 특히 같은 경력선상에서 자신보다 더 많은 경력을 쌓은 상사가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카운슬링을 해주고, 자신이 필요한 전문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면 경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커져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동기가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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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경력개발지원과 조직시민행동의 영향관계
본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이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으로 부터 좋은 처우를 받

는 종업원들은 공식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초월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매우 자발적으로 조직에 기여함으로써 조직적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노

력할 것이라는 Eisenberger 외(1990), Witt(1991), Van der Heijden 외

(2009)의 주장과 상충되는 결과이다.

일차적으로 경력개발지원은 조직이 제공하는 개발기회로서, 다양한 연

구들이 경력개발지원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호혜성의 규범에 의거하

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경력개발과 관련된 조직적 지원

자체가 조직시민행동을 유발한다는 데에는 심리적 요소가 관여된 메커니

즘의 설명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를테면, 경력개발지원으로 인하

여 조직시민행동이 유발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인식으로 인한 조직에 대

한 고마움이나, 자신의 경력성공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현 직무에 임

하고자 하는 자세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구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

의 사이에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을 위치시켰다.

자.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의 영향관계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 인하여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조직의 유효성을 향상시키는 추가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MacKenzie 외(1998), Ng와 Feldman(2011), 김호균, 김정인(2013), 이용

탁, 주규하(2014)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조직이 개인을 평가하는 근거는 조직의 목표 달성 및 효과성 제고에 개

인이 얼마나 기여했냐는 것인데, 이는 공식적으로는 직무명세서에 과업으로

명시되게 된다. 즉, 종사자는 조직과의 계약관계에서 자신의 몫을 해내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되면, 고용관계에서 문제는 일어나지 않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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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종사자가 조직에 대해 더욱 애착을 느끼고 조직에 필요 이상 기

여하고 싶다고 여겨질 때에는, 과업으로 명시된 것 이상의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테면 동료들을 돕거나 조직의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형성하

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의 영향관

계를 살펴본다고 하였을 때에는, 조직몰입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몰입이 조

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종사자

로 하여금 필요이상의 행동들을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은 교환적 관

계에서 조직몰입을 설명하는 지속적 몰입, 또는 마땅히 자신이 조직에 충성

해야 한다는 규범적 몰입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며 정서적으로 조직에 애착

을 갖고 조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종사자의 경우 맹목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차. 경력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의 영향관계
본 연구에서는 경력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경력에 몰입하는 사람이 자신의

경력성공을 위하여 주어진 직무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발적인 노력을 보

인다는 Ozdem(2012), Somers와 Birnbaum(1998), 강종수, 류기형(2007)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신의 경력선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비단 직무의 성공적 수행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경력이란 현재의 직무가 아닌, 유사한 직무의 일

련이기 때문에 만약 한 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분야에

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현 조직에서만 마주하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

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인 경우가 더욱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력에 몰입하는 사람은 자신과 같이 동일한 경력선상에서 성공

하고자 하는 상사, 부하직원 및 동료와 더욱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자 할 것

이며, 이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과업을 넘어서 자발적인 도움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내 자신의 평판을 좋게 만들어주

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선상에 있어 직무수행 능력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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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수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타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라도 경력에 몰입하는 사람이 조직시민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된다.

카.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로

서 다섯 개의 경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경력개발지원 → 경력몰입 →

직무성과 경로와 경력개발지원 → 조직몰입 → 조직시민행동 → 직무성

과 경로, 그리고 경력개발지원 → 경력몰입 → 조직시민행동 → 직무성

과 경로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개발지원이 경력몰입을 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전문성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이 종사

자에게 경력개발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종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력에 대

한 자극을 주어 자신의 가치향상에 도움이 되는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전문성의 향상은 필연적으로 과업의 성공적 완수와 긴밀

하게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종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력에 더욱 몰입하게 하고, 전문성을 더하여 직무도 성공적으로

완수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경력개발지원이 조직몰입을 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인

