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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미 란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및 고용능

력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수준 및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 수준의 차이를 구명한다. 둘째, 대기업 근로자의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및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

효과를 구명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모집단

인 우리나라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적 

표집방법 중에서 유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근로

자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이 편중되지 않도

록 선정하고, 평균 회수율 및 불성실 응답률 등을 고려하여 총 600명을 표집 하

였다. 

조사도구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을 측정하는 4

개의 조사도구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항목으로 총 5가지 영역의 38개 문항

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적절하게 나



타났다. 

자료수집은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를 통해 예비조사는 2015년 9월 14일부터 9

월 25일까지 실시되었고, 본조사는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3

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총 600부의 설문지 중 257부의 자료가 수집

되었고, 이 중에서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총 221개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

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방법을 활용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Baron

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

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수행, 자기효

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수준은 보통 수준 이상을 보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직급에 따

른 직무수행의 수준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

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통제변인

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은 직무수행에 28.4%의 영

향력을 보였다. 각 변인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β=.410, 

p<.01)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상사지원(β=.151, p<.01), 

고용능력(β=.150, p<.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무수행

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이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으며, 직무수행과 상사

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하위요인인 내부 고용능력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는 첫째, 대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수행과 내부에서의 경쟁력

은 뛰어나지만 자신이 속한 조직을 벗어나 노동시장 전체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인

식은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학력과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로 보아 조직 

구성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자

기효능감의 직무수행에 대한 영향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자기효능감의 효용성

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교육훈련의 효과성 증대와 근로자들의 직무수행 향상에 도

움이 될 것이다. 넷째, 상사가 근로자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근로자들의 내부 고용능력은 더욱 높아져 직무수행의 수준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관리자의 육성과 선발 및 배치의 과정에서 부하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리더십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

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외부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면서 현재 소속된 조직에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둘째, 조직적 차원에서 관리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구성원들의 성

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시

장 전체에서 우수한 인력이 활용되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규모와 같은 구체

적인 특성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차이와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직무수행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및 조직적 요소를 

고려하여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실제 이직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종단 연구를 통해서 이직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

주요어: 대기업 근로자,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

학  번: 2013-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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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식경제시대로 접어들면서 규모의 경제와 기술, 특허 등 쉽게 모방될 수 있는 

전통적인 경쟁 우위 요소들은 가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수한 역량을 가

진 인적자원이 더욱 중요한 경제우위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Becker & 

Huselid, 1998). 인적 자원은 즉시 구매할 수 있는 기술이나 특허보다도 모방하

기 어려운 조직역량을 창조하며, 조직 구성원들의 높은 직무수행 수준은 곧 기업

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직무수행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펼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성원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한다.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

소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개인적 요소 중에서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개인이 보유한 지식, 능력 및 스킬은 직무수행의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며(Bandura, 1982),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간

과한 상황에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구성원에 대한 노력과 투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오인수, 2002). 

실제 자기효능감이 높은 조직 구성원들은 목표 탐색과 성공에 대한 열의가 높

아, 목표하는 바에 대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게 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Bandura & Locke, 2003; Schmidt & DeShon, 2010). 또한, 자기효능감은 근

로자 자신의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유재충, 

2007; Gist & Mitchell, 1992; Wiener, 2005). 따라서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로 사회적 지원을 들 수 있

는데, 특히 사회적 지원의 주체 중에서 상사는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향상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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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활동 및 성장의 촉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해관계자이다(장정훈, 

2008; Cromwell & Kolb, 2004; Hezlett & Gibson, 2005). 더욱이 상사의 지

원은 근로자의 조직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Rhoades & Eisenberger, 2002). 상사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을 제공하고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구성원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

동을 통해 직무에 더욱 충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사의 지원은 맥락수행과 같

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조직에 공헌

하게 된다(조윤형, 최우재, 2011; 차동옥 외, 2012; Kamdar & Van Dyne, 

2007). 

사회교환이론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조직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고 느낄 

때,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의 직무에 더욱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게 되고

(Armstrong-Stassen & Ursel, 2009), 정서적으로 몰입하게 되며 성과가 향상

되며 이탈행동은 감소하게 된다(Rhoades & Eisenberger, 2002). 이와 같은 원

리로 근로자들이 상사로부터 많은 심리적 및 물질적 지원을 받은 구성원은 직무수

행을 통해서 상사에게 보답하려는 의무감이 형성되므로 상사의 지원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Erdogan & Enders, 2007; Gerstner & 

Day, 1997; Gouldner, 1960; Huang et al., 2010; 오인수 외, 2006). 따라서 

상사지원은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약화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

에 따라(Arthur & Rousseau, 1996; Johnson, 2001), 개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경력을 개발 및 관리하여야 한다. 즉,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서 현재 소속된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의 새로운 고용능력의 기회를 주

도적으로 탐색 및 실현함으로써(Rothwell & Arnold, 2007),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용능력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용능력은 역량기반접근(competency-based approach to employability)에

서 보았을 때 개인의 능력으로 해석되고 있으며(Van Der Heijde & Va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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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jden, 2006), 이러한 고용능력은 직무수행, 혁신행동 등의 직무유효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몰입 및 경력몰입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문재승, 2014; 서경민, 2010; Camps & Rodriguez, 2011; 

De Cuyper et al., 2014; Sanders & De Grip, 2004). 그리고 고용능력은 근로

자 개인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 모두에 이익이 되며, 직무에서의 현재의 수행 수준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고용능력의 수준

이 높은 구성원은 상황의 변화에 필요한 적응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조직에

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Van Dam, 2004). 그러므로 고용능력은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차원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상사지원은 고용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선행연구로부터 알 수 있

다. 이로부터 고용능력이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및 상사지원을 매개하여, 자기효

능감과 상사지원이 직무수행에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종

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외부 고용능력에 초점

을 맞추고 있지만, 내부 고용능력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사내

공모제도는 외부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과 같이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으며, 주요 인력 충원에서 내부 인력 선발에 대한 비중 또한 작지 않다. 

따라서 대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수행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차원의 변인

과 환경적 차원의 변인인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과 이해를 제고하고, 연구의 결과를 통해 근로자의 직무수행 향상

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및 

고용능력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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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수준 및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 수준의 차이를 구명한다.  

둘째, 대기업 근로자의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

향력을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및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

력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수준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1-1.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수준

은 어떠한가?

      1-2. 대기업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 수준의 차이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기업 근로자의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이 직무수행에 미

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1. 대기업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자기효능감, 상사지

원, 고용능력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어떠한가?

      2-2. 대기업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자기효능감, 상사지

원, 고용능력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및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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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은 매

개효과를 보이는가?

      3-2.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은 매개

효과를 보이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직무수행

직무수행(Job Performance)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이다. 이 연구에서 직무수행은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개인적 

차원의 직무수행의 수준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Williams와 Anderson(1991)의 도구에 

대기업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Williams와 Anderson(1991)의 도구

는 단일 척도로 업무달성도 인식, 업무수행의 충실성, 조직의 목표에 대한 기대충

족 등에 대한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행을 실행하고 조직화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나 신념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Chen, 

Gully와 Eden(2001)이 개발하고 오인수(2002)가 번안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사도구에 대기업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Chen 외(2001)의 도

구는 단일 척도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된다. 

다. 상사지원

상사지원(Supervisor's Support)은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능력을 발

휘하는 과정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경력계획을 수립하고 경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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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haus, Parasuraman과 Wormley(1990)가 개발하고 장은주(2003)가 번안

한 도구에 대기업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Greenhaus 외(1990)의 도

구는 단일 척도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된다. 

라. 고용능력 

고용능력(Employability)은 개인이 현재의 조직이나 조직 외부에서 고용을 획

득하고 유지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며,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력으로 구성된

다. 내부 고용능력은 현재 소속된 조직에서의 자신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이며, 외

부 고용능력은 조직 외부에서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Rothwell과 Arnold(2007)가 개발하고 강인주(2010)가 번안한 도구

에 대기업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Rothwell과 Arnold(2007)의 도구

는 내부 고용능력에 대한 4문항과 외부 고용능력에 대한 6문항으로 총 10문항으

로 구성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에서 대기업 근로자의 목표 모집단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매

출액 1000대 기업의 근로자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은 실제 모집단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국내 모든 대기업 근로자 전체에 일

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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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직무수행

가. 직무수행의 개념

직무수행(Job Performance)의 개념은 ‘직무’와 ‘수행’의 개념으로부터 정

의될 수 있다. 조직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직무를 부여하게 되는데(박형식, 2007), 직무란 ‘한 사람의 근로자가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일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서경민, 2010). 

그리고 수행은 Performance를 결과가 아니라 행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 관점에서 

해석한 용어이다. 

Performance를 행동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학자들은 Performance를 행하

는 과정의 측면에서 관심을 두고, 직무수행을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계획한 대

로 일을 해내는 것으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하여 생각한 대로 혹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내는 것으로 정의한다(장현진, 2012). Daniels와 Aubrey(2004)는 

Performance를 특정한 결과나 목표로 향하는 수많은 일련의 행동의 구성으로 정

의하였으며, 수행의 예로 피아노를 연주할 때 건반을 치고 페달을 누르는 등의 반

복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Miller(1990)는 Job Performance를 조직 구성원

들이 조직의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보여준 노력으로서 조직의 역할 수행에 

있어 구성원의 행동을 나타내는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행동으로 보았다. 그리고 

Williams와 Anderson(1991)은 Job Performance를 현재 자신에게 요구되는 업

무와 조직의 기대수준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Performance를 수행으로 볼 때, 직무수행은 목표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반영

하는 행동적 개념으로서 수익성, 경제성, 생산성과 같은 결과를 반영하는 개념과 

구별된다.  

반면, Performance를 성과로 보는 관점에서는 직무성과를 ‘일반적으로 구성

원이 할당받은 과업에 대한 성취도’로 정의하며(Cascio, 1993; Milkovi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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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dreau, 1991),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았

다. 초기 산업심리학에서는 Performance를 생산성의 의미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

았으며. Pincus(1986)는 Job Performance를 전반적인 업무성취도로 정의하였

고, Price(1988)는 조직의 효과성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

다. 또한, 전수진과 박경규(2007)에 의하면 Job Performance는 근로자 개인이나 

집단의 담당 직무에 대한 성취도나 달성도로 정의되며, 이것은 채용, 승진, 해고, 

보상 등의 인적자원관리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수행’이나 ‘성과’는 경우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개

념으로 학문적 맥락에서 강조하는 방향에 따라 사용되며, ‘수행’과 ‘성과’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장현진, 2012; 정재삼, 2000). 

또한, Kirkman과 Rosen(1999)은 직무수행을 집단 수준에서의 생산성까지 포함

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Cravens 외(1993)는 직무수행을 행위적 차원과 결

과적 차원의 두 가지 차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Job 

Performance는 학문 분야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직무수행은 직무의 범위에 따라 역할 내 행동(in-role behavior)과 역할 외 행

동(extra-role behavior)으로 구분 될 수 있다(O’Reilly & Chatman, 1986; 

Riketta, 2002; Williams & Anderson, 1991). 역할 내 행동은 조직에서 요구하

는 직무기술서에 기술된 공식적인 과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노력이나 행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Motowidlo, Borman, & Schmit, 1997; Cascio, 

1993; Sparrowe et al., 2001). 역할 내 행동과 함께 과업수행이라는 용어도 함

께 사용되고 있다. 과업수행이란 조직이 핵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담당

하는 업무를 실행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거나, 조직의 핵심 

기능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하여 조직의 효과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Borman & Motowidlo, 1993). Borman과 Motowidlo(1993)

에 의하면 과업수행은 두 가지 범주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는 상품 판매 활동, 생

산기기의 작동, 교수활동 등과 같이 원자재를 활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활동이며, 두번째는 원자재의 공급, 완성품의 유통, 조정, 감독, 관리 등의 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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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직무의 개념을 확장하여 역할 외 행동까지 직무수행에 포함하는 개

념으로 보기도 한다(Organ, 1988; Van Dyne & LePine, 1998; Welbourne, 

Johnson, & Erez, 1998). 역할 외 행동에 대한 관심은 조직 내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역할 외 행동은 업무와 직무기술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조직의 핵

심적인 기능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조직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

하는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행동으로,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친사회적 조직행동(pro-social organizational 

behavior, POS), 또는 맥락적 수행(contextual performance, CP)과 개념적으로 

유사하여 혼용되기도 한다(Organ, 1997). 

Van Scotter와 Motowidlo(1996)에 의하면 맥락적 수행은 대인적 지원과 직

무헌신으로 구성된다. 대인적 지원이란 동료들에게 자발적으로 업무수행을 지원하

고 도움을 제공하는 하며, 동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협동을 촉진시키는 활동이

다. 그리고 직무헌신은 조직의 규칙을 준수하며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Campbell(1990)은 미 육군 신병 선발 및 배치와 관련된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직무수행이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요인과 그 외 여러 직무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요인 등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일반적으로 맥락적 수행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역할 내 수행과 구분된다. 

첫째, 역할 내 수행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창출과 같은 조직

의 핵심기능에 기여하지만, 맥락적 수행은 역할 내 수행이 이루어지는 심리적, 조

직적, 사회적 환경을 지원한다. 둘째, 동일한 조직 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따라서 역할 내 수행은 서로 다르지만, 맥락적 수행은 직무와 상관없이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다. 셋째, 역할 내 수행에는 개인의 지식, 기술과 같은 능력이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맥락적 수행에는 개인의 성격과 같은 개인적 성향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역할 내 수행은 조직에서 구성원이 해야 하

는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며 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반면, 맥락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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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으로 보수와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역할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다(Borman & Motowidlo, 1993). 

이 연구에서 직무수행은 개인적 차원에서 근로자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수준을 의미한다. 역할 외 행동은 직무기술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할 외 행동을 직무수행으로 포함시킬 경우 역할 외 행동의 범

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측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명확하게 명시된 과업과 관련된 역할 내 행동만 직무수행으로 보았다. 또한, 

구성원의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행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을 객관적인 성

취도나 달성도로 제한하지 않고 구성원의 행동의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나. 직무수행의 측정 

Job Performance는 Performance를 보는 관점과 Job의 범위 설정에 따라서 

달리 측정되고 있다. 조직의 관점에서는 주로 재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측

정하거나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직무수행의 측정은 측

정 대상에 따라서 자신의 인식을 측정하는 방식과 상사나 동료와 같은 외부인의 

평가로 측정하는 방식, 개인과 외부인의 평가 방식 모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

분할 수 있다(이찬, 임재원, 강두천, 2010). 

개인이 인식한 직무수행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Williams와 Anderson(1991)의 

측정도구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도구는 종사자가 스스로 자신이 맡은 역

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물음으로써 직무수행을 업무달성도 인식, 업

무수행의 충실성, 조직목표에 대한 기대충족 등에 대한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된

다. Van der Ven과 Ferry(1980)는 직무수행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종사자의 주관적 성과를 측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목표달성 정

도와 일의 질, 일의 양, 혁신 적용성 등을 통하여 직무수행을 측정하였다. 이와 달

리 Podsakoff와 MacKenzie(1989)는 부하직원의 직무성과를 상사의 인식을 통

하여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해당 도구는 부하직원이 자신에게 할당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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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다. 

직무의 범위를 역할 내 행동과 역할 외 행동을 모두 포함시키는 Sparrowe 외

(2001)는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성과를 과업 내에서의 성과와 과업 

외에서의 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업무 내 성과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업무

의 질, 업무의 양, 주도성, 다른 구성원들과의 협력, 납기준수 정도, 전반적인 성과 

등으로 측정하였으며, 업무 외 성과는 이타성의 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ubbers, Loughlin과 Zweig(2005)는 Welbourne, Johnson과 Erez(1998)

의 도구 중에서 직무와 관련된 직무역할성과 척도와 경력성공을 위해 필요한 능력

을 얼마나 잘 획득하는지를 측정하는 경력역할성과 척도를 활용하였다. 

Welbourne 외(1998)가 개발한 직무수행 측정도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근

로자들의 역할에 기반하여 개발하였다. Welbourne 외(1998)는 정체성 이론

(identity theory)과 역할이론(role theory)에 기반을 두어 기업 근로자들을 대

상으로 근로자 자신이 인식하는 직무수행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기존

의 도구들이 포함하고 있는 직무와 조직과 관련된 문항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의 

팀, 개인 경력, 혁신 등에 관한 영역까지 측정하고 있다. 

그 외에 Porter와 Lawler(1976)는 직무수행의 하위요인으로 업무의 양, 업무

의 질, 전체적인 성과, 업무에 대한 지각, 의존성 등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여 직무

수행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Holly 외(1976)는 직무수행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의

존성, 업무의 질, 호의적 직무태도, 의사소통능력, 작업의 정확도, 작업시간, 학습

의욕, 대인관계 등의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Inkson(1980)은 

업무에 대한 노력, 업무의 질, 협동 등을 직무수행의 측정기준으로 활용하였으며, 

Charles와 Woodruff(1980)는 직무수행을 업무의 양, 업무의 질, 직무지식과 기

술, 자발성, 판단력, 혁신성, 적응성, 협조성 등의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였다. 

이와 같이 직무수행은 연구와 학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수행을 근로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이 인식한 역할 내 행

동을 측정하는 Williams와 Anderson(199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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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

가. 자기효능감의 개념 및 측정

1)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자원을 선택적으로 동원하여 성과 창출에 필요한 수행을 실행하고 조직화하는 개

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나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86). 즉,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의 보유 여부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라

고 할 수 있다. Bandura(1988)에 의하면 인간의 심리적 기능은 외부 자극이나 

개인의 내적 성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으며, 개인의 의식적이며 의도

적이고 자기조절적인 행동을 통해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

으로 학습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때 개

인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행동은 환

경에 영향을 주게 된다(Bandura, 1986). 

사회학습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제시되기 이전에 등장

한 Vroom(1964)의 기대 이론에서 논의된 노력-수행기대는 하나의 할당된 수행 

목표에 대한 자신의 노력의 성공 기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자기효능감

은 다양한 수행 수준에 대한 자신의 능력의 기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심리적 기능은 환경, 개인, 행동의 상호 영향관계 속에서 

결정된다(Wood & Bandura, 1989). 환경, 개인, 행동의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자

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지각과 판단을 의미하는 자기참조적 사고는 개인의 행

동에 영향을 미치며 수행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Bandura가 제시한 자기참조적 

사고가 바로 자기효능감이다(김봄메, 2003).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자기효능감, 자

기효능감 신념, 자기효능감 기대 등의 여러 가지 용어와 함께 혼동되고 있다

(Bandur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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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기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정서

적 평가로서 개인으로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자기효

능감과 구별되는 다른 개념이다(Brockner, 1988; Gardner & Pierce, 1998). 

즉,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 평가로서 동기적(motivational) 개

념이고,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일반적 평가로서 정서적(affective) 개

념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Judge, Bono, & Locke, 2000; Judge et al., 

1998). 

자기효능감은 특수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

수적 자기효능감이란 특정한 과제 영역에서 작용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이며(Bandura et al., 1982; Tipton & Worthington, 1984), 일반적 자기효능감

은 과제나 상황의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일반화된 자신의 능력에 대

한 자신감이다(Sherer et al., 1982).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

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수행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인 변인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

다(Gardner & Pierce, 1998; Shelton, 1990; Tipton & Worthington, 1984).

특수적 자기효능감 중에서 특정한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 유용하게 적용되는 개

념으로 직무효능감(job self-efficacy)를 예로 들 수 있다. 직무효능감이란 직업

적 상황이나 특정한 직무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으로써 직무적 자기효능감

(vocational self-efficacy, occupational self-efficacy)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

으며, 직무적 효능감은 직업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사

항으로 개인이 직업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조직화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된다(Eden & Aviram, 1993; Lee & Bobko, 1994; Martocchio, 

1994). Lubbers 외(2005)는 직무효능감을 자신의 직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능력에 대한 인지적 자기 평가로서의 믿음이나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맥락에서 직무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근로자는 자신의 직업이

나 직무에서 성공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가질 확률이 높으므로(Gardner & 

Pierce, 1998),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며 목표에 몰입하여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Locke et a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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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된 판단이며, 신념인 동시에 기대이다. 

기대는 대부분 무의식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발생하고 강화되는 것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부합되는 정보는 수용하고 상반되는 정보는 선택적으로 여과함으로

써 자신의 기대를 강화시키고 고착시키는 경향이 있다(오인수, 2002). 자기효능

감은 실패와 성공이 누적되어 나타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 신념이자 기대이

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며 수행을 잘 예측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맡았을 때에도 자신을 헌신하려는 경향을 보이고(Bandura, 1986),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업에 도전하며 노력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

다(Salomon, 1984).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보다 높은 목표

를 설정할 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 더 나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Bandura, 1982; Latham & Locke, 1991).

또한,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업무나 과제의 수행뿐만 아니라 학업의 성취와 관련

된 행동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개인적 특성으로도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다. 통합

적 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Holton 외(2000)가 개발한 학습전이에 관한 측정도구

인 LTSI(Learning Transfer System Inventory)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학습자 특성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학습자들에게 자

기효능감은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가져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수행할 수 있게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권성연, 강명희, 2003; 주

영주 외, 2008).  

이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행을 실행하고 조직화하는 자

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나 신념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일

반적 자기효능감은 근로자의 직무와 같은 특정 요인과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에 대

한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조직의 특성이나 특수한 직무

영역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특성을 나타낸다. 



- 15 -

2) 자기효능감의 측정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Chen et al., 2001; Sherer et al., 1982; Tipton & 

Worthington, 1984). 일반화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는 특정

한 과제, 영역,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다. Shelton(1990)이 

개발한 도구는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10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방식은 과학적 간결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새로운 상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오인수, 

2002).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Chen 외(2001)가 개발한 도구는 철저한 이론적 

검증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내적 일관성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안정적인 측정도구

로 평가받고 있다(오인수, 2002).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

되고 있는 Chen 외(2001)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그 밖에 국내에서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 학습전

략 훈련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조

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하영자(2005)는 온라인 직무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 효능감으

로 구인화한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연구 대상과 각 연

구에서 정의하는 개념에 따라서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나. 상사지원의 개념 및 측정

1) 상사지원의 개념

상사지원이란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상사

가 부하직원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경력계획을 수립하고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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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Greenhaus 외, 1990; Michaels & 

Spector, 1982).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에는 동료지원, 상사지원, 조직지원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원의 개념은 단순히 개인이 느끼는 타인으로부

터의 애정이나 이해, 정서적 지원 등이 아니라 실제로 개인이 지원의 주체와 형성

하고 있는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Johnson, 2001). 

사회적 지원에는 대인 관계로 인해 실제로 받고 있는 지원을 의미하는 객관적인 

지원과 개인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관

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인식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Kessler, Price & 

Wortman, 1985).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의 주체 중에서 상사는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향상과 경

력개발 활동 및 성장의 촉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해관계자이다(장정

훈, 2008; Cromwell & Kolb, 2004; Hezlett & Gibson, 2005). 더욱이 상사의 

지원은 근로자의 조직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Rhoades & Eisenberger, 2002). 상사와 같은 영향력이 큰 존재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조직 구성원들이 현재의 조직과 본인의 직무에 몰입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및 잠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Higgins, 2000).  

Werner와 DeSimone(2009)은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과업과 책임을 부여하고, 

수행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며, 교육기회와 보상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함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 상사의 지원을 인식할 

때, 교육훈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구성원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irdi, Allan & Warr, 1997). 또한, 상사의 지원은 구성원

들의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ehr, 1976). 단, 실제로 개인이 받은 객관적 지원보다 지원에 대한 개인의 주

관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인식된 지원의 수준이 다른 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Kessler et al., 1985). 이것은 실제 상사의 지원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지원을 받았다고 인지하지 못할 경우의 지원은 진정한 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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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Kessler et al., 1985). 현실적으로 한 집단의 상사는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서로 다르게 행동하며, 이에 따라서 구성원들은 상사의 지원을 서로 다르게 지각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전수진, 구관모, 2003).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상사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및 감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

고 집중하게 되어 조직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업무 성과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하나, 탁진국, 2006; Judge et al., 

1994; Wayne et al., 1999). 또한, 상사의 지원은 개인의 급여와 승진 등의 객

관적 경력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에 적응이 된 이후에는 조직 내에서 

직속 상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나 다른 상위 상사의 지원 역시 구성원에게 중요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Wakabayashi et al., 1988). 그 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상사의 지원은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사지원과 연관된 개념으로서 상사의 특성 중 리더십 유형이 구성원의 직무수

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Bono & 

Judge, 2003; Purvanova, Bono, & Dzieweczynsky, 2006; Walumbwa, 

Avolio, & Zhu, 2008). 상사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상사-부하의 교환관계에 

의해 부하의 직무동기와 직무수행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희철 외, 

2009). 나아가 조직의 경력관리 정책과 제도와 같은 경력개발을 위한 조직차원의 

개입은 구성원에게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된다(강철희, 정상원, 2007). 

또한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의 성장기회를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의 지원에 대

해 높게 인식하게 되며, 상사의 지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근무하는 조직에 대한 정

서적 몰입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Mathieu & Zajac, 1990). 

2) 상사지원의 측정

상사의 관심과 인정뿐만 아니라 경력계획수립과 경력목표달성을 위한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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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사지원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때, Greenhaus 외(1990)의 도구가 가장 빈번

하게 사용되고 있다. Greenhaus 외(1990)의 도구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단

일 차원의 척도로, 다수의 연구에서 높은 내적일치도 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 도

구는 상사지원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 될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에서는 경력개발

지원의 하위 요인으로 포함되어 활용되기도 한다(서경민, 2010; 손규태, 2015). 

이진화(2009)는 이도형(1995)과 Tracey(1995)가 개발한 상사지원 문항을 

바탕으로 Enos(2001)가 개발한 문항 중 목표설정과 피드백의 제공에 대한 항목

을 추가하여 상사지원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진화(2009)의 연구에서 의미하는 

상사지원은 조직 구성원이 학습한 내용을 업무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사가 지

원해주고 강화해주는 정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이 연구에서 이진화

(2009)의 도구를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Hansen(2001)이 개발한 상사지

원 측정도구 또한 교육을 현업에 전이와 관련된 상사의 지원을 측정하고 있으며, 

Wanberg 외(2006)와 Wayne 외(1997)의 측정도구는 멘토링과 관련된 상황에

서의 상사의 지원을 측정하고 있다.  

다. 고용능력의 개념 및 측정

1) 고용능력의 개념

고용능력(Employability)의 사전적 개념은 '개인의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

(character) 또는 자질(quality)'로 정의된다. 고용능력의 개념은 1955년경부터 

사용되어 왔고(Versloot, Glaude & Thijssen, 1998), 이후 시대적 상황과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라 고용능력의 대한 다양한 관점이 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약화되고 개인과 조직의 필요에 따라 입사와 퇴사가 유연성을 

띠는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진행됨에 따라, 개인의 역량에 기반을 둔 조직 간

의 이동이 점차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Arthur & 

Rousseau, 1996; Johnson, 2001).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고용능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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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시작되었으며(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 2006), 오늘날까지 경영학,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의 관점

에서 접근되어왔다(Thijssen, Van der Heijden & Rocco, 2008). 

고용능력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고용능력의 개념은 조직 내부에서의 이동과 조직 외부에서의 이동을 모두 포

함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서형도, 조윤형, 조영호, 2009; Finn, 2000; Forrier 

& Sels, 2003; Groot & Massen, 2000). 둘째, 고용능력의 개념은 개인의 경력

개발과 관련하여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Thijssen, Van der Heijden과 Rocco (2008)는 이러한 관점에서 생애 고용능력

(life-long employability)의 개념을 강조하였으며, Watts(2006)는 지속가능한 고용

능력(sustainable employability)의 개념 이해가 개인의 진로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고용능력의 개념은 개인의 다차원적인 성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Fugate 외(2004), Rothwell과 Arnold(2007), Van Der Heijde와 Van 

Der Heijden(2006) 등의 연구에서는 고용능력이 다차원적인 속성의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고용능력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불구

하고 개인이 진로 기회를 발견하고 실현하며,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개인적, 심리적 변인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능력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 평생고용(lifetime employment)이 보편적이었

던 1970년대까지는 고용능력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강조되었다. 당시 정

부는 완전 고용(full employment)과 재정적 부담의 감소를 목표로 실업자들이 노

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각종 고용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데 초점

을 맞추었다(Thijssen, Van der Heijden & Rocco, 2008). 한편 1980년대에 들

어서 조직은 인적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고용능력의 조직적 

관점이 대두되었다(Gazier, 2006).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산업 및 경제의 변화

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능력과 경력개발에 대한 개인의 유연성이 강조되었

다. 고용능력의 초점을 개인에 맞춘 접근에서는 근로자가 갖추고 있는 지식, 스킬 

및 성향 등 개인의 능력 발휘가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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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직적 관점에서 개인적 관점으로의 변화는 경력개발과 관리의 주요한 책임이 

사회나 조직으로부터 개인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Hillage와 Pollard(1998)는 고용능력을 지속가능한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서 스스로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개인은 자신의 지식, 기

술, 태도의 총체인 자산을 활용하여 이를 노동시장에 표현하거나 제시하여 고용능

력을 실현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고용능력의 차원을 자산(asset), 전개

(deployment), 제시(presentation), 맥락(context)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구

체적으로 자산은 기본 스킬 및 성실성과 정직성 등의 필수적인 개인의 성품을 의

미하는 기초자산(baseline assets), 특정한 직업적 스킬 및 커뮤니케이션, 문제해

결, 동기 및 자기주도성 등과 같은 중간자산(intermediate assets), 팀워크, 자기

관리 등과 같이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산(high level 

assets)으로 구분된다. 전개는 자기인식, 기회인식, 의사결정 기술 등을 포함하는 

경력관리 기술(career management skills), 직업탐색 스킬(job search skills),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등의 다양한 스킬이 결합된 능력을 의미하며, 

제시는 이력서 작성, 자격증 취득, 인터뷰 스킬, 일 경험 등으로 자신의 자산을 효

과적으로 표현하는 고용확보를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맥락은 개인의 고용능력을 

현실화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인적 상황(personal 

circumstances)과 외부적 요인(external factors)을 포함한다. 

하지만 Rothwell과 Arnold(2007)는 Hillage와 Pollard(1998)가 제시한 개념

은 과도하게 다차원적이며 일부 모호한 표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Hillage

와 Pollard(1998)는 개인의 고용능력과 관련된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

지만, 다른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연성(flexibility)이나 적응성

(adaptability)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Johnson(2001)은 고용능력을 현재 소속된 조직 밖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고

용이 보장될 수 있는 기회를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즉, 고용능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능력으로 인해 보다 많은 구직기회와 타 회사에서도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간주되고 지금의 자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업 및 지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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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력을 의미한다. Johnson(2001)은 기존의 가시적,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경력

성공을 전통적 경력성공(traditional career success)으로, 그리고 조직간 경계가 

약화된 오늘날에 더욱 부각될 수 있는 자신의 경력에 대한 주관적이고 내적적인 

평가 기준에 의한 경력성공을 현대적 경력성공(contemporary career success)

으로 분류하면서, 현대적 경력성공의 경우 개인의 경력에 대한 태도 및 노동시장

에서의 시장성(marketability)이 핵심적인 구성요인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Van der Heijde와 Van der Heijden(2006)은 고용능력을 직업적 전문성

(occupational expertise), 예측과 최적화(anticipation and optimization), 개인

적 성격 유연성(personality flexibiility), 협동성(corporate sense), 균형

(balance)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직업적 전문성은 Boudreau 외

(2001)가 제시한 바와 같이 고용능력의 핵심 요소이며, 조직 적합성을 위한 인적

자본 영역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예측과 최적화는 주도적이며 적극적으

로 미래의 변화를 준비해나가는 것이며, 개인적 성격 유연성은 직무와 조직에서 

원활한 전환과 적응과 관련된 개념이다. 협동성은 조직의 공동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행동과 관련되며, 균형은 근로자 자신의 직무, 경력, 조직 사이에의 균형

과 각각의 내부에서의 균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Johnson(2001)은 고용능력을 현재 소속된 조직 외부에서의 고용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Finn(2000), Fugate(2001), Rothwell과 Arnold(2007) 등은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의 고용을 모두 고려하였다. 특히, Rothwell과 Arnold(2007)

는 고용능력을 [그림 Ⅱ-1]과 같이 개인적 및 직업적 속성과 내부 및 외부 노동

시장의 두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고용능력

의 측정도구를 각 사분면의 개념에 근거하여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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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노동시장
(Internal Labour Markets)

개인적 
속성 

(Personal

Attributes)

a) 현재 조직 내부에서의 

자기평가

b) 현재 조직 내부에서의 

직업에 대한 가치 인식 직업적 속성 
(Occupational

Attributes)c) 현재 조직 외부에서의 

자기평가

d) 현재 조직 외부에서의 

직업에 대한 가치 인식 

외부노동시장
(External Labour Markets)

[그림 Ⅱ-1] 고용능력의 분류기준

출처: Rothwell, A., & Arnold, J. (2007). Self-perceived employabilit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Personnel Review, 36(1), 23-41.

Rothwell과 Arnold(2007)는 조직이나 정부와 같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용능력의 개념은 Fugate 외(2004)의 연구에서처럼 고용

능력의 선행요인과 혼재되어서는 안 됨을 밝혔다. Rothwell과 Arnold(2007)는 

고용능력의 개념은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검증되어 왔고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을 근거로 정의되어야 함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Hillage & Pollard, 

1998; Kirschenbaum & Mano-Negrin, 1999; Tamkin & Hillage, 1999; 

Kluytmans & Ott, 1999; Lane et al., 2000; Rajan et al., 2000). 또한 개인

의 고용능력은 노동 시장의 환경과 직업의 속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Rothwell & 

Arnold, 2007). Rothwell과 Arnold(2007) 이전에도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

능력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이론적 고찰이 있어왔지만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으며, Rothwell과 Arnold(2007)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고용능력

의 하위 요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고용능력은 개인이 현재의 조직이나 조직 외부에서 고용을 획득하

고 유지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며,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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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용능력은 현재 소속된 조직에서의 자신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이며, 외부 

고용능력은 조직 외부에서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의미한다. 

Rothwell과 Arnold(2007)가 제시한 이 개념은 하위요인이 고용능력의 선행요인

과 혼재되지 않고 명확하며, 조직 내부에서의 이동까지 포함한다. 

2) 고용능력의 측정

고용능력의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은 고용능력의 개념 정의에 따라 도구마다 다

르게 구성된다. 고용능력 측정도구의 대상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국외에서는 근

로자 대상의 측정도구(Johnson, 2001; Rothwell &　Arnold, 2007; Fugate & 

Kinicki, 2008)의 개발이 활발한 반면, 국내에서는 구직자, 대학생, 실업자 직업

훈련생 등 미래에 노동시장에 진출 할 예정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측정도구(김

성남, 2009; 오성욱, 유지현, 2008; 정선정, 2014)가 주로 개발되고 있다. 

Johnson(2001)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전문성, 

직업자신감, 구직자신감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도구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Johnson(2001)의 측정도구는 고용능력을 현재 소속된 조직 밖에서 필요할 경우 

자신의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고, 조직 내부에서의 고용능력

은 배재하고 이직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고용능력에 관한 연구 중 외부 고용능력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는 Johnson(2001)의 측정도구의 활용 빈도가 높다(강철희, 

정상원, 2007; 서경민, 2010; 정순여, 장은주, 김동욱, 2008).  

Van der Heijde와 Van der Heijden(2006)의 고용능력 측정도구는 고용된 근

로자를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역량 기반의 도구이다. Van der Heijde와 Van der 

Heijden(2006)은 고용능력을 직업적 전문성, 예측과 최적화, 개인적 성격 유연

성, 협동성, 균형의 다섯 가지 차원 총 48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Fugate와 Kinicki(2008)는 고용능력의 다섯 가지 차원의 하위요인을 도출하여 

25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Fugate와 Kinicki(2008)의 도구는 



- 24 -

변화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changes at work), 경력주도성(work and 

career proactivity), 경력동기(career motivation), 경력탄력성(work and career 

resilience), 일 정체성(work identity) 등의 Fugate 외(2004)가 제시한 고용능

력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Rothwell과 Arnold(2007)는 이러한 고용능력

의 구성요소는 고용능력의 선행요인과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Rothwell과 Arnold(2007)는 고용능력을 조직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능력과 

조직 외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능력의 두 가지 차원의 구분을 기반으로 측정도구

를 개발하였다. Rothwell과 Arnold(2007)의 도구는 HR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조직 내부에서의 자기평가, 현재 조직 

내부에서의 직업에 대한 가치 인식, 현재 조직 외부에서의 자기평가, 현재 조직 

외부에서의 직업에 대한 가치 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내부 고용능력 4문항과 외부 

고용능력 6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Johnson(2001)의 도구와 비

교하였을 때, 고용능력을 조직 내부에서의 이동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 측정하고자하는 고용능력의 개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그 밖에 국내에서는 각 연구의 대상과 고용능력의 개념 정의에 따라서 그에 맞

게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오성욱과 유지현(2008)은 고용능력을 고

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가 인지하는 전반적 인상으로 정의하고, 구직대응

성, 구직기술, 직업탐색, 직업의식,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23문항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김성남(2009)이 개발한 대학생의 고용능력 진단 

도구는 구직준비도와 고용적합성능력으로 구성되고, 구직준비도에는 구직목표 설

정, 구직정보 탐색, 구직기술 습득, 구직경력 준비의 4개 하위영역이, 고용적합능

력에는 의사소통능력, 자원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변화대처능력의 

5개 하위영역으로 총 77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정선정(2014)은 실업자 직업훈

련생을 대상으로 고용능력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는데, 도구는 직업 및 구직능력, 

직업 및 구직자신감, 노동시장 수요 인식, 취업 기대수준 조정의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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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관계

가.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관계

1)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다수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직무수행이나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Bandura & Locke, 2003). Schmidt와 

DeShon(2010)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조직 구성원들은 목표 탐색

과 성공에 대한 열의가 높아, 목표하는 바에 대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게 

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인에게 주어진 직무와 목표

가 뚜렷할 때 자기효능감과 수행수준 사이에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정욱, 2012), 사무직 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

과 지각된 개인의 직무수행 수준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김미숙, 2007), 

특급호텔 근로자 대상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선, 2008). 남정숙(2011)이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

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직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직무수

행은 다양한 직군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동섭 외(2008)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성격과 관련된 변수와 상관없이 직무수행에 대해 일

관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 

Gist와 Mitchell(1992)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근로자 자신의 성과뿐만 아니

라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구성

원들이 조직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Wiener, 2006). 유

재충(2007)의 근로자의 자기효능감과 조직 효과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

기효능감은 조직 적응성과 조직 생산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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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연구실적이 높았으며(Taylor et al., 

1984), 어려운 과업을 처리하는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umpf, Brief & 

Hartman, 1987). 이것은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을 경우, 주어진 과제를 성취하

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Bandura & Cervone, 1983; 

Jacobs, Prentice-Dunn & Rogers, 1984; Weinberg, Gould & Jackson, 

1979).