데, 조직몰입이 직무성과로 가는 경로는 조직으로부터 고마움을 느끼고

자신도 조직이 원하는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교환이론에 근거

한다고 하였을 때, 조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직무성과가 향

상된다는 설명보다는 직무성과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

향상이 직무성과를 제고한다는 설명이 더욱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경력개발지원으로 인하여 유도된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

을 미침으로 인하여 직무성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력몰

입에서 주된 요인으로 보는 전문성 향상에 관한 논의를 제쳐두더라도, 보

다 적극적으로 조직 전반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시민행동으로 인

하여 유도된 조직구성원들의 호감이 조직시민행동을 보이는 종사자에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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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도움이 되는 자원 및 정보들을 제공해줌으로써 직무의 수행능력이 향

상될 수 있으며, 조직시민행동으로 인한 좋은 평판이 직무성과평정에 반영

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 관계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경력개발지원으로 인하여 유도된 경력몰입이 조직시민행동을 거쳐 직

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경력개발지원 → 경력몰입 → 직

무성과의 경로와 경력개발지원 → 조직몰입 → 조직시민행동 → 직무성

과의 경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력에 몰입하는 종사자는 결국 자신의 경력성공을 위하여 전문성만을

함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경력을 겪고 있는 주변인들에게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원만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

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도되는 조직시민행동으로 인한 평판

향상은 종사자로 하여금 상사 또는 동료들이 직무성과와 관련된 자원 및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게 될 것이다. 종사자가 생각하는 경력선상에는 현

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무 역시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종사자는 현

직무 역시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직무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편, 경력개발지원 → 조직시민행동 → 직무성과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논의했던 경력개발지원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경력개발지원이라는 조직의 인터

벤션이 직접적으로 종사자의 조직시민행동을 유도한다기보다는 조직적

지원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태도변화가 먼저 선행되고, 이로 인하여 조직

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고자 한다는 것이 더욱 논리

적인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가 조직시민행동의 중요성

을 절하시키는 것은 결코 아닌데, 경력개발지원 → 조직몰입 → 조직시

민행동 → 직무성과의 경로와 경력개발지원 → 경력몰입 → 조직시민행

동 → 직무성과의 경로가 유의하다는 연구결과는 경력개발지원이 조직시

민행동을 통하여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시민행동이

발현되기 전에는 일련의 업무태도에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임을 암시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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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연구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조직몰입, 경력몰입, 조직시민행동 및

직무성과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

합할 것이다. 둘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몰입은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몰입은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대기업 종사

자의 조직시민행동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이며, 목

표모집단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1000대 기업(매출액순)을 연구

의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표집을 활용하여

322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직무성과,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조직시민행동,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직무성과

는 Williams와 Anderson(1991)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직무성

과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879로 나타났다. 경력개발지원은 국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

는 서경민(2010)의 도구를 재구성하여 활용하였으며, 전략적 체계성 4문

항, 운영적 체계성 4문항, 성장기회 4문항, 상사지원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938로 나타났

다. 조직몰입은 Allen과 Meyer(1990)의 3요인 도구를 한국에 실정에 맞게

번안 및 재구성하여 타당성을 검증받은 Lee, Allen, Meyer와 Rhee(2001)

의 도구에서의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을 측정한 문항들을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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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으며, 정서적 몰입 5문항, 규범적 몰입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852로 나타났다. 경력

몰입은 Carson과 Bedeian(1994)의 도구를 번안하여 활용하였으며, 경력정

체성 4문항, 경력탄력성 4문항, 경력계획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73으로 나타났다.