Prussia, Anderson과 Manz(1998)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에 의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근로자 자

신의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조직 전체의 직무수행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대기업 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2)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

상사의 지원은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무에 대한 만족

도를 높여주어 직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Viswesvaran, Sanchez & Fisher, 1999).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직무수행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Mowday, 

Porter & Steers, 1982), 상사의 지원은 구성원들의 업무동기를 자극하고 개인

의 직무수행의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상사의 지원이 조직의 성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대용, 김춘광, 이원행

(2009)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가 낮은 민간경비업체 업

종의 근로자들의 상사의 지원의 수준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비서직 근로자들의 상사지원에 대한 인식이 직무태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상사지원은 이직의도를 낮추고, 정서적 몰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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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김지현, 최애경, 2014),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사지원인식은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최정임, 전순영, 2014). 또한, 문재승(2012)이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상사지원 변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력개발지원 변인이 근로자들의 객관적 

경력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

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De Vos et al, 2009; Eby et al., 2006). 김보경과 정

철영(2013)은 상사지원이 임금이나 승진횟수로 측정되는 객관적 경력성공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침을 메타분석을 통해 밝혔다. 임금이나 승진횟수와 같은 객관적 경

력성공은 직무수행의 수준을 나타내어 주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으므로 김보경과 

정철영(2013)의 연구결과로부터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가 유의할 것으로 보

여진다.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상사는 구성원에게 보상, 승진, 심리적 

배려와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되므로(이은혜, 김민수, 2010), 상사-

부하 교환관계는 상사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사

-부하 교환관계와 직무수행의 관계로부터 상사지원과 직무수행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상사-부하 간의 교환관계의 질이 높을 때, 구성원들은 상사로부터 우호적인 대

우를 받게 되고 직무와 관련된 소통의 질이 향상되며(Graen & Scandura, 

1987), 상사와 충분한 접촉의 기회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직무성과를 높게 평가

받게 되며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Harris, Wheeler & Kacmar, 2009). 이

와 같이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높다는 것은 구성원에 대한 상사의 지원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이것은 직무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상

사로부터 많은 심리적 및 물질적 지원을 받은 구성원은 직무수행을 통해서 상사에

게 보답하려는 의무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사의 지원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Erdogan & Enders, 2007; Gerstner & Day, 

1997; Gouldner, 1960; Huang et al., 2010; 오인수 외, 2006).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는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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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Kamdar & Van Dyne, 2007; Townsend et al., 2002; 

Wayne et al., 2002). 다양한 직종과 산업군의 근로자를 대상의 연구에서 상사-

부하 교환관계가 직무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arris et 

al., 2009), 국내의 대기업 임원 비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재직

기간, 직급을 통제한 상태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는 직무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영, 2015). 

상사의 지원은 근로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역할 내 수행뿐만 아니라 맥락수행이

나 조직시민행동과 같이 자발적인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차동옥 외

(2012)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근로자들의 상사지원인식은 역할 내 수행뿐만 아

니라 역할 외 수행의 수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mdar

과 Van Dyne(2007)의 연구에서도 다국적기업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상사-부

하 교환관계와 직무수행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사와의 관계 및 지원이 직무수

행 뿐만 아니라 역할 외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자가 상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경우 조직 내에서 공식적으

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욱 몰입하고 기여하고자 하며, 더 나아

가 다른 동료들을 돕는 등의 조직에 이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사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구성원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직무에 더욱 충실하게 되

고 나아가 조직에 공헌하게 된다(조윤형, 최우재, 2011). 즉, 구성원이 직무와 조

직에 정서적으로 몰입할 경우 조직 내 직무수행과정에서 성과향상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종찬, 2010). 나아가 구성원들이 자신들

의 상사가 본인의 업무를 이해하고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지원해준다고 인식한다

면 조직과 직무에 불필요한 역기능적 행동도 줄이게 된다(손승연 외, 2009). 대

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업무 특성상 구성원 한 명의 직무는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보다 팀 구성원들과 상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상사의 지원은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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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수행과 고용능력의 관계

 조직 구성원들의 높은 수준의 고용능력은 직무수행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

으며(Sanders & De Grip, 2004), 근로자의 고용능력은 조직의 주요한 성과로 

이어진다(Hallier & Butts, 1999). 또한, 고용능력은 근로자 개인과 조직의 성과 

모두에 이익이 되며, 직무에서의 현재의 수행 수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력에도 

도움이 되며, 고용능력의 수준이 높은 구성원은 상황의 변화에 필요한 적응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조직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Van Dam, 2004). 뿐

만 아니라 고용능력은 심리적 안녕감,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Benson, 2006; Cuyper et al., 2008; Fugate & Kinicki, 2008; Groot & 

Maassen van den Brink, 2000), 직무몰입 등을 매개로 직무수행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침을 예상할 수 있다.  

De Cuyper 외(2014)의 연구에 의하면 고용능력과 역할 내 수행(in-role 

performance)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직업안정성의 수준이 낮을 때, 고용능력은 역

할 내 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근

로자들의 고용능력 또한 개인의 직무수행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Camps 

& Rodriguez, 2011). 국내의 연구직 근로자 대상의 서경민(2010)의 연구에서도 

고용능력에 대한 인식이 직무유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민(2010)의 연구에서 고용능력을 높게 인식할 경우, 조직 구성원

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의무감으로 인하여 조직에 몰입하고자 

하는 규범적 몰입이 높아지게 되며,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도 더욱 몰입하게 함으

로써 직무유효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밝혔다. 

고용능력을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력으로 구분하여 고용능력과 직무수행

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De Cuyper와 De Witte(2011)의 연구

에서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력은 정서적 조직몰입을 매개로 수행 수준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근로자 대상의 국내의 연구에서도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력 모두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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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문재승, 2014). 특히, 내부 고용능력은 조직 내부에서의 직업에 대한 안

정감을 높여주어 경력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작용하기도 한다(De 

Cuyper & De Witte, 2011). 따라서 내부 고용능력이 높은 구성원은 조직에 더

욱 몰입하여 직무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하듯

이 고용능력은 개인과 조직의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구성원들의 직무수행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 2006). 

4) 직무수행과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계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은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적 특성과 직급, 직무, 근

무경력 등의 개인적 업무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를 살펴보면, 최

원수와 진용주(2014)의 연구에 의하면 광고회사의 근로자 중에서 광고제작 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 광고 크리에이터의 직무수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수진과 구관모(2003)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직

무수행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장은주와 이기은(2008)의 연구에서

는 연령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

의 수준이 높은 근로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흥미있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

여 학문적 및 기술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학력에 따른 직무수행

의 수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오창환, 2012), 김미영(2013)의 연구에

서는 학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직급, 직무, 근무경력 등의 개인적 업무배경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

을 살펴보면, Wallace 외(2011)의 연구와 Huang 외(2010)의 연구에서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필

(2013)의 연구에서는 금융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재직기간은 다른 변수들의 조건에 따

라서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Duarte, Good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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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ch, 1994), 김미영(2013)의 연구와 장은주와 이기은(2008)의 연구에서는 재

직기간이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대상과 다른 변수들의 조건 등에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 차이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직급, 직무, 현 직장 근무경력, 총 직장 근무경력을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및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

효과

1)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미숙, 2007; 김연선, 

2008; 남정숙, 2011; 이동섭 외, 2008; 이정욱, 2012; Bandura & Locke, 

2003; Schmidt & DeShon, 2010; Stumpf, Brief & Hartman, 1987; Taylor 

et al., 1984), 근로자 자신의 직무수행 수준뿐만 아니라 구성원이 속해있는 조직

의 성과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Gist & Mitchell, 1992; Wiener, 

2005; 유재충, 2007). 또한,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다른 변인들의 매개효과에 의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Prussia, Anderson & Manz, 1998). 

여러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고용능력의 요인이 자기효능감과 연관된 개념으로 

보일 수 있으며, 고용능력이 때로는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한

다. 하지만 Berntson, Naswall과 Sverke(2008)는 자기효능감과 고용능력은 상

관관계는 있지만 명확히 구분되는 다른 개념임을 1년에 걸친 실증적인 종단분석

을 통해서 밝혔다.  

고용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대학생 대상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Pool과 Qualter(2013)의 연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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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양한 전공의 대졸 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은 고용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

인으로 작용하였고, 더불어 고용능력은 자기효능감과 경력만족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night와 Yorke(2002)는 자기이론의 핵심인 자기효능감은 고용

능력과 관련된 능숙한 실무 처리 역량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Pool과 Sewell(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지식, 스킬, 경험 및 개인적 

특성과 직접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며, 자기효능감과 자기성찰의 수

준이 높을 경우 고용능력의 수준도 높아짐을 구명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이 메타

인지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고용능력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기

효능감은 고용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며 자기성찰을 통해서 고용능력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Yorke & Knight, 2004). 

고용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고용능력은 개인의 취업준

비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노동시장에서 독립적으로 고용을 획득할 수 있는 능

력의 의미로 주로 정의된다. 강인주, 정철영(2013)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전문대

학생 대상의 자기효능감은 고용능력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정선과 김경아(2012)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고용능력의 개념과 

유사한 취업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종찬과 홍아정(2013)의 연구

에서는 대학생의 고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중에서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성공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을 뜻한다. 또한, 전주현(2013)

의 연구에서 공학교육인증제도 프로그램에 2년 이상 침여하고 있는 공과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고용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능력의 수준이 높은 구성원의 직무수행의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문재승, 2014; 서경민, 2010; Camps & Rodriguez, 2011; De Cuyper 

& De Witte, 2011; De Cuyper et al., 2014; Sander & De Grip. 2004; Van 

Dam, 2004; 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 2006), 조직의 성과로도 이

어진다(Hallier & Butt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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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고용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직무수행과 고용능력의 관계로 미루어보아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영

향뿐만 아니라 고용능력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

상사지원은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보경, 정철

영, 2013; 김지현, 최애경, 2014; 문재승, 2012; 오인수 외, 2006; 정대용 외, 

2009; 차동옥 외, 2012; 최정임, 전순영, 2014; Eby et al., 2006; Erdogan & 

Enders, 2007; De Vos et al., 2009; Huang et al., 2010), 궁극적으로 조직의 

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손승연 외, 2009; 이종찬, 2010; 조윤형, 

최우재, 2011). 또한 상사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사-부하 교환관계와 직무

수행의 관계로부터 상사지원과 직무수행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김미영, 

2015; 이은혜, 김민수, 2010; Harris, Wheeler & Kacmar, 2009; Kamdar & 

Van Dyne, 2007; Townsend et al., 2002; Wayne et al.,2002). 

양승욱(2009)의 연구에서는 상사지원이 고용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능력을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력으로 구성한 강인주

(2010)의 연구에서는 국내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상사의 지원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내부 고용능력에는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회계법인에 근로하는 공인회계사의 상사

지원은 외부 고용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정순여, 장은

주, 2008), 박슬기와 이형룡(2008)의 연구에서는 상사지원이 경력만족과 직무만

족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고용능력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유사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박수성과 최우성(2008)의 연구에서 호텔 근로자

의 상사의 지원과 관련된 역할 중에서 멘토링 기능이 직무만족, 경력만족, 고용능

력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능력은 주관적 경력

성공의 하위요인으로 포함되기도 하는데, 장은주와 박경규(2004)의 연구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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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외국계 금융기관 근로자의 상사지원이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변인인 고용능력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은주와 

박경규(2004)의 연구에서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사지원의 수준이 고용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용능력의 수준이 높은 구성원의 직무수행의 수준 또한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문재승, 2014; 서경민, 2010; Camps & Rodriguez, 

2011; De Cuyper & De Witte, 2011; De Cuyper et al., 2014; Sander & 

De Grip. 2004; Van Dam, 2004; 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 

2006), 조직의 성과로도 이어진다(Hallier & Butts, 1999). 

따라서 이러한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 고용능력과 상사지원의 관계, 직무

수행과 고용능력의 관계로 미루어보아 상사지원은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고용능력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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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

자기효능감 → 직무수행

김미숙(2007), 김연선(2008), 남정숙(2011), 이동섭 외(

2008), 이정욱(2012), Bandura & Locke(2003), Schmidt

& DeShon(2010), Stumpf, Brief & Hartman(1987),

Taylor et al.(1984)

상사지원 → 직무수행

김보경, 정철영(2013), 김지현, 최애경(2014), 문재승
(2012), 오인수 외(2006), 정대용 외(2009), 차동옥 외
(2012), 최정임, 전순영(2014), Eby et al.(2006),

Erdogan & Enders(2007), De Vos et al.(2009), Huang

et al.(2010)

고용능력 → 직무수행

문재승(2014), 서경민(2010), Camps & Rodriguez(2011),

De Cuyper & De Witte(2011), De Cuyper et al.(2014),

Sander & De Grip(2004), Van Dam(2004), 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2006)

자기효능감 → 고용능력 
→ 직무수행

강인주(2013), 이정선, 김경아(2012), 이종찬, 홍아정
(2013), 전주현(2013), Knight & Yorke(2002), Pool &

Sewell(2007), Pool & Qualter(2013), Yorke &

Knight(2004)

상사지원 → 고용능력 →
직무수행

강인주(2010), 양승욱(2009), 정순여, 장은주 (2008),

Harris et al.(2009), Kamdar & Van Dyne(2007),

Townsend et al.(2002), Wayme et al.(2002)

<표 Ⅱ-1>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및 고용능력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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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및 

고용능력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변인간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그림 Ⅲ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변인은 직무수행, 자기

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이며, 고용능력은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력의 하

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그림 Ⅲ-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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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매출액 1,000대 기업의 근로자를 목표 모집단으로 

제한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구분할 때는 

업종별로 상시 종사자 수 및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조업을 기준으로 볼 때, 상시 종사자 수가 300인 미만이며 

매출액 200억 원 이하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그 이상인 경우를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주로 인원수를 기

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업종마다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기 어

려우므로, 구분된 집단이 대기업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 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기업정보 홈페이지 코참비즈에서는 매출액과 자

산총액을 기준으로 1,000대 기업체 목록을 상시 종사자 수, 재무정보, 거래정보, 

채용정보 등의 기업정보와 함께 2015년 6월 30일까지 공개하였다. 코참비즈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종합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

므로, 이 연구에서의 대기업은 코참비즈의 정보를 기준으로 하였다. 

국내 1,000대 대기업의 근로자수는 약 1,799,000명이다(대한상공회의소, 

2013). Krejcie와 Morgan(1970)이 제시한 모집단 규모별 필요한 표집 수는 신

뢰도 95%를 적용 할 때, 모집단이 1,000,000명이 넘을 경우 384명으로 제시되

고 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수에 상관없이 표본 집단의 

절대 수에 기인하며, 사회과학에서는 표본이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류근관, 2013). 또한, 필요한 사례 수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독립변인과 사례수의 비율이 약 1:20 정도가 되면 예

측검증력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Tabachnick & Fidell, 1989).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불성실 응답과 설문지 회수율을 고려하여 유의표집을 통해 선

정된 각 대기업의 협력자를 통하여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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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

지는 개인의 생각, 태도, 감정 등 관찰하기 힘든 구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므로(박도순, 2004),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질문지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을 측정

하는 4개의 조사도구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항목으로 총 5가지 영역의 38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변인들에 대한 조사도구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타당도

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연구목적과 대상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HRD 

전공 교수 1명, 박사수료 대학원생 1명, 박사과정 대학원생 1명에게 내용 타당도

를 검증받았다. 또한, 예비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기업 근로자 3명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질문지의 응답양식은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은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선택형 문항과 

단답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구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표 Ⅲ-1>과 같다. 

구분 문항 수 문항 번호

직무수행 7 Ⅰ. 1~7

자기효능감 8 Ⅱ. 1~8

상사지원 6 Ⅲ. 1~6

고용능력
내부 고용능력 4 Ⅳ. 1~4

외부 고용능력 6 Ⅳ. 5~10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급, 직무, 현 직장 
근무경력, 총 근무경력

7 Ⅴ. 1~7

전체 38 

<표 Ⅲ-1> 조사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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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도구에 대하여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를 확인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내적일치도 계수가 0.60 이상이면 조사도구가 충분히 신뢰

할만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Nunnally, 1967). 

가. 직무수행  

직무수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Williams와 Anderson(1991)이 개발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Williams와 Anderson(1991)의 도구는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표 Ⅲ-2>와 같이 나

타났으며,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762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37) 본조사(n=221)

직무수행 .667 .762

<표 Ⅲ-2> 직무수행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Chen 외(2001)가 개발하고 오인수(2002)가 번

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Chen 외(2001)의 도구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행을 

실행하고 조직화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나 신념인 일반적 자기

효능감에 대한 질문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예비조사와 본

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표 Ⅲ-3>과 같이 나타났다. 본조사 결과 자기효능감 

5번 문항을 삭제했을 때 내적일치도 계수가 .862로 상승하였지만, 삭제 전의 

.684도 .60이상으로 적절한 값을 보였기 때문에 5번 문항을 삭제하지 않고 원자

료 그대로 연구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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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37) 본조사(n=221)

자기효능감 .661 .684

<표 Ⅲ-3> 자기효능감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다. 상사지원 

상사지원을 측정하기 위해서 Greenhaus 외(1990)가 개발하고 장은주(2003)

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Greenhaus 외(1990)의 도구는 상사가 자신의 공

로를 인정해주고 경력계획을 수립하고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

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예비

조사와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표 Ⅲ-4>와 같이 나타났으며,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925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37) 본조사(n=221)

상사지원 .935 .925

<표 Ⅲ-4> 상사지원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라. 고용능력 

고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Rothwell과 Arnold(2007)가 개발하고 강인주

(2010)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Rothwell과 Arnold(2007)의 도구는 개인

이 현재의 조직이나 조직 외부에서 고용을 획득하고 유지시키는 자신의 능력에 대

한 인식을 묻는 질문으로 내부 고용능력에 대한 4문항과 외부 고용능력에 대한 6

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표 Ⅲ-5>와 같이 나타났으며, 본조사에서의 고용능력 전체에 대한 

내적일치도는 .830, 내부 고용능력의 내적일치도는 .647, 외부 고용능력의 내적일

치도는 .867로 모두 적절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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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37) 본조사(n=221)

고용능력 .873 .830

내부 고용능력 .729 .647

외부 고용능력 .869 .867

<표 Ⅲ-5> 고용능력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마.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직급, 직종, 현 직장 근무경

력, 총 근무경력의 총 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4.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본 조사에 앞서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

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목표 모집단인 대기업 근로자 6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015년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배포 및 회수, 

분석을 통해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본조사의 자료수집은 2015년 10

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3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바일 설문 링크를 배포하거나 이메일로 질문지를 배

포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Dillman(2000)의 방법을 토대로 유의표집을 통해 선정

된 기업마다 협력자 1인을 섭외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에 대한 설명을 충분

히 한 뒤 설문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설문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히 응답

한 사람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600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고, 그 중 257명(42.8%)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중 설

문 문항이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설

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자료분석에는 불성실 응답지 36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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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 총 221부(36.8%)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인 221명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력, 최종학력, 

직급, 직무, 현 직장 근무경력, 총 근무경력을 조사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 분

포는 남성 77.8%(172명), 여성 22.2%(49명)로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30세 미만이 19.9%(44명), 30세 이상

에서 40세 미만이 59.7%(132명),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이 16.3%(36명), 

50세 이상이 4.1%(9명)로 3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고졸 이하가 3.6%(8명), 전문대졸이 3.6%(8명), 대졸이 

74.2%(164명), 대학원 이상이 18.6%(41명)로 대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응

답자의 직급은 사원이 20.8%(46명), 대리가 37.1%(82명), 과장이 21.7%(48

명), 차장이 12.7%(28명), 부장 이상이 7.7%(17명)로 나타났다. 직무는 사무관

리가 33.9%(75명), 영업 및 마케팅이 26.7%(59명), 연구개발이 15.4%(34명), 

생산이 3.6%(8명), 서비스가 5.0%(11명), 기타가 15.4%(34명)를 차지하였다. 

현 직장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6.8%(15명),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36.2%(80명),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33.0%(73명),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 9.5%(21명),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 7.2%(16명), 20년 이상이 

7.2%(16명)로 1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총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1.8%(4명),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22.6%(50명),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37.1%(82명),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 18.1%(40명),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 9.5%(21명), 20년 이상이 

10.9%(24명)로 나타났다. 다음 <표 Ⅲ-6>는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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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72 77.8

여성 49 22.2

계 221 100.0

연령

30세 미만 44 19.9

30세 이상 ~ 40세 미만 132 59.7

40세 이상 ~ 50세 미만 36 16.3

50세 이상 9 4.1

계 221 100.0

학력

고졸 이하 8 3.6

전문대졸 8 3.6

대졸 164 74.2

대학원 이상 41 18.6

계 221 100.0

직급

사원 46 20.8

대리 82 37.1

과장 48 21.7

차장 28 12.7

부장 이상 17 7.7

계 221 100.0

직무

사무관리 75 33.9

영업/마케팅 59 26.7

연구개발 34 15.4

생산 8 3.6

서비스 11 5.0

기타 34 15.4

계 221 100.0

현 직장 
근무경력

1년 미만 15 6.8

1년 이상 ~5년 미만 80 36.2

5년 이상 ~ 10년 미만 73 33.0

10년 이상 ~ 15년 미만 21 9.5

15년 이상 ~ 20년 미만 16 7.2

20년 이상 16 7.2

계 221 100.0

<표 Ⅲ-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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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직장 
근무경력

1년 미만 4 1.8

1년 이상 ~ 5년 미만 50 22.6

5년 이상 ~ 10년 미만 82 37.1

10년 이상 ~ 15년 미만 40 18.1

15년 이상 ~ 20년 미만 21 9.5

20년 이상 24 10.9

계 221 100.0

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Window SPSS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주요 통

계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방법을 활용하였

고,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 t-test, ANOVA를 활용하였다. 또한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분석모형에 근거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분석방법을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표 

Ⅲ-7>와 같다.

 

연구문제 통계분석방법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백분율

연구문제 1.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

능력의 수준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 수준

의 차이는 어떠한가?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연구문제 2. 대기업 근로자의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이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위계적회귀분석

연구문제 3.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및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위계적회귀분석
(매개효과분석)

<표 Ⅲ-7> 연구문제와 통계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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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수준을 구명하기 위해서 주요 통계분

석방법으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 수준의 차이를 구명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각각

의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각 변

인들의 영향력을 구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상관

관계분석을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r)를 활용하였고, 상관계수의 해석기준은 <표 

Ⅲ-8>과 같이 Davis(1971)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

과 관련하여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및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의 범위 상관관계의 해석

1.00 완전한 상관

0.70~0.99 매우 높은 상관

0.50~0.69 높은 상관

0.30~0.49 중간 상관

0.10~0.29 낮은 상관

0.01~0.09 매우 낮은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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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8> 상관계수의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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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차이분석

가.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

이 연구에서 측정한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및 고용

능력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각 변인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 표준편차, 5점 환산평균, 최소값, 

최대값 등을 확인하였다. 직무수행의 평균은 23.60점, 표준편차는 2.588점, 5점 

환산평균은 4.09점, 최소값은 7점, 최대값은 35점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2.18점, 표준편차는 4.068점, 5점 환산평균은 3.78점, 최소값은 17점, 

최대값은 40점으로 나타났다. 상사지원의 평균은 19.85점, 표준편차는 5.082점, 

5점 환산평균은 3.31점, 최소값은 6점, 최대값은 30점이었으며, 고용능력의 평균

은 33.84점, 표준편차는 5.724점, 5점 환산평균은 3.38점, 최소값은 20점, 최대

값은 50점으로 나타났다. 고용능력의 하위 요인인 내부 고용능력의 평균은 14.29

 

구분
이론적
구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5점 

환산평균

직무수행 7~35 7 35 23.60 2.588 4.09

자기효능감 8~40 17 40 32.18 4.068 3.78

상사지원 6~30 6 30 19.85 5.082 3.31

고용능력 10~50 20 50 33.84 5.724 3.38

내부 
고용능력

4~20 9 20 14.29 2.417 3.57

외부
고용능력

6~30 8 30 19.56 4.358 3.26

<표 Ⅳ-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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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표준편차는 2.417점, 5점 환산평균은 3.57점, 최소값은 9점, 최대값은 20점

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고용능력의 평균은 19.56점, 표준편차는 4.358점, 5점 환

산평균은 3.26점, 최소값은 8점, 최대값은 30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수준은 5

점 환산평균 값이 모두 3.00점 이상으로 보통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의 5점 환산평균은 4.09점으로 다른 변인들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

연구문제 1에서 제시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일반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급, 직

무, 현 직장 근무경력, 총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수행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최종학력, 직급에 대한 직무수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

며, 그 결과를 종합하면 <표 Ⅳ-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직무수

행의 수준의 평균은 남성이 4.12점, 여성은 3.97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직무수행의 수준은 30세 미만이 4.02점, 3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이 4.09점,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이 4.18점, 50세 이상이 4.10점으로, 연령에 따른 직무

수행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직무수행의 수준은 고졸 이하가 4.05점, 전문대졸이 3.66점, 대졸이 4.07점, 

대학원 이상이 4.2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에 직무수행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사

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학원 이상 집단이 전문대졸 집단 및 대졸 집단보다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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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직무수행의 수준은 사원이 3.90점, 대리가 4.05점, 과장이 4.19점, 차장이 

4.26점, 부장 이상이 4.2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에 직무수행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과장 집단 및 차장 집단이 사원 집단보다 직무

수행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직무수행의 수준은 사무관리가 4.09점, 영업/마케팅이 4.03점, 연구개발이 

4.26점, 생산이 3.84점, 서비스가 4.03점, 기타가 4.10점으로, 직무에 따른 직무

수행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직무수행의 수준은 1년 미만이 4.00점,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

이4.00점,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4.13점,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 4.13

점,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 4.22점, 20년 이상이 4.30점으로, 현 직장 근무

경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총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수행의 수준은 1년 미만이 4.04점,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4.01점,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4.06점,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 4.12점,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 4.10점, 20년 이상이 4.30점으로, 총 근무경력에 따

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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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t / F Scheffe

성
별

남성 172 4.12 0.44
2.157* -

여성 49 3.97 0.42

연
령

30세 미만 44 4.02 0.40

0.926 -
30세 이상 ~ 40세 미만 132 4.09 0.41

40세 이상 ~ 50세 미만 36 4.18 0.55

50세 이상 9 4.10 0.38

학
력

(a) 고졸 이하 8 4.05 0.53

5.921** d> b, c
(b) 전문대졸 8 3.66 0.57

(c) 대졸 164 4.07 0.41

(d) 대학원 이상 41 4.29 0.43

직
급

(a) 사원 46 3.90 0.52

5.126** c, d> a

(b) 대리 82 4.05 0.37

(c) 과장 48 4.19 0.36

(d) 차장 28 4.26 0.46

(e) 부장 이상 17 4.26 0.43

직
무

사무관리 75 4.09 0.42

1.855 -

영업/마케팅 59 4.03 0.38

연구개발 34 4.26 0.36

생산 8 3.84 0.32

서비스 11 4.03 0.66

기타 34 4.10 0.53

현 
직
장 
근
무
경
력

1년 미만 15 4.00 0.54

2.131 -

1년 이상 ~5년 미만 80 4.00 0.47

5년 이상 ~ 10년 미만 73 4.13 0.36

10년 이상 ~ 15년 미만 21 4.13 0.46

15년 이상 ~ 20년 미만 16 4.22 0.43

20년 이상 16 4.30 0.40

총

근
무
경
력

1년 미만 4 4.04 0.82

1.534 -

1년 이상 ~ 5년 미만 50 4.01 0.51

5년 이상 ~ 10년 미만 82 4.06 0.37

10년 이상 ~ 15년 미만 40 4.12 0.39

15년 이상 ~ 20년 미만 21 4.10 0.47

20년 이상 24 4.30 0.42

주) *: p<.05, **: p<.01

<표 Ⅳ-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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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관계

가. 회귀분석에 대한 가정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에 대한 가정을 검토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예측검증

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양적변수이어야 하고 정규분포를 따르며, 잔

차의 등분산성과 상호 독립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정규분포가정은 정규확률도표

(P-P plot)를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는데, [그림 Ⅳ-1]과 같이 정규확률도표의 

점들이 거의 45도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대체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Ⅳ-1] 직무수행의 정규확률도표

등분산성에 대한 검증은 잔차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예

측치(ZPRED)와 표준화된 잔차(ZRESID)에 대한 잔차의 산점도에서 대체적으로 

[그림 Ⅳ-2]와 같이 0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 등분산성을 만

족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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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직무수행의 표준화잔차의 산점도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은 Durbin-Watson 값이 2에 근접하는 경우 상호 독립

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Durbin-Watson 값이 0에 가까우면 양

의 상관관계, 4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

에서는 Durbin-Watson 값이 2.021로 2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상호 독립성에 대

한 가정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변인의 관계를 검증하기 전에 다중공선

성이 존재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이 지

나치게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게 되면 종속변인을 설

명하는 개별 독립변인의 변량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지며, 변인의 투입 순서에 

따라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변량에 큰 차이가 있게 된다(최동선, 2003).

다중공선성을 계산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

여 독립변인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공차한계(tolerance)와 변량

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하여 각 변수의 다중공선성을 정확

히 판단할 수 있다. 공차한계는 특정 변수의 표준오차의 크기를 설명하는 값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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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한계가 작을수록 해당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크며 다중공선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공차는 1.0에서 중다상관제곱을 뺀 값이므로 

공차가 1.0에 근접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변량팽창계수는 공

차한계의 역수로서 값이 클수록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중공선성을 판단할 때는 공차한계가 0에 가깝고 변량팽창계수가 10이상이면 다

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양병화, 2006).

이 연구에서는 직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내부 고용능력, 외부 고

용능력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각 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공차한계 값은 0.635~0.879, 변량팽창계수 값은 

1.138~1.575로, 공차한계 0.10이상이며 변량팽창계수 10이하의 수치를 나타내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분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자기효능감 0.695 1.440

상사지원 0.879 1.138

내부 고용능력 0.635 1.575

외부 고용능력 0.728 1.374

주) 종속변수: 직무수행

<표 Ⅳ-3> 공차한계와 변량팽창계수 분석 결과

나.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이 연구의 측정변인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

력, 통제변인 중 성별, 학력, 직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은 자기효능감과 유의수준 .01에서 .578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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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상관이 있으며, 상사지원과 유의수준 .01에서 .279로 낮은 수준의 상관이 

있었다. 고용능력과는 유의수준 .01에서 .365의 중간 수준의 상관이, 고용능력의 

하위 요인인 내부 고용능력과도 유의수준 .01에서 .395의 중간 수준의 상관을 보

였고, 외부 고용능력과는 유의수준 .01에서 .261의 낮은 수준의 상관이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과는 유의수준 .05에서 -.144로 부적으로 낮은 상관이, 

학력과 유의수준 .01에서 .209의 낮은 상관이, 직급과도 유의수준 .01에서 .280

의 낮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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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4-1 4-2 5 6 7

1. 직무수행 1

2. 자기효능감 .578** 1

3. 상사지원 .279** .268** 1

4. 고용능력 .365** .460** .064 1

4-1. 내부 고용능력 .395** .494** .199** .709** 1

4-2. 외부 고용능력 .261** .330** -.025 .920** .376** 1

5. 성별 -.144* -.130 -.046 -.105 -.181** -.038* 1

6. 학력 .209** .203** -.118 .250** .222** .205** -.087** 1

7. 직급 .280** .245** .102 -.042 -.019 -.044** -.131** .177 1

주) *: p<.05, **: p<.01

<표 Ⅳ-4>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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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관계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직무수행을 종속변인으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을 독

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 

학력, 직급에 따라 직무수행의 수준을 인식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으므로, 성별, 학력, 직급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위계적 회귀분석

의 1단계에서 통제변인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

력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1단계 결과와 비교하여 2단계에서의 △R²값은 

통제변인인 성별, 학력, 직급의 효과를 제거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순수한 설명력을 보여주며 그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구분

종속변인 : 직무수행

모형 1 모형 2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099 -1.535 -.042 -.772

학력 .158 2.422* .075 1.313

직급 .240 3.664** .152 2.678**

독립
변인

자기효능감 .410 6.316**

상사지원 .151 2.688**

고용능력 .150 2.417*

F 9.338 23.603

R² (


) .114 (.102) .398 (.381)

△R² .114 .284

<표 Ⅳ-5>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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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정된 R²값을 기준으로 할 때, 모형 1에서 통제변인인 

성별, 학력, 직급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10.2%였으며, 모형 2에서 통제변

인과 함께 독립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38.1%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인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은 직무수행에 28.4%의 영향력을 보였다. 

독립변인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의미하는 표준화 회귀계수에 의하면, 자기효능감

(β=.410, p<.01), 상사지원(β=.151, p<.01), 고용능력(β=.150, p<.05) 모두 

직무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상사지원, 고용능력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값은 2.021로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

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F값은 유의수준 .05이하이므로 회귀선이 모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공차한계가 0.1보다 작지 않고, VIF

가 1에 근접하므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었다. 

라.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 하위요인의 관계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하위요인

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직무수행을 종속변인으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내

부 고용능력, 외부 고용능력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 학력, 직급에 따라 직무수행의 수준을 인식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성별, 학력, 직급을 통제변인으로 설

정하였다. 따라서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 통제변인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

에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내부 고용능력, 외부 고용능력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

였다. 1단계 결과와 비교하여 2단계에서의 △R²값은 통제변인인 성별, 학력, 직

급의 효과를 제거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내부 고용능력, 외부 고용능력의 순수

한 설명력을 보여주며 그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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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변인 : 직무수행

모형 1 모형 2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099 -1.535 -.034 -.629

학력 .158 2.422* .070 1.231

직급 .240 3.664** .158 2.766**

독립
변인

자기효능감 .396 5.935**

상사지원 .141 2.481*

내부 고용능력 .123 1.865

외부 고용능력 .079 1.331

F 9.338 20.366

R² (


) .114 (.102) .401 (.381)

△R² .114 0.287

주) *: p<.05, **: p<.01

<표 Ⅳ-6>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 하위요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정된 R²값을 기준으로 할 때, 모형 1에서 통제변인인 

성별, 학력, 직급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10.2%였으며, 모형 2에서 통제변

인과 함께 독립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38.1%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인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내부 고용능력, 외부 고용능력은 직무수행에 28.7%의 영향력을 보였다. 

독립변인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의미하는 표준화 회귀계수에 의하면, 자기효능감

(β=.396, p<.01)이 상사지원(β=.141, p<.0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

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고용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값은 2.027로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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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F값은 유의수준 .05이하이므로 회귀선이 모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공차한계가 0.1보다 작지 않고, 

VIF가 1에 근접하므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었다. 

3.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및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

가.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고용

능력을 매개변인으로, 직무수행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Ⅳ-7>과 같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먼저 

1단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인(A)은 매개변인(B)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쳐야 한다. 즉, 표준화 회귀계수 β₁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는데 <표 Ⅳ

-7>에서 보여주듯이 β₁이 .463으로 나타나 매개변인인 고용능력에 대해 자기

효능감의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urbin-Watson값은 1.917로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

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 F값도 유의수준 .05 이하로 모

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2단계 회귀식에서는 독립변인(A)이 종속변인(C)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쳐야 한다. 즉, 표준화 회귀계수 β₂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는데 

<표 Ⅳ-7>에서 보여주듯이 β₂가 .523으로 나타나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에 대해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9 -

독립
변인
(A)

매개
변인
(B)

종속
변인
(C)

단
계

분석경로 β t p R²

자기
효능감

고용
능력

직무
수행

1 A → B β₁ .463 7.588** .000 .273

2 A → C β₂ .523 9.167** .000 .362

3

A → C β₃ .456 7.164** .000

.378

B → C β₄ .146 2.317* .021

주) *: p<.05, **: p<.01

<표 Ⅳ-7>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

 또한, Durbin-Watson값은 2.044로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

으므로 잔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 F값도 유의수준 .05 

이하로 모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3단계 회귀식에서는 독립변인(A)과 매개변인(B)을 동시에 투입하

여 종속변인(C)에 회귀시킬 때 매개변인(B)의 표준화회귀계수 β₄는 유의해야 

하고, 독립변인(A)의 표준화 회귀계수 β₃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2단계 회귀식의 표준화 화귀계수 β₂보다 작아질 때, 매개변인이 독립변인과 종

속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표 Ⅳ-7>의 

결과를 보면, β₃와 β₄의 두 값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β₃의 값이 .456

으로서 β₂의 값인 .523보다 작게 나타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

용능력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urbin-Watson값은 2.050

로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 F값도 유의수준 .05 이하로 모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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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이 두 변인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사지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고용능력

을 매개변인으로, 직무수행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

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고용능력의 매개효과는 <표 Ⅳ-8>과 같

이 나타나지 않았다. 