조직시민행동은 Podsakoff, ManKenzie, Moorman과 Fetter(1990)가 개발

한 척도를 번안하여 활용하였으며, 양심 5문항, 스포츠맨십 5문항, 시민의

식 4문항, 예의 5문항, 이타주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

도로 구성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818로 나타났다.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편조

사 및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을 활용하여 실시되었다. 표본집단이

되는 기업의 협력자에게 협조를 구하여 기업당 설문 가능한 인원을 파악

하여 30~80명씩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3개 대기업에서 80부를 배포하여 63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61부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본조사에서는 12

개 기업에서 500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그 중 388명(77.6%)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17부를 제외하고

총 322부(64.4%)를 사용하여 최종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조직몰입, 경력몰입, 조

직시민행동 및 직무성과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조직몰입을 단일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조직몰

입과 조직시민행동을 이중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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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다.

넷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경력몰입을 단일매개로,

경력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을 이중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2. 결론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 인과관계 모형은 대기업을 대상으

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한다.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조

직몰입, 경력몰입, 조직시민행동은 직무성과를 설명하기에 적합하고, 변

인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한 예측타당도를 지닌다. 이를 통하여 직무

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이 직무성과에 선행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가정을 검증

하기에 적절한 모형이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력

개발지원을 통하여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조직의 노력은 개인

의 직무성과를 위한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조직구

성원은 각자가 몰입에 대한 보상으로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보임으로

써, 그리고 개인이 성장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경력몰입을 유도하여 개

인의 역량향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에서의 맥락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유효성을 향상시키는 종사자의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행

동은 주변인들로 하여금 종사자에게 긍정적인 자원 및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력개발지원으로 인해서는 조직

으로부터 개인이 지원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됨과 동시에 자신의 경력

기회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나, 경력을 개발한다는 것이 곧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들만을 학습하고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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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 때문에, 경력개발지원이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

다는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적극적 행동 및 이로 인한 조직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직무성과를 위한 수행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셋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직무성과 간의 영향관

계에서 조직몰입이 갖는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조직몰입과 조

직시민행동이 갖는 이중매개효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경력개발지

원과 직무성과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직몰입이 갖는 매개효과는 사회교환

이론을 근거로 하는데, Eisenberger 외(1986)에 의하면, 조직구성원이 조

직으로부터 승진, 임금 인상 등의 공식적인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의 비

공식적 보상을 받게 되면 조직지원인식의 수준은 높아지게 되고, 이는

개인의 조직몰입의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작업태도 및 성과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조직구성원은 각자가 몰입에 대한 보상으로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보임으로서 개인과 조직 간의 교환관계에서 균

형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경력개발지원은 조직인식

지원 차원에서 조직몰입을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

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조직몰입은 경력개발지원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지 못하였는데, 이는 조직몰입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또 다른 매개변수가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로 조직시민행동이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 역시

유의하였다. 이는 곧, 조직몰입보다도 직무와 개념적으로 더 가까운 거리

에서의 태도를 보여주는 조직시민행동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변수임을 의미한다.

넷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직무성과 간의 영향관

계에서 경력몰입이 갖는 단일매개효과와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이 갖

는 이중매개효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경력개발지원과 직무성과

사이에 있어서 경력몰입의 영향은 개인의 심리적 성장의 촉진으로 설명

할 수 있다. Aryee와 Tan(1992)은 조직적인 지원으로써 조직이 지원하

는 개발기회가 조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개인이 성

장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경력몰입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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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경력몰입은 개인의 역량향상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직무성

과로 나타난다는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경력에 몰입한다는 것

은 현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무를 포함하는 의미이며, 자신의 직무를

포함한 일련의 경력경로를 성공적으로 거쳐갈 수 있다는 인식은 곧 자신

과 같은 경력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남겨주고, 원활한 상

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좀 더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이 된다는 것이다.

3. 제언
첫째, 직무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재

고가 필요하다. 조직시민행동은 일반적으로 역할 외 수행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역할 외 수행에 충실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맡게 된 직무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조직시

민행동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직무성

과를 넘어 팀이나 조직의 성과를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조직

시민행동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

차원에서도 직무성과와 이를 통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때에 조직시민행동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직 종사자나 교사와 같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세부적

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대기업 종사자로 설정하여 경력개발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보다 일반

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지만, 연구의 대상 별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이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경력몰입인 전문직 몰입이 조직몰입보다도 직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 이를 토대로, 대상을 달리

하여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는 것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직무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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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력개발지원 이외에도 조직과 경력, 직무에 대한 태도와 성과를 이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조직실천에 대한 구명이 필요하다. 특히 몰입의 경우,

조직몰입과 경력몰입 하나만을 충족하는 것으로는 Gouldner(1957)가 제시한

조직인과 범조직인 등의 다양한 성향을 가진 종사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이는 곧 직무에 대한 태도와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과 경력몰입보다도 실제 직무 상황에서 일

어나는 직무에 대한 태도의 발현으로서 조직시민행동을 두었으나, 직무몰입

이나 작업몰입 등의 요인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경력개발은 조직논리나 비용논리에 의한 관리적 개념의 접근보

다는 조직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 유도하는 지원적 개념으로 접근

해야 한다. 자신의 경력이 발전되고 개발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면

직무에 대한 만족감과 내적, 외적 노력 동기가 줄어들고, 조직구성원으로

서의 소속감과 애정도 낮아지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조직구성원의 경력개발지원은 조직구성원 개인의 발전은 물론 조직과 경

력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 조직구성원의 맥락적 수행을 촉진하며, 이는

곧 직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궁극적으로 조직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경력개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력개발지원의 한 종류로써, 어떠한 경력개발제도가 종사자들의 다

양한 몰입과 성과를 높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인식만을 선행변수로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실제

로 종사자들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력개발제도는 서로 다를 것이다. 이

를테면 경력에 몰입하지 못한 채 종사하는 조직원들에게 직무순환을 통하여

다양한 경력을 탐색하게 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경력을 찾아내는 등의 기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종사자의 직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선행

되는 요인인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력개발제도는 각

경우마다 어떤 것들이 적절할 것이며, 이는 종사자의 직종 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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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 문 조 사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의 인과적 관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전공하고 있는

손규태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석사학위논문 연구로서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직무성과, 경력개발

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인식하는 직무성과,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 정도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시는 데 소용되는 시간은 약 5~10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

분 또는 회사의 사적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

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

한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손규태 드림
지도교수 김진모

【연구자 연락처】 전화: 02-880-4841, C.P.: 010-9382-9170
e-mail: terr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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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 경영진의 리더십은 직원들의 경력개발지원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유형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사원들의 경력개발에 대한 비전제시가 

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의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은 경영목표 달성과 

연관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에는 인적자원 미래수요에 따른 

경력개발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에는 직원들의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에는 직원들 개인의 경력계획 설계를 위해 

경력상담과 같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에는 개인의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에는 직무공모 , 직무순환과 같은 다양한 

경력경로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계속)

Ⅰ.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귀하의 직무성과 정도”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할당된 과업을 적절히 완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무내용설명서에 명시된 책임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에게 기대되는 과제들을 수행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직무의 규정된 수행요구를 만족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성과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들을 

소홀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필수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귀하가 “현재 소속된 기관이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
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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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나는 내 경력에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현재의 회사에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업무와 관련된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경력 상에서 필요한 나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새로이 발전하는 지식 및 기술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관련세미나, 학습동아리 등)을 

제공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상사는 나의 경력목표와 열망에 대해 알아내는 

데에 시간을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상사는 나의 경력목표 달성여부에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상사는 조직 내의 나를 위한 또 다른 

경력기회를 계속해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상사는 내가 직무상에서 큰 성취를 이룩하였을 

때 나의 공로를 인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성과에 관해 유익한 피드백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상사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상사는 나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훈련 또는 교육을 받으려는 나의 도전을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상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강화시킬 

기회를 주는 과제들을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상사는 조직 내 나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에 나를 배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직장의 문제를 진정 나 자신의 문제로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직장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 직장에 감정적인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이 직장 내 가족의 일원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계속)