독립
변인
(A)

매개
변인
(B)

종속
변인
(C)

단
계

분석경로 β t p R²

상사
지원

고용
능력

직무
수행

1 A → B β₁ .104 1.580* .016 .090

2 A → C β₂ .277 4.453** .000 .189

3

A → C β₃ .285 4.771** .000

.286

B → C β₄ .327 5.412** .000

주) *: p<.05, **: p<.01

<표 Ⅳ-8>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

 

하지만 고용능력의 하위요인인 내부 고용능력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Ⅳ-9>와 같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먼저 1단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인(A)은 매개변인(B)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표준화 회귀계수 β₁의 값이 통계

적으로 유의해야 하는데 <표 Ⅳ-9>에서 보여주듯이 β₁이 .232로 나타나 매개

변인인 내부 고용능력에 대해 상사지원의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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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인
(A)

매개
변인
(B)

종속
변인
(C)

단
계

분석경로 β t p R²

상사
지원

내부
고용
능력

직무
수행

1 A → B β₁ .232 3.614** .000 .134

2 A → C β₂ .277 4.453** .000 .189

3

A → C β₃ .201 3.324** .001

.282

B → C β₄ .328 5.284** .000

주) *: p<.05, **: p<.01

<표 Ⅳ-9>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내부 고용능력의 매개효과

또한, Durbin-Watson값은 1.923으로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 F값도 유의수준 

.05 이하로 모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2단계 회귀식에서는 독립변인(A)이 종속변인(C)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쳐야 한다. 즉, 표준화 회귀계수 β₂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는데 

<표 Ⅳ-9>에서 보여주듯이 β₂가 .277로 나타나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에 대해 

상사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urbin-Watson값은 1.890으로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 F값도 유의수준 .05 이하로 

모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3단계 회귀식에서는 독립변인(A)과 매개변인(B)을 동시에 투입하

여 종속변인(C)에 회귀시킬 때 매개변인(B)의 표준화회귀계수 β₄는 유의해야 

하고, 독립변인(A)의 표준화 회귀계수 β₃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2단계 회귀식의 표준화 화귀계수 β₂보다 작아질 때, 매개변인이 독립변인과 종

속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표 Ⅳ-9>의 

결과를 보면, β₃와 β₄의 두 값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β₃의 값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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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β₂의 값인 .277보다 작게 나타나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내부 

고용능력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urbin-Watson값은 

1.957로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 F값도 유의수준 .05 이하로 모델을 설명하는 데 적

합한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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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및 고용능력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수준은 35점 만점에 평균 23.60점이며, 5점 

환산 평균은 4.09점으로 나타났다. 5점 환산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기존

에 국내에서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손규태(2015)의 연구에서는 직무

수행의 수준이 4.00점으로 이 연구에서의 수준과 유사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사내

자격 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현진(2012)의 연구에서의 3.90점과 중소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수경(2012)의 연구에서의 3.89점, 이지윤

(2014)의 연구에서의 3.71점 보다 이 연구의 대상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수준이 근소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기업의 규모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5점 환산평균을 비교해보면, 직무수행은 4.09점, 

자기효능감은 3.78점, 상사지원은 3.31점, 고용능력은 3.38점, 고용능력의 하위 

변인인 내부 고용능력은 3.57점, 외부 고용능력은 3.26점으로 나타났다. 내부 고

용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Locke(1976)가 제시한 바와 같이 대기업은 중소기업

에 비해 조직이 규모가 크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 및 물질적 보

상, 지원, 다양한 기회 등이 우수하므로 조직 내부에서의 역할과 기회가 많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

용능력의 수준은 5점 환산평균 값이 모두 3.00점 이상으로 보통 수준 이상을 보

이고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의 5점 환산평균은 다른 변인들보다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상사지원과 외부 고용능력은 다른 변인들의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남성이 4.12점으로 여성의 3.9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의 조직 상황에 비추어보면, 조직 내에서 근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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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다소 낮게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고졸 이하가 4.05점, 전문대졸이 3.66점, 대졸이 4.07점, 

대학원 이상이 4.29점으로, 대학원 이상 집단이 전문대졸 집단 및 대졸 집단보다 

직무수행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자본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교육의 수준이 높은 근로자는 자

신의 전문 분야에서 흥미있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여 학문적 및 기술적으로 기

여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학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류현주, 2012; 오창환, 2012).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사원이 3.90점, 대리가 4.05점, 과장이 4.19점, 차장이 4.26점, 부장 이상이 4.26

점으로, 과장 집단 및 차장 집단이 사원 집단보다 직무수행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 직무, 현 직장 근무경력, 총 근무경력에 따

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

지한다(김미영, 2013; 장은주, 이기은, 2008; 최원수, 진용주, 2014; Huang et 

al., 2010; Wallace et al., 2011). 즉, 단순히 연령이 증가하거나 근무경력이 길

다는 사실이 직무수행의 수준 향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며, 학력이나 직급과 같이 

근로자의 역량이 반영되는 특성과 사회적 및 문화적 영향에 의한 성별에 따른 직

무수행의 인식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수행은 자기효능감과 유의수준 .01에서 .578의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수행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

는 경향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직무수행과 고용능력은 유의수준 .01에서 

.365의 중간 수준의 상관이, 고용능력의 하위 요인인 내부 고용능력과도 유의수준 

.01에서 .395의 중간 수준의 상관을 보였고, 외부 고용능력과는 유의수준 .01에

서 .261의 낮은 수준의 상관이 있었다. 또한, 직무수행은 상사지원과 유의수준 

.01에서 .279로 낮은 수준의 상관을 보여, 직무수행은 고용능력 및 상사지원과 중

간 수준 이하의 상관으로, 고용능력 및 상사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경우라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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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의 수준은 높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직무수행과의 상관 정도는 

환경적 요소인 상사지원이나 개인 능력 요소인 고용능력보다 개인의 심리적 요소

인 자기효능감과 더욱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성별, 학력, 직급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학력, 직급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10.2%였으며, 

통제변인과 함께 독립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38.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인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자기효

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은 직무수행에 28.4%의 영향력을 보였다. 

각 변인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β=.410, p<.01)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상사지원(β=.151, p<.01), 고용능력(β

=.150, p<.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인의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β=.396, p<.01)이 상사지원(β=.141, 

p<.0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 고용능력

과 외부고용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ndura & Locke, 2003; Camps & 

Rodriguez, 2011; De Cuyper et al., 2014; De Vos et al., 2009; Eby et al., 

2006; Schmidt & DeShon, 2010), 직무수행에는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

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고용능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다른 요인들보다 자

기효능감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Bandura(1982)와 오인수(2002)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직무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넷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매개변인인 고용능력에 대한 자

기효능감의 특성과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이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



- 66 -

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고용능력의 매개효과는 없었으나 내

부 고용능력에 대한 상사지원의 특성과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에 대한 상사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고용능력의 하위요인인 내부 고용능력은 직

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특히, 이 결과는 상사지

원이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력은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내부 고용능력

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강인주(2010)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

다. 이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원을 많이 받을 경우 조직 내부에서의 만족도와 몰입

도가 높아 경력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내부 고용능력이 높아지게 되므로 직무수행

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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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및 

고용능력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하

였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수준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 수준의 차이를 구명한다. 둘째, 대기업 근로

자의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명한다. 셋

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및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모집단

인 우리나라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적 

표집방법 중에서 유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근로

자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이 편중되지 않도

록 선정하고, 평균 회수율 및 불성실 응답률 등을 고려하여 총 600명을 표집 하

였다. 

조사도구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을 측정하는 4

개의 조사도구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항목으로 총 5가지 영역의 38개 문항

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직무수행은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

적신뢰도 계수는 예비조사에서 .667, 본조사에서는 .762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에서 .661, 본조사

에서는 .684로 나타났다. 상사지원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에서 .935, 본조사에서는 .925로 나타났다. 고용능력은 내부 고용

능력에 대한 4문항과 외부 고용능력에 대한 6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

으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에서 .873, 본조사에서는 .830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적절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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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은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를 통해 예비조사는 2015년 9월 14일부터 9

월 25일까지 실시되었고, 본조사는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3

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총 600부의 설문지 중 257부의 자료가 수집

되었고, 이 중에서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총 221개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

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 등의 기술통계방법을 활용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ANOVA, 상

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매

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

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수준은 35점 만점에 평균 23.60점이며, 5점 

환산 평균은 4.09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5점 환산평균을 

비교해보면, 직무수행은 4.09점, 자기효능감은 3.78점, 상사지원은 3.31점, 고용

능력은 3.38점, 고용능력의 하위 변인인 내부 고용능력은 3.57점, 외부 고용능력

은 3.26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

원, 고용능력의 수준은 5점 환산평균 값이 모두 3.00점 이상으로 보통 수준 이상

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의 5점 환산평균은 다른 변인들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사지원과 외부 고용능력은 다른 변인들의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남성이 4.12점으로 여성의 3.9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학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고졸 이하가 4.05점, 전문대졸이 3.66

점, 대졸이 4.07점, 대학원 이상이 4.29점으로, 대학원 이상 집단이 전문대졸 집

단 및 대졸 집단보다 직무수행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사원이 3.90점, 대리가 4.05점, 과장이 4.19점, 

차장이 4.26점, 부장 이상이 4.26점으로, 과장 집단 및 차장 집단이 사원 집단보

다 직무수행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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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 근무경력, 총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 연구에서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수행은 자기효능감과 유의수준 .01에서 .578의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고, 직무수행과 고용능력은 중간 수준의 상관이, 고용능

력의 하위 요인인 내부 고용능력과도 중간 수준의 상관, 외부 고용능력과는 낮은 

수준의 상관이 있었다. 또한, 직무수행은 상사지원과 낮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과는 부적으로 낮은 상관이, 학력과 낮은 상관이, 직급

과도 낮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통제변인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자기

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은 직무수행에 28.4%의 영향력을 보였다. 각 변인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β=.410, p<.01)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상사지원(β=.151, p<.01), 고용능력(β=.150, p<.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인의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β=.396, p<.01)이 상사지원(β=.141, p<.0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고용능력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매개변인인 고용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

의 특성과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

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고용능력의 매개효과는 없었으나 고용능력의 하위

요인인 내부 고용능력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매개변인인 내부 고

용능력에 대한 상사지원의 특성과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에 대한 상사지원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

서 내부 고용능력은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 70 -

2. 결론

이 연구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수행을 이해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향상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적 차원의 변인과 환경적 차원의 변인인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 

대한 인식 및 중요성과 이해를 제고하고, 연구의 결과를 통해 근로자의 직무수행 

향상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수준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며, 이로

부터 기업의 규모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인식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내부 고용능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Locke(1976)가 제시한 바와 같이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조직이 규모가 크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심

리적 및 물질적 보상, 지원, 다양한 기회 등이 우수하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조직 

내부에서의 역할과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내부 고용능력을 높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

다.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수준은 모

두 보통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은 다른 변인들보다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상사지원과 외부 고용능력은 다른 변인들의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대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수행과 내부에서의 경쟁력은 뛰어나지

만 자신이 속한 조직을 벗어나 노동시장 전체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

으로 낮으며, 조직 구성원의 역량과 경력개발 및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

심 이해관계자인 상사의 지원 수준도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상사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조직의 성

장을 도모하여야 하며, 조직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

들의 외부 고용능력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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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의 조직 상황에 비추어보면, 조직 내에서 근로자

들이 능력이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다소 낮게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 근로자의 학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자본이 높아지며, 교육의 수준이 높은 근로자는 자

신의 전문 분야에서 흥미있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여 학문적 및 기술적으로 기

여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류현주, 2012; 오창환, 정철영, 2012). 이 

결과는 다수의 국내 대기업에서 핵심인재와 같은 근로자의 대학원 진학 장려와 학

비 지원과 같은 혜택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직 구성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과장 집단 및 차장 집단이 사원 집단보다 직무

수행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수행의 수준은 과

장급 이상이 되었을 때 사원들과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 승진에 대

한 기준이 기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근무성적과 근무경

력이 함께 반영되므로 일정 직급 이상의 차이가 날 때 직무수행의 수준 차이가 유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단, 부장 집단과 사원 집단의 직무수행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대응성, 업무에 대한 열정과 패기와 같은 

심리적 요인 등을 원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반면, 연령, 직무,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히 연령이 증가하거나 근무경력이 길다는 사실이 

직무수행의 수준 향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며, 학력이나 직급과 같이 근로자의 역

량이 반영되는 특성과 사회적 및 문화적 영향에 의한 성별에 따른 직무수행의 인

식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대기업 근로자의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직무수행에 대한 영향

력은 유의미하며, 이 중 자기효능감의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환경적 요소인 상사지원이나 개인 능력 요소인 고용능력보다 개인의 심리적 요소

인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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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기업의 직무관련 교육은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에 주로 초점

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효용성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교육훈련의 효

과성을 증대시키고 근로자들의 직무수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고용능력의 하위요인인 내부 고용능력과 외

부고용능력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직무수행에는 내부 고용능

력과 외부 고용능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고용능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현재 속한 조직에서만 경쟁력이 있거나 조직 외부에서만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경쟁력이 있는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은 특정 집단이나 환경에서의 역

량에만 집중하기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외부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면서 현재 

소속된 조직에서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은 부분 매

개효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는 없었으며, 고용능력의 하위요인인 내부 고용능력만 직무수

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원을 

많이 받을 경우 조직 내부에서의 만족도와 몰입도가 높아 경력의 기회가 많기 때

문에 내부 고용능력이 높아지게 되므로 직무수행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상사의 지원은 근로자의 외부 고용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원에 따른 경쟁력 향상으로 근로자의 외부로의 이탈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사는 근로자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조직에서는 관리자와 임원의 육성과 선발 및 배치의 과

정에서 리더십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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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조직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경쟁력을 키우며 경력을 개

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넓은 시야를 가지고 외부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

면서 현재 소속된 조직에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역

량 향상에 필요한 상사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

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적 차원에서 관리자들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구성원들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를 위해 조직에서는 관리자와 임원의 육성과 선발 및 배치의 과정에서 리더십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조직 구성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해 적

극적으로 투자하고, 자기효능감의 효용성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교육훈련의 효과성

을 증대시키고 근로자들의 직무수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한 조직에서만 정체되지 않고, 노동시장 전

체에서 우수한 인력이 활용되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보완

하고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를 토대도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의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수준과 다른 선행연구에서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수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근소한 차이를 보임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수행 차이를 실증적으로 구명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 내에서도 공기업과 사기업 등의 조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변인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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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직무수행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다차원적인 관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 환

경적 요인인 상사지원, 개인의 역량을 반영하는 요인인 고용능력을 변인으로 채택

하였다. 그러나 그 밖에 직무수행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매개변인과 조

절변인이 있을 것이므로 개인적 및 조직적 요소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밝힐 필요

가 있다. 

셋째, 실제 이직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의 외부 고용능력은 근로자가 현재 자신이 인식하는 수준으로서, 외부 

고용능력이 높은 근로자가 실제 다른 조직으로 고용될 능력이 높은지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이직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종단 연

구를 통해서 이직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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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본조사 측정도구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및 

고용능력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산업인력개발학을 전공하고 있는 

채미란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석사학위논문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

원 및 고용능력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인식

하는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입니다. 조

사결과는 통계법 제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귀하의 정보

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

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될 수 없

으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응답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

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채미란 드림

지도교수 정진철

 

【연구자 연락처】 C.P.: 010-0000-0000 / e-mail: cmirs56@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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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직무수행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직무수행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

하는 곳에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완료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무내용설명서에 제시된 책임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조직에서 기대하는 과업을 잘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수행 시 요구되는 목표를 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잘 수행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들을 소홀
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필수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실패한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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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기효능감

다음은 귀하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신감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

고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세운 목표들을 잘 달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려운 업무를 맡았을 때 그것을 잘 달성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일반적으로 나는 나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성과
를 이뤄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노력하면 어떤 시도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많은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대부분의 업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힘든 업무도 상당히 잘 수행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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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시지원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상사의 지원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

당하는 곳에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상사는 인사면담 등을 통해 경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상사는 나의 경력목표 달성 여부에 관심
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상사는 내가 업무성과목표를 정하는데 도
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상사는 내 업무성과가 좋을 경우 나의 공
로를 인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상사는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성과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조언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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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용능력

다음은 귀하의 고용능력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나는 그 대상에 포
함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회사에서 구축해 놓은 사내 인맥이 나의 경력
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지금의 회사에서 현재와 다른 업무를 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회사에서 나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동료들 중
에 내가 더 인정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디로든지 비교적 쉽게 이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현재와 다른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회사
로 이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현재와 같은 업무라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쉽게 이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현재와 같은 업무라면 동종업계가 아닌 
다른 회사로도 쉽게 이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와 비슷한 수준의 기술, 지식 및 업무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회사로부터 인기와 수요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가 가진 경험 및 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업무라면 언제 어떤 회사라도 취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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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반적 사항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직급은? (해당 직급명이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번호에 체크해 주십

시오.)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 이상

5. 귀하의 직무는?

① 사무관리   ② 영업/마케팅   ③ 연구개발   ④ 생산   ⑤ 서비스  ⑥ 기타

6.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경력은?  

   (    )년 (    )개월

7. 귀하의 총 근무경력은?

   (    )년 (    )개월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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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Job Performance, Self-efficacy, 

Supervisor's Support and Employability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by Miran Chae

Thesis for Master of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5

Major Advisor: Jinchul Jeo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relationship among job 

performance, self-efficacy, supervisor's support and employability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in Republic of Korea. The specific 

objectives to accomplish the research goal were as follows: First, to 

identify the perceived level of job performance, self-efficacy, 

supervisor's support and employability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and the difference of job performance level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cond, to identify the effect of variables above on the 

job performance; Third, to identify the mediation effect of employability 

between job performance and self-efficacy/supervisor's support.  

The population for this study was all employees of large-sized 

corporations in Republic of Korea. However, this study was restricted to 

the target populations as employees of 1,000 companies list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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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I(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counting all the employees in large corporations. The data 

were collected by the KSDC(Korea Social science Data Center) survey 

system. 

A survey questionnaire were conducted to measure variables of this 

study. It was consisted of job performance, self-efficacy, supervisor’s 

support, employability, and demographic items. The Cronbach's α of the 

all variables were suitable. A total of 257 of 600 questionnaire were 

returned, of which 221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The data were collected by online and mobile survey tools from 

October 1st to 21th 2015.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by using 

the SPSS Statistics 21.0 version. The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prior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procedure presented by Baron 

and Kenny(1986) was used to identify the mediation effect.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job 

performance, self-efficacy, supervisor's support and employability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was higher than average.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job performance by gender, 

education, and position. Third, the pure effect of self-efficacy, 

supervisor's support and employability on job performance was 28.4%, 

and among the variables, self-efficacy(β=.410, p<.01) had the biggest 

effect on job performance and followed by supervisor's support(β=.151, 

p<.01), employability(β=.150, p<.05) in effect size order. Forth, 

employability had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job performance and 

self-efficacy and internal employability had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job performance and supervisor's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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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job 

performance and competitiveness in their organizations was outstanding. 

The perceived competitiveness in the outside of their companies, on the 

other hand, was relatively low. Second, it seems that a glass ceiling and 

gender discrimination is still existing in large corporations in Korea. In 

addi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e necessity of active training 

and development of workers. Third, organizations can make use of 

self-efficacy for improvement and effectiveness of business. Forth, 

supervisors should actively support workers for their career. 

 Several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be studi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the job performance and its related variables in accordance with some 

specific feature of companies. Second, it need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various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and job performance. 

Third, longitudinal design is needed to reflect some factors about 

turnover because it is related to external employability.  

─────────────

Key words: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Job Performance, Self-efficacy,

            Supervisor’s Support and Employability

Student No.: 2013-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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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및 

고용능력의 관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년

채 미 란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및 고용능

력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수준 및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 수준의 차이를 구명한다. 둘째, 대기업 근로자의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및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

효과를 구명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모집단

인 우리나라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적 

표집방법 중에서 유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근로

자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이 편중되지 않도

록 선정하고, 평균 회수율 및 불성실 응답률 등을 고려하여 총 600명을 표집 하

였다. 

조사도구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을 측정하는 4

개의 조사도구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항목으로 총 5가지 영역의 38개 문항

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적절하게 나



타났다. 