Ⅲ.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귀하의 조직에 대한 몰입”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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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이 직장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현재 직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에게는 유리하더라도, 지금 당장 직장을 옮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지금 당장 직장을 떠나더라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직장에서 더 나은 조건의 입사요청이 있더라도 

지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만일 이 직장을 지금 그만둔다면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귀하의 경력에 대한 몰입”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종사하는 분야는 나 자신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종사하는 분야는 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종사하는 분야에 애착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택한 분야에 심리적으로 강한 동질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경력분야에서 나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놓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경력분야에서 나의 발전을 위한 특정한 

목표를 구상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의 경력분야에 있어서 나의 개인적 발전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때로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의 경력 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하였는지 가끔 의문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경력 상의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떠안을만한 가치가 있는지 가끔 의문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종사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때때로 

커다란 불편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 125 -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규정된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필요이상의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보는 사람이 없어도 회사의 규칙과 규율을 준수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가장 성실한 직원 중 한명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받는 보수만큼 열심히 일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 불평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

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항상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작은 문제를 크게 키우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조직이 하는 일에 항상 잘못을 찾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관심이 꾸준히 필요한 (손이 많이 가는) 관심사원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임은 의무가 아니더라도 참

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행사는 참여할 필요가 

없어도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조직 내에서 생기는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정기적으로 조직의 새로운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따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다른 직원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염두에 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다른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동료들과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나의 행동이 동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결근했었던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계속)

Ⅴ.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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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나는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신입사원이 회사에 적응하도록 도

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일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기

꺼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항상 주위 사람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Ⅵ.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거나 숫자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학위는? ① 고졸 이하 ② 전문/산업학사 ③ 학사

④ 석사 ⑤ 박사 ⑥ 기타( )

4. 귀하의 직급은? ① 인턴 ② 사원 ③ 대리

④ 과장 ⑤ 차장 ⑥ 팀장 이상

5. 귀하의 근속기간은?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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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Advisor: Jin-Mo Kim,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causal relationship among 

job performance,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career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employee in large corporations. Specific objectives to accomplish the 

research goal were as follows: First, to identify the fit indices of causal 

model among job performance,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career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eco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job 

performance,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career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rd, to identify the mediation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career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etween job performance and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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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pulation for this study was all employees of large-sized 

corporations in Korea. However, due to the difficulty of counting all 

employees in large corporations, this study was restricted to the target 

population as employees of 1,000 companies list by the KCCI(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data were collected by the 

KSDC(Korea Social science Data Center) and questionnaire. A total of 

388 out of 500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of which 322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SPSS Statistics 18.0 and 

AMOS 20.0 version. An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prior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o estimate parameters of proposed research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use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ix indices of 

causal model among job performance,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career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ere suitably identified. Seco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β=.745, p<.001)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perform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β=.215, p<.01) and 

career commitment(β=.487, p<.05)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β

=.640, p<.001)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β=.715, p<.001) had a 

direct effect on career commitment. Third,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performance with 

the single mediation effect of career commitment(b=.027, p<.01), and 

dual mediation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b=.013, p<.001) and career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b=.01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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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study,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mong job performance,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career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suitable to empirical analysis on 

research variables. Second,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had a positive 

indirect effect on job performance. Third,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had a indirect effect on job performance with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urth,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had a indirect effect on job performance with 

the single mediation effect of career commitment and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career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everal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es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further research needs to reconsider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s a critical factor which predicts job performance. Second, 

additional researches on target a specific group such as professionals and 

teachers are needed. Third, in addition to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further research needs to identify the various organizational practices that 

lead to performance and attitude toward organization, career and job. 

Fourth, career development should be approached with the supportive 

concept that achieves growth and development of employee rather than 

administrative concept as organizational logic or economical logic. Fifth, as 

a kind of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researches on which career 

development program could improves various commitment and performance 

of employee are needed.2)

2) Key words:　 Job Performance,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Career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tudent No.: 2013-2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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