자료수집은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를 통해 예비조사는 2015년 9월 14일부터 9

월 25일까지 실시되었고, 본조사는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3

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총 600부의 설문지 중 257부의 자료가 수집

되었고, 이 중에서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총 221개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

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방법을 활용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Baron

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

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수행, 자기효

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수준은 보통 수준 이상을 보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직급에 따

른 직무수행의 수준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

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통제변인

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은 직무수행에 28.4%의 영

향력을 보였다. 각 변인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β=.410, 

p<.01)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상사지원(β=.151, p<.01), 

고용능력(β=.150, p<.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무수행

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이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으며, 직무수행과 상사

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하위요인인 내부 고용능력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는 첫째, 대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수행과 내부에서의 경쟁력

은 뛰어나지만 자신이 속한 조직을 벗어나 노동시장 전체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인

식은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학력과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로 보아 조직 

구성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자

기효능감의 직무수행에 대한 영향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자기효능감의 효용성

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교육훈련의 효과성 증대와 근로자들의 직무수행 향상에 도

움이 될 것이다. 넷째, 상사가 근로자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근로자들의 내부 고용능력은 더욱 높아져 직무수행의 수준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관리자의 육성과 선발 및 배치의 과정에서 부하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리더십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

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외부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면서 현재 소속된 조직에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둘째, 조직적 차원에서 관리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구성원들의 성

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시

장 전체에서 우수한 인력이 활용되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규모와 같은 구체

적인 특성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차이와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직무수행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및 조직적 요소를 

고려하여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실제 이직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종단 연구를 통해서 이직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

주요어: 대기업 근로자,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

학  번: 2013-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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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식경제시대로 접어들면서 규모의 경제와 기술, 특허 등 쉽게 모방될 수 있는 

전통적인 경쟁 우위 요소들은 가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수한 역량을 가

진 인적자원이 더욱 중요한 경제우위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Becker & 

Huselid, 1998). 인적 자원은 즉시 구매할 수 있는 기술이나 특허보다도 모방하

기 어려운 조직역량을 창조하며, 조직 구성원들의 높은 직무수행 수준은 곧 기업

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직무수행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펼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성원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한다.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

소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개인적 요소 중에서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개인이 보유한 지식, 능력 및 스킬은 직무수행의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며(Bandura, 1982),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간

과한 상황에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구성원에 대한 노력과 투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오인수, 2002). 

실제 자기효능감이 높은 조직 구성원들은 목표 탐색과 성공에 대한 열의가 높

아, 목표하는 바에 대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게 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Bandura & Locke, 2003; Schmidt & DeShon, 2010). 또한, 자기효능감은 근

로자 자신의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유재충, 

2007; Gist & Mitchell, 1992; Wiener, 2005). 따라서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로 사회적 지원을 들 수 있

는데, 특히 사회적 지원의 주체 중에서 상사는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향상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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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활동 및 성장의 촉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해관계자이다(장정훈, 

2008; Cromwell & Kolb, 2004; Hezlett & Gibson, 2005). 더욱이 상사의 지

원은 근로자의 조직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Rhoades & Eisenberger, 2002). 상사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을 제공하고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구성원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

동을 통해 직무에 더욱 충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사의 지원은 맥락수행과 같

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조직에 공헌

하게 된다(조윤형, 최우재, 2011; 차동옥 외, 2012; Kamdar & Van Dyne, 

2007). 

사회교환이론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조직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고 느낄 

때,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의 직무에 더욱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게 되고

(Armstrong-Stassen & Ursel, 2009), 정서적으로 몰입하게 되며 성과가 향상

되며 이탈행동은 감소하게 된다(Rhoades & Eisenberger, 2002). 이와 같은 원

리로 근로자들이 상사로부터 많은 심리적 및 물질적 지원을 받은 구성원은 직무수

행을 통해서 상사에게 보답하려는 의무감이 형성되므로 상사의 지원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Erdogan & Enders, 2007; Gerstner & 

Day, 1997; Gouldner, 1960; Huang et al., 2010; 오인수 외, 2006). 따라서 

상사지원은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약화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

에 따라(Arthur & Rousseau, 1996; Johnson, 2001), 개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경력을 개발 및 관리하여야 한다. 즉,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서 현재 소속된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의 새로운 고용능력의 기회를 주

도적으로 탐색 및 실현함으로써(Rothwell & Arnold, 2007),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용능력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용능력은 역량기반접근(competency-based approach to employability)에

서 보았을 때 개인의 능력으로 해석되고 있으며(Van Der Heijde & Va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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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jden, 2006), 이러한 고용능력은 직무수행, 혁신행동 등의 직무유효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몰입 및 경력몰입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문재승, 2014; 서경민, 2010; Camps & Rodriguez, 2011; 

De Cuyper et al., 2014; Sanders & De Grip, 2004). 그리고 고용능력은 근로

자 개인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 모두에 이익이 되며, 직무에서의 현재의 수행 수준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고용능력의 수준

이 높은 구성원은 상황의 변화에 필요한 적응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조직에

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Van Dam, 2004). 그러므로 고용능력은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차원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상사지원은 고용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선행연구로부터 알 수 있

다. 이로부터 고용능력이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및 상사지원을 매개하여, 자기효

능감과 상사지원이 직무수행에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종

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외부 고용능력에 초점

을 맞추고 있지만, 내부 고용능력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사내

공모제도는 외부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과 같이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으며, 주요 인력 충원에서 내부 인력 선발에 대한 비중 또한 작지 않다. 

따라서 대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수행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차원의 변인

과 환경적 차원의 변인인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과 이해를 제고하고, 연구의 결과를 통해 근로자의 직무수행 향상

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및 

고용능력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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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수준 및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 수준의 차이를 구명한다.  

둘째, 대기업 근로자의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

향력을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및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

력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수준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1-1.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수준

은 어떠한가?

      1-2. 대기업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 수준의 차이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기업 근로자의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이 직무수행에 미

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1. 대기업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자기효능감, 상사지

원, 고용능력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어떠한가?

      2-2. 대기업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자기효능감, 상사지

원, 고용능력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및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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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은 매

개효과를 보이는가?

      3-2.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은 매개

효과를 보이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직무수행

직무수행(Job Performance)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이다. 이 연구에서 직무수행은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개인적 

차원의 직무수행의 수준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Williams와 Anderson(1991)의 도구에 

대기업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Williams와 Anderson(1991)의 도구

는 단일 척도로 업무달성도 인식, 업무수행의 충실성, 조직의 목표에 대한 기대충

족 등에 대한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행을 실행하고 조직화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나 신념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Chen, 

Gully와 Eden(2001)이 개발하고 오인수(2002)가 번안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사도구에 대기업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Chen 외(2001)의 도

구는 단일 척도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된다. 

다. 상사지원

상사지원(Supervisor's Support)은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능력을 발

휘하는 과정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경력계획을 수립하고 경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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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haus, Parasuraman과 Wormley(1990)가 개발하고 장은주(2003)가 번안

한 도구에 대기업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Greenhaus 외(1990)의 도

구는 단일 척도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된다. 

라. 고용능력 

고용능력(Employability)은 개인이 현재의 조직이나 조직 외부에서 고용을 획

득하고 유지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며,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력으로 구성된

다. 내부 고용능력은 현재 소속된 조직에서의 자신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이며, 외

부 고용능력은 조직 외부에서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Rothwell과 Arnold(2007)가 개발하고 강인주(2010)가 번안한 도구

에 대기업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Rothwell과 Arnold(2007)의 도구

는 내부 고용능력에 대한 4문항과 외부 고용능력에 대한 6문항으로 총 10문항으

로 구성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에서 대기업 근로자의 목표 모집단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매

출액 1000대 기업의 근로자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은 실제 모집단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국내 모든 대기업 근로자 전체에 일

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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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직무수행

가. 직무수행의 개념

직무수행(Job Performance)의 개념은 ‘직무’와 ‘수행’의 개념으로부터 정

의될 수 있다. 조직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직무를 부여하게 되는데(박형식, 2007), 직무란 ‘한 사람의 근로자가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일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서경민, 2010). 

그리고 수행은 Performance를 결과가 아니라 행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 관점에서 

해석한 용어이다. 

Performance를 행동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학자들은 Performance를 행하

는 과정의 측면에서 관심을 두고, 직무수행을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계획한 대

로 일을 해내는 것으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하여 생각한 대로 혹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내는 것으로 정의한다(장현진, 2012). Daniels와 Aubrey(2004)는 

Performance를 특정한 결과나 목표로 향하는 수많은 일련의 행동의 구성으로 정

의하였으며, 수행의 예로 피아노를 연주할 때 건반을 치고 페달을 누르는 등의 반

복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Miller(1990)는 Job Performance를 조직 구성원

들이 조직의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보여준 노력으로서 조직의 역할 수행에 

있어 구성원의 행동을 나타내는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행동으로 보았다. 그리고 

Williams와 Anderson(1991)은 Job Performance를 현재 자신에게 요구되는 업

무와 조직의 기대수준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Performance를 수행으로 볼 때, 직무수행은 목표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반영

하는 행동적 개념으로서 수익성, 경제성, 생산성과 같은 결과를 반영하는 개념과 

구별된다.  

반면, Performance를 성과로 보는 관점에서는 직무성과를 ‘일반적으로 구성

원이 할당받은 과업에 대한 성취도’로 정의하며(Cascio, 1993; Milkovi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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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dreau, 1991),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았

다. 초기 산업심리학에서는 Performance를 생산성의 의미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

았으며. Pincus(1986)는 Job Performance를 전반적인 업무성취도로 정의하였

고, Price(1988)는 조직의 효과성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

다. 또한, 전수진과 박경규(2007)에 의하면 Job Performance는 근로자 개인이나 

집단의 담당 직무에 대한 성취도나 달성도로 정의되며, 이것은 채용, 승진, 해고, 

보상 등의 인적자원관리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수행’이나 ‘성과’는 경우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개

념으로 학문적 맥락에서 강조하는 방향에 따라 사용되며, ‘수행’과 ‘성과’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장현진, 2012; 정재삼, 2000). 

또한, Kirkman과 Rosen(1999)은 직무수행을 집단 수준에서의 생산성까지 포함

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Cravens 외(1993)는 직무수행을 행위적 차원과 결

과적 차원의 두 가지 차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Job 

Performance는 학문 분야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직무수행은 직무의 범위에 따라 역할 내 행동(in-role behavior)과 역할 외 행

동(extra-role behavior)으로 구분 될 수 있다(O’Reilly & Chatman, 1986; 

Riketta, 2002; Williams & Anderson, 1991). 역할 내 행동은 조직에서 요구하

는 직무기술서에 기술된 공식적인 과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노력이나 행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Motowidlo, Borman, & Schmit, 1997; Cascio, 

1993; Sparrowe et al., 2001). 역할 내 행동과 함께 과업수행이라는 용어도 함

께 사용되고 있다. 과업수행이란 조직이 핵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담당

하는 업무를 실행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거나, 조직의 핵심 

기능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하여 조직의 효과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Borman & Motowidlo, 1993). Borman과 Motowidlo(1993)

에 의하면 과업수행은 두 가지 범주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는 상품 판매 활동, 생

산기기의 작동, 교수활동 등과 같이 원자재를 활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활동이며, 두번째는 원자재의 공급, 완성품의 유통, 조정, 감독, 관리 등의 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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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직무의 개념을 확장하여 역할 외 행동까지 직무수행에 포함하는 개

념으로 보기도 한다(Organ, 1988; Van Dyne & LePine, 1998; Welbourne, 

Johnson, & Erez, 1998). 역할 외 행동에 대한 관심은 조직 내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역할 외 행동은 업무와 직무기술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조직의 핵

심적인 기능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조직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

하는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행동으로,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친사회적 조직행동(pro-social organizational 

behavior, POS), 또는 맥락적 수행(contextual performance, CP)과 개념적으로 

유사하여 혼용되기도 한다(Organ, 1997). 

Van Scotter와 Motowidlo(1996)에 의하면 맥락적 수행은 대인적 지원과 직

무헌신으로 구성된다. 대인적 지원이란 동료들에게 자발적으로 업무수행을 지원하

고 도움을 제공하는 하며, 동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협동을 촉진시키는 활동이

다. 그리고 직무헌신은 조직의 규칙을 준수하며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Campbell(1990)은 미 육군 신병 선발 및 배치와 관련된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직무수행이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요인과 그 외 여러 직무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요인 등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일반적으로 맥락적 수행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역할 내 수행과 구분된다. 

첫째, 역할 내 수행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창출과 같은 조직

의 핵심기능에 기여하지만, 맥락적 수행은 역할 내 수행이 이루어지는 심리적, 조

직적, 사회적 환경을 지원한다. 둘째, 동일한 조직 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따라서 역할 내 수행은 서로 다르지만, 맥락적 수행은 직무와 상관없이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다. 셋째, 역할 내 수행에는 개인의 지식, 기술과 같은 능력이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맥락적 수행에는 개인의 성격과 같은 개인적 성향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역할 내 수행은 조직에서 구성원이 해야 하

는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며 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반면, 맥락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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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으로 보수와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역할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다(Borman & Motowidlo, 1993). 

이 연구에서 직무수행은 개인적 차원에서 근로자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수준을 의미한다. 역할 외 행동은 직무기술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할 외 행동을 직무수행으로 포함시킬 경우 역할 외 행동의 범

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측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명확하게 명시된 과업과 관련된 역할 내 행동만 직무수행으로 보았다. 또한, 

구성원의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행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을 객관적인 성

취도나 달성도로 제한하지 않고 구성원의 행동의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나. 직무수행의 측정 

Job Performance는 Performance를 보는 관점과 Job의 범위 설정에 따라서 

달리 측정되고 있다. 조직의 관점에서는 주로 재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측

정하거나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직무수행의 측정은 측

정 대상에 따라서 자신의 인식을 측정하는 방식과 상사나 동료와 같은 외부인의 

평가로 측정하는 방식, 개인과 외부인의 평가 방식 모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

분할 수 있다(이찬, 임재원, 강두천, 2010). 

개인이 인식한 직무수행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Williams와 Anderson(1991)의 

측정도구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도구는 종사자가 스스로 자신이 맡은 역

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물음으로써 직무수행을 업무달성도 인식, 업

무수행의 충실성, 조직목표에 대한 기대충족 등에 대한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된

다. Van der Ven과 Ferry(1980)는 직무수행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종사자의 주관적 성과를 측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목표달성 정

도와 일의 질, 일의 양, 혁신 적용성 등을 통하여 직무수행을 측정하였다. 이와 달

리 Podsakoff와 MacKenzie(1989)는 부하직원의 직무성과를 상사의 인식을 통

하여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해당 도구는 부하직원이 자신에게 할당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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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다. 

직무의 범위를 역할 내 행동과 역할 외 행동을 모두 포함시키는 Sparrowe 외

(2001)는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성과를 과업 내에서의 성과와 과업 

외에서의 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업무 내 성과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업무

의 질, 업무의 양, 주도성, 다른 구성원들과의 협력, 납기준수 정도, 전반적인 성과 

등으로 측정하였으며, 업무 외 성과는 이타성의 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ubbers, Loughlin과 Zweig(2005)는 Welbourne, Johnson과 Erez(1998)

의 도구 중에서 직무와 관련된 직무역할성과 척도와 경력성공을 위해 필요한 능력

을 얼마나 잘 획득하는지를 측정하는 경력역할성과 척도를 활용하였다. 

Welbourne 외(1998)가 개발한 직무수행 측정도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근

로자들의 역할에 기반하여 개발하였다. Welbourne 외(1998)는 정체성 이론

(identity theory)과 역할이론(role theory)에 기반을 두어 기업 근로자들을 대

상으로 근로자 자신이 인식하는 직무수행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기존

의 도구들이 포함하고 있는 직무와 조직과 관련된 문항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의 

팀, 개인 경력, 혁신 등에 관한 영역까지 측정하고 있다. 

그 외에 Porter와 Lawler(1976)는 직무수행의 하위요인으로 업무의 양, 업무

의 질, 전체적인 성과, 업무에 대한 지각, 의존성 등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여 직무

수행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Holly 외(1976)는 직무수행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의

존성, 업무의 질, 호의적 직무태도, 의사소통능력, 작업의 정확도, 작업시간, 학습

의욕, 대인관계 등의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Inkson(1980)은 

업무에 대한 노력, 업무의 질, 협동 등을 직무수행의 측정기준으로 활용하였으며, 

Charles와 Woodruff(1980)는 직무수행을 업무의 양, 업무의 질, 직무지식과 기

술, 자발성, 판단력, 혁신성, 적응성, 협조성 등의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였다. 

이와 같이 직무수행은 연구와 학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수행을 근로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이 인식한 역할 내 행

동을 측정하는 Williams와 Anderson(199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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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

가. 자기효능감의 개념 및 측정

1)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자원을 선택적으로 동원하여 성과 창출에 필요한 수행을 실행하고 조직화하는 개

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나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86). 즉,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의 보유 여부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라

고 할 수 있다. Bandura(1988)에 의하면 인간의 심리적 기능은 외부 자극이나 

개인의 내적 성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으며, 개인의 의식적이며 의도

적이고 자기조절적인 행동을 통해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

으로 학습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때 개

인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행동은 환

경에 영향을 주게 된다(Bandura, 1986). 

사회학습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제시되기 이전에 등장

한 Vroom(1964)의 기대 이론에서 논의된 노력-수행기대는 하나의 할당된 수행 

목표에 대한 자신의 노력의 성공 기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자기효능감

은 다양한 수행 수준에 대한 자신의 능력의 기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심리적 기능은 환경, 개인, 행동의 상호 영향관계 속에서 

결정된다(Wood & Bandura, 1989). 환경, 개인, 행동의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자

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지각과 판단을 의미하는 자기참조적 사고는 개인의 행

동에 영향을 미치며 수행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Bandura가 제시한 자기참조적 

사고가 바로 자기효능감이다(김봄메, 2003).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자기효능감, 자

기효능감 신념, 자기효능감 기대 등의 여러 가지 용어와 함께 혼동되고 있다

(Bandur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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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기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정서

적 평가로서 개인으로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자기효

능감과 구별되는 다른 개념이다(Brockner, 1988; Gardner & Pierce, 1998). 

즉,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 평가로서 동기적(motivational) 개

념이고,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일반적 평가로서 정서적(affective) 개

념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Judge, Bono, & Locke, 2000; Judge et al., 

1998). 

자기효능감은 특수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

수적 자기효능감이란 특정한 과제 영역에서 작용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이며(Bandura et al., 1982; Tipton & Worthington, 1984), 일반적 자기효능감

은 과제나 상황의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일반화된 자신의 능력에 대

한 자신감이다(Sherer et al., 1982).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

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수행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인 변인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

다(Gardner & Pierce, 1998; Shelton, 1990; Tipton & Worthington, 1984).

특수적 자기효능감 중에서 특정한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 유용하게 적용되는 개

념으로 직무효능감(job self-efficacy)를 예로 들 수 있다. 직무효능감이란 직업

적 상황이나 특정한 직무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으로써 직무적 자기효능감

(vocational self-efficacy, occupational self-efficacy)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

으며, 직무적 효능감은 직업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사

항으로 개인이 직업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조직화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된다(Eden & Aviram, 1993; Lee & Bobko, 1994; Martocchio, 

1994). Lubbers 외(2005)는 직무효능감을 자신의 직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능력에 대한 인지적 자기 평가로서의 믿음이나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맥락에서 직무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근로자는 자신의 직업이

나 직무에서 성공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가질 확률이 높으므로(Gardner & 

Pierce, 1998),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며 목표에 몰입하여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Locke et a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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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된 판단이며, 신념인 동시에 기대이다. 

기대는 대부분 무의식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발생하고 강화되는 것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부합되는 정보는 수용하고 상반되는 정보는 선택적으로 여과함으로

써 자신의 기대를 강화시키고 고착시키는 경향이 있다(오인수, 2002). 자기효능

감은 실패와 성공이 누적되어 나타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 신념이자 기대이

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며 수행을 잘 예측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맡았을 때에도 자신을 헌신하려는 경향을 보이고(Bandura, 1986),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업에 도전하며 노력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

다(Salomon, 1984).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보다 높은 목표

를 설정할 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 더 나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Bandura, 1982; Latham & Locke, 1991).

또한,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업무나 과제의 수행뿐만 아니라 학업의 성취와 관련

된 행동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개인적 특성으로도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다. 통합

적 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Holton 외(2000)가 개발한 학습전이에 관한 측정도구

인 LTSI(Learning Transfer System Inventory)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학습자 특성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학습자들에게 자

기효능감은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가져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수행할 수 있게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권성연, 강명희, 2003; 주

영주 외, 2008).  

이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행을 실행하고 조직화하는 자

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나 신념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일

반적 자기효능감은 근로자의 직무와 같은 특정 요인과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에 대

한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조직의 특성이나 특수한 직무

영역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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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효능감의 측정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Chen et al., 2001; Sherer et al., 1982; Tipton & 

Worthington, 1984). 일반화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는 특정

한 과제, 영역,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다. Shelton(1990)이 

개발한 도구는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10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방식은 과학적 간결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새로운 상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오인수, 

2002).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Chen 외(2001)가 개발한 도구는 철저한 이론적 

검증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내적 일관성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안정적인 측정도구

로 평가받고 있다(오인수, 2002).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

되고 있는 Chen 외(2001)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그 밖에 국내에서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 학습전

략 훈련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조

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하영자(2005)는 온라인 직무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 효능감으

로 구인화한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연구 대상과 각 연

구에서 정의하는 개념에 따라서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나. 상사지원의 개념 및 측정

1) 상사지원의 개념

상사지원이란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상사

가 부하직원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경력계획을 수립하고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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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Greenhaus 외, 1990; Michaels & 

Spector, 1982).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에는 동료지원, 상사지원, 조직지원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원의 개념은 단순히 개인이 느끼는 타인으로부

터의 애정이나 이해, 정서적 지원 등이 아니라 실제로 개인이 지원의 주체와 형성

하고 있는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Johnson, 2001). 

사회적 지원에는 대인 관계로 인해 실제로 받고 있는 지원을 의미하는 객관적인 

지원과 개인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관

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인식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Kessler, Price & 

Wortman, 1985).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의 주체 중에서 상사는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향상과 경

력개발 활동 및 성장의 촉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해관계자이다(장정

훈, 2008; Cromwell & Kolb, 2004; Hezlett & Gibson, 2005). 더욱이 상사의 

지원은 근로자의 조직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Rhoades & Eisenberger, 2002). 상사와 같은 영향력이 큰 존재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조직 구성원들이 현재의 조직과 본인의 직무에 몰입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및 잠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Higgins, 2000).  

Werner와 DeSimone(2009)은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과업과 책임을 부여하고, 

수행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며, 교육기회와 보상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함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 상사의 지원을 인식할 

때, 교육훈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구성원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irdi, Allan & Warr, 1997). 또한, 상사의 지원은 구성원

들의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ehr, 1976). 단, 실제로 개인이 받은 객관적 지원보다 지원에 대한 개인의 주

관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인식된 지원의 수준이 다른 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Kessler et al., 1985). 이것은 실제 상사의 지원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지원을 받았다고 인지하지 못할 경우의 지원은 진정한 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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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Kessler et al., 1985). 현실적으로 한 집단의 상사는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서로 다르게 행동하며, 이에 따라서 구성원들은 상사의 지원을 서로 다르게 지각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전수진, 구관모, 2003).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상사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및 감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

고 집중하게 되어 조직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업무 성과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하나, 탁진국, 2006; Judge et al., 

1994; Wayne et al., 1999). 또한, 상사의 지원은 개인의 급여와 승진 등의 객

관적 경력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에 적응이 된 이후에는 조직 내에서 

직속 상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나 다른 상위 상사의 지원 역시 구성원에게 중요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Wakabayashi et al., 1988). 그 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상사의 지원은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사지원과 연관된 개념으로서 상사의 특성 중 리더십 유형이 구성원의 직무수

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Bono & 

Judge, 2003; Purvanova, Bono, & Dzieweczynsky, 2006; Walumbwa, 

Avolio, & Zhu, 2008). 상사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상사-부하의 교환관계에 

의해 부하의 직무동기와 직무수행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희철 외, 

2009). 나아가 조직의 경력관리 정책과 제도와 같은 경력개발을 위한 조직차원의 

개입은 구성원에게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된다(강철희, 정상원, 2007). 

또한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의 성장기회를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의 지원에 대

해 높게 인식하게 되며, 상사의 지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근무하는 조직에 대한 정

서적 몰입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Mathieu & Zajac, 1990). 

2) 상사지원의 측정

상사의 관심과 인정뿐만 아니라 경력계획수립과 경력목표달성을 위한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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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사지원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때, Greenhaus 외(1990)의 도구가 가장 빈번

하게 사용되고 있다. Greenhaus 외(1990)의 도구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단

일 차원의 척도로, 다수의 연구에서 높은 내적일치도 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 도

구는 상사지원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 될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에서는 경력개발

지원의 하위 요인으로 포함되어 활용되기도 한다(서경민, 2010; 손규태, 2015). 

이진화(2009)는 이도형(1995)과 Tracey(1995)가 개발한 상사지원 문항을 

바탕으로 Enos(2001)가 개발한 문항 중 목표설정과 피드백의 제공에 대한 항목

을 추가하여 상사지원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진화(2009)의 연구에서 의미하는 

상사지원은 조직 구성원이 학습한 내용을 업무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사가 지

원해주고 강화해주는 정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이 연구에서 이진화

(2009)의 도구를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Hansen(2001)이 개발한 상사지

원 측정도구 또한 교육을 현업에 전이와 관련된 상사의 지원을 측정하고 있으며, 

Wanberg 외(2006)와 Wayne 외(1997)의 측정도구는 멘토링과 관련된 상황에

서의 상사의 지원을 측정하고 있다.  

다. 고용능력의 개념 및 측정

1) 고용능력의 개념

고용능력(Employability)의 사전적 개념은 '개인의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

(character) 또는 자질(quality)'로 정의된다. 고용능력의 개념은 1955년경부터 

사용되어 왔고(Versloot, Glaude & Thijssen, 1998), 이후 시대적 상황과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라 고용능력의 대한 다양한 관점이 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약화되고 개인과 조직의 필요에 따라 입사와 퇴사가 유연성을 

띠는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진행됨에 따라, 개인의 역량에 기반을 둔 조직 간

의 이동이 점차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Arthur & 

Rousseau, 1996; Johnson, 2001).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고용능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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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시작되었으며(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 2006), 오늘날까지 경영학,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의 관점

에서 접근되어왔다(Thijssen, Van der Heijden & Rocco, 2008). 

고용능력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고용능력의 개념은 조직 내부에서의 이동과 조직 외부에서의 이동을 모두 포

함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서형도, 조윤형, 조영호, 2009; Finn, 2000; Forrier 

& Sels, 2003; Groot & Massen, 2000). 둘째, 고용능력의 개념은 개인의 경력

개발과 관련하여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Thijssen, Van der Heijden과 Rocco (2008)는 이러한 관점에서 생애 고용능력

(life-long employability)의 개념을 강조하였으며, Watts(2006)는 지속가능한 고용

능력(sustainable employability)의 개념 이해가 개인의 진로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고용능력의 개념은 개인의 다차원적인 성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Fugate 외(2004), Rothwell과 Arnold(2007), Van Der Heijde와 Van 

Der Heijden(2006) 등의 연구에서는 고용능력이 다차원적인 속성의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고용능력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불구

하고 개인이 진로 기회를 발견하고 실현하며,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개인적, 심리적 변인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능력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 평생고용(lifetime employment)이 보편적이었

던 1970년대까지는 고용능력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강조되었다. 당시 정

부는 완전 고용(full employment)과 재정적 부담의 감소를 목표로 실업자들이 노

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각종 고용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데 초점

을 맞추었다(Thijssen, Van der Heijden & Rocco, 2008). 한편 1980년대에 들

어서 조직은 인적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고용능력의 조직적 

관점이 대두되었다(Gazier, 2006).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산업 및 경제의 변화

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능력과 경력개발에 대한 개인의 유연성이 강조되었

다. 고용능력의 초점을 개인에 맞춘 접근에서는 근로자가 갖추고 있는 지식, 스킬 

및 성향 등 개인의 능력 발휘가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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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직적 관점에서 개인적 관점으로의 변화는 경력개발과 관리의 주요한 책임이 

사회나 조직으로부터 개인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Hillage와 Pollard(1998)는 고용능력을 지속가능한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서 스스로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개인은 자신의 지식, 기

술, 태도의 총체인 자산을 활용하여 이를 노동시장에 표현하거나 제시하여 고용능

력을 실현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고용능력의 차원을 자산(asset), 전개

(deployment), 제시(presentation), 맥락(context)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구

체적으로 자산은 기본 스킬 및 성실성과 정직성 등의 필수적인 개인의 성품을 의

미하는 기초자산(baseline assets), 특정한 직업적 스킬 및 커뮤니케이션, 문제해

결, 동기 및 자기주도성 등과 같은 중간자산(intermediate assets), 팀워크, 자기

관리 등과 같이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산(high level 

assets)으로 구분된다. 전개는 자기인식, 기회인식, 의사결정 기술 등을 포함하는 

경력관리 기술(career management skills), 직업탐색 스킬(job search skills),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등의 다양한 스킬이 결합된 능력을 의미하며, 

제시는 이력서 작성, 자격증 취득, 인터뷰 스킬, 일 경험 등으로 자신의 자산을 효

과적으로 표현하는 고용확보를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맥락은 개인의 고용능력을 

현실화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인적 상황(personal 

circumstances)과 외부적 요인(external factors)을 포함한다. 

하지만 Rothwell과 Arnold(2007)는 Hillage와 Pollard(1998)가 제시한 개념

은 과도하게 다차원적이며 일부 모호한 표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Hillage

와 Pollard(1998)는 개인의 고용능력과 관련된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

지만, 다른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연성(flexibility)이나 적응성

(adaptability)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Johnson(2001)은 고용능력을 현재 소속된 조직 밖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고

용이 보장될 수 있는 기회를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즉, 고용능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능력으로 인해 보다 많은 구직기회와 타 회사에서도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간주되고 지금의 자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업 및 지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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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력을 의미한다. Johnson(2001)은 기존의 가시적,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경력

성공을 전통적 경력성공(traditional career success)으로, 그리고 조직간 경계가 

약화된 오늘날에 더욱 부각될 수 있는 자신의 경력에 대한 주관적이고 내적적인 

평가 기준에 의한 경력성공을 현대적 경력성공(contemporary career success)

으로 분류하면서, 현대적 경력성공의 경우 개인의 경력에 대한 태도 및 노동시장

에서의 시장성(marketability)이 핵심적인 구성요인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Van der Heijde와 Van der Heijden(2006)은 고용능력을 직업적 전문성

(occupational expertise), 예측과 최적화(anticipation and optimization), 개인

적 성격 유연성(personality flexibiility), 협동성(corporate sense), 균형

(balance)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직업적 전문성은 Boudreau 외

(2001)가 제시한 바와 같이 고용능력의 핵심 요소이며, 조직 적합성을 위한 인적

자본 영역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예측과 최적화는 주도적이며 적극적으

로 미래의 변화를 준비해나가는 것이며, 개인적 성격 유연성은 직무와 조직에서 

원활한 전환과 적응과 관련된 개념이다. 협동성은 조직의 공동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행동과 관련되며, 균형은 근로자 자신의 직무, 경력, 조직 사이에의 균형

과 각각의 내부에서의 균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Johnson(2001)은 고용능력을 현재 소속된 조직 외부에서의 고용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Finn(2000), Fugate(2001), Rothwell과 Arnold(2007) 등은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의 고용을 모두 고려하였다. 특히, Rothwell과 Arnold(2007)

는 고용능력을 [그림 Ⅱ-1]과 같이 개인적 및 직업적 속성과 내부 및 외부 노동

시장의 두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고용능력

의 측정도구를 각 사분면의 개념에 근거하여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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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노동시장
(Internal Labour Markets)

개인적 
속성 

(Personal

Attributes)

a) 현재 조직 내부에서의 

자기평가

b) 현재 조직 내부에서의 

직업에 대한 가치 인식 직업적 속성 
(Occupational

Attributes)c) 현재 조직 외부에서의 

자기평가

d) 현재 조직 외부에서의 

직업에 대한 가치 인식 

외부노동시장
(External Labour Markets)

[그림 Ⅱ-1] 고용능력의 분류기준

출처: Rothwell, A., & Arnold, J. (2007). Self-perceived employabilit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Personnel Review, 36(1), 23-41.

Rothwell과 Arnold(2007)는 조직이나 정부와 같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용능력의 개념은 Fugate 외(2004)의 연구에서처럼 고용

능력의 선행요인과 혼재되어서는 안 됨을 밝혔다. Rothwell과 Arnold(2007)는 

고용능력의 개념은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검증되어 왔고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을 근거로 정의되어야 함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Hillage & Pollard, 

1998; Kirschenbaum & Mano-Negrin, 1999; Tamkin & Hillage, 1999; 

Kluytmans & Ott, 1999; Lane et al., 2000; Rajan et al., 2000). 또한 개인

의 고용능력은 노동 시장의 환경과 직업의 속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Rothwell & 

Arnold, 2007). Rothwell과 Arnold(2007) 이전에도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

능력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이론적 고찰이 있어왔지만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으며, Rothwell과 Arnold(2007)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고용능력

의 하위 요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고용능력은 개인이 현재의 조직이나 조직 외부에서 고용을 획득하

고 유지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며,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력으로 구성된다. 



- 23 -

내부 고용능력은 현재 소속된 조직에서의 자신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이며, 외부 

고용능력은 조직 외부에서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의미한다. 

Rothwell과 Arnold(2007)가 제시한 이 개념은 하위요인이 고용능력의 선행요인

과 혼재되지 않고 명확하며, 조직 내부에서의 이동까지 포함한다. 

2) 고용능력의 측정

고용능력의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은 고용능력의 개념 정의에 따라 도구마다 다

르게 구성된다. 고용능력 측정도구의 대상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국외에서는 근

로자 대상의 측정도구(Johnson, 2001; Rothwell &　Arnold, 2007; Fugate & 

Kinicki, 2008)의 개발이 활발한 반면, 국내에서는 구직자, 대학생, 실업자 직업

훈련생 등 미래에 노동시장에 진출 할 예정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측정도구(김

성남, 2009; 오성욱, 유지현, 2008; 정선정, 2014)가 주로 개발되고 있다. 

Johnson(2001)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전문성, 

직업자신감, 구직자신감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도구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Johnson(2001)의 측정도구는 고용능력을 현재 소속된 조직 밖에서 필요할 경우 

자신의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고, 조직 내부에서의 고용능력

은 배재하고 이직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고용능력에 관한 연구 중 외부 고용능력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는 Johnson(2001)의 측정도구의 활용 빈도가 높다(강철희, 

정상원, 2007; 서경민, 2010; 정순여, 장은주, 김동욱, 2008).  

Van der Heijde와 Van der Heijden(2006)의 고용능력 측정도구는 고용된 근

로자를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역량 기반의 도구이다. Van der Heijde와 Van der 

Heijden(2006)은 고용능력을 직업적 전문성, 예측과 최적화, 개인적 성격 유연

성, 협동성, 균형의 다섯 가지 차원 총 48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Fugate와 Kinicki(2008)는 고용능력의 다섯 가지 차원의 하위요인을 도출하여 

25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Fugate와 Kinicki(2008)의 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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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changes at work), 경력주도성(work and 

career proactivity), 경력동기(career motivation), 경력탄력성(work and career 

resilience), 일 정체성(work identity) 등의 Fugate 외(2004)가 제시한 고용능

력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Rothwell과 Arnold(2007)는 이러한 고용능력

의 구성요소는 고용능력의 선행요인과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Rothwell과 Arnold(2007)는 고용능력을 조직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능력과 

조직 외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능력의 두 가지 차원의 구분을 기반으로 측정도구

를 개발하였다. Rothwell과 Arnold(2007)의 도구는 HR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조직 내부에서의 자기평가, 현재 조직 

내부에서의 직업에 대한 가치 인식, 현재 조직 외부에서의 자기평가, 현재 조직 

외부에서의 직업에 대한 가치 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내부 고용능력 4문항과 외부 

고용능력 6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Johnson(2001)의 도구와 비

교하였을 때, 고용능력을 조직 내부에서의 이동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 측정하고자하는 고용능력의 개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그 밖에 국내에서는 각 연구의 대상과 고용능력의 개념 정의에 따라서 그에 맞

게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오성욱과 유지현(2008)은 고용능력을 고

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가 인지하는 전반적 인상으로 정의하고, 구직대응

성, 구직기술, 직업탐색, 직업의식,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23문항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김성남(2009)이 개발한 대학생의 고용능력 진단 

도구는 구직준비도와 고용적합성능력으로 구성되고, 구직준비도에는 구직목표 설

정, 구직정보 탐색, 구직기술 습득, 구직경력 준비의 4개 하위영역이, 고용적합능

력에는 의사소통능력, 자원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변화대처능력의 

5개 하위영역으로 총 77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정선정(2014)은 실업자 직업훈

련생을 대상으로 고용능력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는데, 도구는 직업 및 구직능력, 

직업 및 구직자신감, 노동시장 수요 인식, 취업 기대수준 조정의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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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관계

가.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관계

1)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다수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직무수행이나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Bandura & Locke, 2003). Schmidt와 

DeShon(2010)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조직 구성원들은 목표 탐색

과 성공에 대한 열의가 높아, 목표하는 바에 대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게 

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인에게 주어진 직무와 목표

가 뚜렷할 때 자기효능감과 수행수준 사이에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정욱, 2012), 사무직 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

과 지각된 개인의 직무수행 수준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김미숙, 2007), 

특급호텔 근로자 대상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선, 2008). 남정숙(2011)이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

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직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직무수

행은 다양한 직군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동섭 외(2008)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성격과 관련된 변수와 상관없이 직무수행에 대해 일

관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 

Gist와 Mitchell(1992)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근로자 자신의 성과뿐만 아니

라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구성

원들이 조직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Wiener, 2006). 유

재충(2007)의 근로자의 자기효능감과 조직 효과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

기효능감은 조직 적응성과 조직 생산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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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연구실적이 높았으며(Taylor et al., 

1984), 어려운 과업을 처리하는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umpf, Brief & 

Hartman, 1987). 이것은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을 경우, 주어진 과제를 성취하

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Bandura & Cervone, 1983; 

Jacobs, Prentice-Dunn & Rogers, 1984; Weinberg, Gould & Jackson, 

1979).

Prussia, Anderson과 Manz(1998)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에 의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근로자 자

신의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조직 전체의 직무수행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대기업 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2)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

상사의 지원은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무에 대한 만족

도를 높여주어 직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Viswesvaran, Sanchez & Fisher, 1999).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직무수행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Mowday, 

Porter & Steers, 1982), 상사의 지원은 구성원들의 업무동기를 자극하고 개인

의 직무수행의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상사의 지원이 조직의 성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대용, 김춘광, 이원행

(2009)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가 낮은 민간경비업체 업

종의 근로자들의 상사의 지원의 수준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비서직 근로자들의 상사지원에 대한 인식이 직무태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상사지원은 이직의도를 낮추고, 정서적 몰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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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김지현, 최애경, 2014),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사지원인식은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최정임, 전순영, 2014). 또한, 문재승(2012)이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상사지원 변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력개발지원 변인이 근로자들의 객관적 

경력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

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De Vos et al, 2009; Eby et al., 2006). 김보경과 정

철영(2013)은 상사지원이 임금이나 승진횟수로 측정되는 객관적 경력성공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침을 메타분석을 통해 밝혔다. 임금이나 승진횟수와 같은 객관적 경

력성공은 직무수행의 수준을 나타내어 주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으므로 김보경과 

정철영(2013)의 연구결과로부터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가 유의할 것으로 보

여진다.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상사는 구성원에게 보상, 승진, 심리적 

배려와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되므로(이은혜, 김민수, 2010), 상사-

부하 교환관계는 상사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사

-부하 교환관계와 직무수행의 관계로부터 상사지원과 직무수행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상사-부하 간의 교환관계의 질이 높을 때, 구성원들은 상사로부터 우호적인 대

우를 받게 되고 직무와 관련된 소통의 질이 향상되며(Graen & Scandura, 

1987), 상사와 충분한 접촉의 기회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직무성과를 높게 평가

받게 되며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Harris, Wheeler & Kacmar, 2009). 이

와 같이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높다는 것은 구성원에 대한 상사의 지원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이것은 직무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상

사로부터 많은 심리적 및 물질적 지원을 받은 구성원은 직무수행을 통해서 상사에

게 보답하려는 의무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사의 지원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Erdogan & Enders, 2007; Gerstner & Day, 

1997; Gouldner, 1960; Huang et al., 2010; 오인수 외, 2006).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는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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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Kamdar & Van Dyne, 2007; Townsend et al., 2002; 

Wayne et al., 2002). 다양한 직종과 산업군의 근로자를 대상의 연구에서 상사-

부하 교환관계가 직무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arris et 

al., 2009), 국내의 대기업 임원 비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재직

기간, 직급을 통제한 상태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는 직무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영, 2015). 

상사의 지원은 근로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역할 내 수행뿐만 아니라 맥락수행이

나 조직시민행동과 같이 자발적인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차동옥 외

(2012)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근로자들의 상사지원인식은 역할 내 수행뿐만 아

니라 역할 외 수행의 수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mdar

과 Van Dyne(2007)의 연구에서도 다국적기업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상사-부

하 교환관계와 직무수행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사와의 관계 및 지원이 직무수

행 뿐만 아니라 역할 외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자가 상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경우 조직 내에서 공식적으

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욱 몰입하고 기여하고자 하며, 더 나아

가 다른 동료들을 돕는 등의 조직에 이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사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구성원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직무에 더욱 충실하게 되

고 나아가 조직에 공헌하게 된다(조윤형, 최우재, 2011). 즉, 구성원이 직무와 조

직에 정서적으로 몰입할 경우 조직 내 직무수행과정에서 성과향상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종찬, 2010). 나아가 구성원들이 자신들

의 상사가 본인의 업무를 이해하고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지원해준다고 인식한다

면 조직과 직무에 불필요한 역기능적 행동도 줄이게 된다(손승연 외, 2009). 대

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업무 특성상 구성원 한 명의 직무는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보다 팀 구성원들과 상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상사의 지원은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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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수행과 고용능력의 관계

 조직 구성원들의 높은 수준의 고용능력은 직무수행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

으며(Sanders & De Grip, 2004), 근로자의 고용능력은 조직의 주요한 성과로 

이어진다(Hallier & Butts, 1999). 또한, 고용능력은 근로자 개인과 조직의 성과 

모두에 이익이 되며, 직무에서의 현재의 수행 수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력에도 

도움이 되며, 고용능력의 수준이 높은 구성원은 상황의 변화에 필요한 적응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조직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Van Dam, 2004). 뿐

만 아니라 고용능력은 심리적 안녕감,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Benson, 2006; Cuyper et al., 2008; Fugate & Kinicki, 2008; Groot & 

Maassen van den Brink, 2000), 직무몰입 등을 매개로 직무수행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침을 예상할 수 있다.  

De Cuyper 외(2014)의 연구에 의하면 고용능력과 역할 내 수행(in-role 

performance)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직업안정성의 수준이 낮을 때, 고용능력은 역

할 내 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근

로자들의 고용능력 또한 개인의 직무수행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Camps 

& Rodriguez, 2011). 국내의 연구직 근로자 대상의 서경민(2010)의 연구에서도 

고용능력에 대한 인식이 직무유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민(2010)의 연구에서 고용능력을 높게 인식할 경우, 조직 구성원

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의무감으로 인하여 조직에 몰입하고자 

하는 규범적 몰입이 높아지게 되며,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도 더욱 몰입하게 함으

로써 직무유효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밝혔다. 

고용능력을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력으로 구분하여 고용능력과 직무수행

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De Cuyper와 De Witte(2011)의 연구

에서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력은 정서적 조직몰입을 매개로 수행 수준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근로자 대상의 국내의 연구에서도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력 모두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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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문재승, 2014). 특히, 내부 고용능력은 조직 내부에서의 직업에 대한 안

정감을 높여주어 경력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작용하기도 한다(De 

Cuyper & De Witte, 2011). 따라서 내부 고용능력이 높은 구성원은 조직에 더

욱 몰입하여 직무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하듯

이 고용능력은 개인과 조직의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구성원들의 직무수행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 2006). 

4) 직무수행과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계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은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적 특성과 직급, 직무, 근

무경력 등의 개인적 업무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를 살펴보면, 최

원수와 진용주(2014)의 연구에 의하면 광고회사의 근로자 중에서 광고제작 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 광고 크리에이터의 직무수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수진과 구관모(2003)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직

무수행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장은주와 이기은(2008)의 연구에서

는 연령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

의 수준이 높은 근로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흥미있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

여 학문적 및 기술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학력에 따른 직무수행

의 수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오창환, 2012), 김미영(2013)의 연구에

서는 학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직급, 직무, 근무경력 등의 개인적 업무배경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

을 살펴보면, Wallace 외(2011)의 연구와 Huang 외(2010)의 연구에서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필

(2013)의 연구에서는 금융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재직기간은 다른 변수들의 조건에 따

라서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Duarte, Good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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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ch, 1994), 김미영(2013)의 연구와 장은주와 이기은(2008)의 연구에서는 재

직기간이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대상과 다른 변수들의 조건 등에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 차이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직급, 직무, 현 직장 근무경력, 총 직장 근무경력을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및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

효과

1)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미숙, 2007; 김연선, 

2008; 남정숙, 2011; 이동섭 외, 2008; 이정욱, 2012; Bandura & Locke, 

2003; Schmidt & DeShon, 2010; Stumpf, Brief & Hartman, 1987; Taylor 

et al., 1984), 근로자 자신의 직무수행 수준뿐만 아니라 구성원이 속해있는 조직

의 성과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Gist & Mitchell, 1992; Wiener, 

2005; 유재충, 2007). 또한,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다른 변인들의 매개효과에 의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Prussia, Anderson & Manz, 1998). 

여러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고용능력의 요인이 자기효능감과 연관된 개념으로 

보일 수 있으며, 고용능력이 때로는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한

다. 하지만 Berntson, Naswall과 Sverke(2008)는 자기효능감과 고용능력은 상

관관계는 있지만 명확히 구분되는 다른 개념임을 1년에 걸친 실증적인 종단분석

을 통해서 밝혔다.  

고용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대학생 대상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Pool과 Qualter(2013)의 연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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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양한 전공의 대졸 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은 고용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

인으로 작용하였고, 더불어 고용능력은 자기효능감과 경력만족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night와 Yorke(2002)는 자기이론의 핵심인 자기효능감은 고용

능력과 관련된 능숙한 실무 처리 역량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Pool과 Sewell(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지식, 스킬, 경험 및 개인적 

특성과 직접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며, 자기효능감과 자기성찰의 수

준이 높을 경우 고용능력의 수준도 높아짐을 구명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이 메타

인지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고용능력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기

효능감은 고용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며 자기성찰을 통해서 고용능력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Yorke & Knight, 2004). 

고용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고용능력은 개인의 취업준

비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노동시장에서 독립적으로 고용을 획득할 수 있는 능

력의 의미로 주로 정의된다. 강인주, 정철영(2013)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전문대

학생 대상의 자기효능감은 고용능력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정선과 김경아(2012)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고용능력의 개념과 

유사한 취업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종찬과 홍아정(2013)의 연구

에서는 대학생의 고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중에서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성공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을 뜻한다. 또한, 전주현(2013)

의 연구에서 공학교육인증제도 프로그램에 2년 이상 침여하고 있는 공과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고용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능력의 수준이 높은 구성원의 직무수행의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문재승, 2014; 서경민, 2010; Camps & Rodriguez, 2011; De Cuyper 

& De Witte, 2011; De Cuyper et al., 2014; Sander & De Grip. 2004; Van 

Dam, 2004; 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 2006), 조직의 성과로도 이

어진다(Hallier & Butt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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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고용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직무수행과 고용능력의 관계로 미루어보아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영

향뿐만 아니라 고용능력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

상사지원은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보경, 정철

영, 2013; 김지현, 최애경, 2014; 문재승, 2012; 오인수 외, 2006; 정대용 외, 

2009; 차동옥 외, 2012; 최정임, 전순영, 2014; Eby et al., 2006; Erdogan & 

Enders, 2007; De Vos et al., 2009; Huang et al., 2010), 궁극적으로 조직의 

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손승연 외, 2009; 이종찬, 2010; 조윤형, 

최우재, 2011). 또한 상사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사-부하 교환관계와 직무

수행의 관계로부터 상사지원과 직무수행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김미영, 

2015; 이은혜, 김민수, 2010; Harris, Wheeler & Kacmar, 2009; Kamdar & 

Van Dyne, 2007; Townsend et al., 2002; Wayne et al.,2002). 

양승욱(2009)의 연구에서는 상사지원이 고용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능력을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력으로 구성한 강인주

(2010)의 연구에서는 국내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상사의 지원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내부 고용능력에는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회계법인에 근로하는 공인회계사의 상사

지원은 외부 고용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정순여, 장은

주, 2008), 박슬기와 이형룡(2008)의 연구에서는 상사지원이 경력만족과 직무만

족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고용능력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유사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박수성과 최우성(2008)의 연구에서 호텔 근로자

의 상사의 지원과 관련된 역할 중에서 멘토링 기능이 직무만족, 경력만족, 고용능

력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능력은 주관적 경력

성공의 하위요인으로 포함되기도 하는데, 장은주와 박경규(2004)의 연구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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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외국계 금융기관 근로자의 상사지원이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변인인 고용능력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은주와 

박경규(2004)의 연구에서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사지원의 수준이 고용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용능력의 수준이 높은 구성원의 직무수행의 수준 또한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문재승, 2014; 서경민, 2010; Camps & Rodriguez, 

2011; De Cuyper & De Witte, 2011; De Cuyper et al., 2014; Sander & 

De Grip. 2004; Van Dam, 2004; 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 

2006), 조직의 성과로도 이어진다(Hallier & Butts, 1999). 

따라서 이러한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 고용능력과 상사지원의 관계, 직무

수행과 고용능력의 관계로 미루어보아 상사지원은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고용능력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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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

자기효능감 → 직무수행

김미숙(2007), 김연선(2008), 남정숙(2011), 이동섭 외(

2008), 이정욱(2012), Bandura & Locke(2003), Schmidt

& DeShon(2010), Stumpf, Brief & Hartman(1987),

Taylor et al.(1984)

상사지원 → 직무수행

김보경, 정철영(2013), 김지현, 최애경(2014), 문재승
(2012), 오인수 외(2006), 정대용 외(2009), 차동옥 외
(2012), 최정임, 전순영(2014), Eby et al.(2006),

Erdogan & Enders(2007), De Vos et al.(2009), Huang

et al.(2010)

고용능력 → 직무수행

문재승(2014), 서경민(2010), Camps & Rodriguez(2011),

De Cuyper & De Witte(2011), De Cuyper et al.(2014),

Sander & De Grip(2004), Van Dam(2004), 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2006)

자기효능감 → 고용능력 
→ 직무수행

강인주(2013), 이정선, 김경아(2012), 이종찬, 홍아정
(2013), 전주현(2013), Knight & Yorke(2002), Pool &

Sewell(2007), Pool & Qualter(2013), Yorke &

Knight(2004)

상사지원 → 고용능력 →
직무수행

강인주(2010), 양승욱(2009), 정순여, 장은주 (2008),

Harris et al.(2009), Kamdar & Van Dyne(2007),

Townsend et al.(2002), Wayme et al.(2002)

<표 Ⅱ-1>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및 고용능력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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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및 

고용능력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변인간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그림 Ⅲ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변인은 직무수행, 자기

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이며, 고용능력은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력의 하

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그림 Ⅲ-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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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매출액 1,000대 기업의 근로자를 목표 모집단으로 

제한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구분할 때는 

업종별로 상시 종사자 수 및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조업을 기준으로 볼 때, 상시 종사자 수가 300인 미만이며 

매출액 200억 원 이하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그 이상인 경우를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주로 인원수를 기

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업종마다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기 어

려우므로, 구분된 집단이 대기업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 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기업정보 홈페이지 코참비즈에서는 매출액과 자

산총액을 기준으로 1,000대 기업체 목록을 상시 종사자 수, 재무정보, 거래정보, 

채용정보 등의 기업정보와 함께 2015년 6월 30일까지 공개하였다. 코참비즈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종합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

므로, 이 연구에서의 대기업은 코참비즈의 정보를 기준으로 하였다. 

국내 1,000대 대기업의 근로자수는 약 1,799,000명이다(대한상공회의소, 

2013). Krejcie와 Morgan(1970)이 제시한 모집단 규모별 필요한 표집 수는 신

뢰도 95%를 적용 할 때, 모집단이 1,000,000명이 넘을 경우 384명으로 제시되

고 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수에 상관없이 표본 집단의 

절대 수에 기인하며, 사회과학에서는 표본이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류근관, 2013). 또한, 필요한 사례 수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독립변인과 사례수의 비율이 약 1:20 정도가 되면 예

측검증력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Tabachnick & Fidell, 1989).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불성실 응답과 설문지 회수율을 고려하여 유의표집을 통해 선

정된 각 대기업의 협력자를 통하여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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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

지는 개인의 생각, 태도, 감정 등 관찰하기 힘든 구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므로(박도순, 2004),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질문지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을 측정

하는 4개의 조사도구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항목으로 총 5가지 영역의 38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변인들에 대한 조사도구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타당도

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연구목적과 대상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HRD 

전공 교수 1명, 박사수료 대학원생 1명, 박사과정 대학원생 1명에게 내용 타당도

를 검증받았다. 또한, 예비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기업 근로자 3명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질문지의 응답양식은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은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선택형 문항과 

단답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구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표 Ⅲ-1>과 같다. 

구분 문항 수 문항 번호

직무수행 7 Ⅰ. 1~7

자기효능감 8 Ⅱ. 1~8

상사지원 6 Ⅲ. 1~6

고용능력
내부 고용능력 4 Ⅳ. 1~4

외부 고용능력 6 Ⅳ. 5~10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급, 직무, 현 직장 
근무경력, 총 근무경력

7 Ⅴ. 1~7

전체 38 

<표 Ⅲ-1> 조사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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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도구에 대하여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를 확인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내적일치도 계수가 0.60 이상이면 조사도구가 충분히 신뢰

할만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Nunnally, 1967). 

가. 직무수행  

직무수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Williams와 Anderson(1991)이 개발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Williams와 Anderson(1991)의 도구는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표 Ⅲ-2>와 같이 나

타났으며,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762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37) 본조사(n=221)

직무수행 .667 .762

<표 Ⅲ-2> 직무수행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Chen 외(2001)가 개발하고 오인수(2002)가 번

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Chen 외(2001)의 도구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행을 

실행하고 조직화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나 신념인 일반적 자기

효능감에 대한 질문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예비조사와 본

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표 Ⅲ-3>과 같이 나타났다. 본조사 결과 자기효능감 

5번 문항을 삭제했을 때 내적일치도 계수가 .862로 상승하였지만, 삭제 전의 

.684도 .60이상으로 적절한 값을 보였기 때문에 5번 문항을 삭제하지 않고 원자

료 그대로 연구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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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37) 본조사(n=221)

자기효능감 .661 .684

<표 Ⅲ-3> 자기효능감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다. 상사지원 

상사지원을 측정하기 위해서 Greenhaus 외(1990)가 개발하고 장은주(2003)

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Greenhaus 외(1990)의 도구는 상사가 자신의 공

로를 인정해주고 경력계획을 수립하고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

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예비

조사와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표 Ⅲ-4>와 같이 나타났으며,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925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37) 본조사(n=221)

상사지원 .935 .925

<표 Ⅲ-4> 상사지원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라. 고용능력 

고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Rothwell과 Arnold(2007)가 개발하고 강인주

(2010)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Rothwell과 Arnold(2007)의 도구는 개인

이 현재의 조직이나 조직 외부에서 고용을 획득하고 유지시키는 자신의 능력에 대

한 인식을 묻는 질문으로 내부 고용능력에 대한 4문항과 외부 고용능력에 대한 6

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표 Ⅲ-5>와 같이 나타났으며, 본조사에서의 고용능력 전체에 대한 

내적일치도는 .830, 내부 고용능력의 내적일치도는 .647, 외부 고용능력의 내적일

치도는 .867로 모두 적절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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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37) 본조사(n=221)

고용능력 .873 .830

내부 고용능력 .729 .647

외부 고용능력 .869 .867

<표 Ⅲ-5> 고용능력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마.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직급, 직종, 현 직장 근무경

력, 총 근무경력의 총 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4.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본 조사에 앞서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

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목표 모집단인 대기업 근로자 6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015년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배포 및 회수, 

분석을 통해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본조사의 자료수집은 2015년 10

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3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바일 설문 링크를 배포하거나 이메일로 질문지를 배

포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Dillman(2000)의 방법을 토대로 유의표집을 통해 선정

된 기업마다 협력자 1인을 섭외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에 대한 설명을 충분

히 한 뒤 설문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설문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히 응답

한 사람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600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고, 그 중 257명(42.8%)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중 설

문 문항이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설

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자료분석에는 불성실 응답지 36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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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 총 221부(36.8%)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인 221명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력, 최종학력, 

직급, 직무, 현 직장 근무경력, 총 근무경력을 조사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 분

포는 남성 77.8%(172명), 여성 22.2%(49명)로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30세 미만이 19.9%(44명), 30세 이상

에서 40세 미만이 59.7%(132명),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이 16.3%(36명), 

50세 이상이 4.1%(9명)로 3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고졸 이하가 3.6%(8명), 전문대졸이 3.6%(8명), 대졸이 

74.2%(164명), 대학원 이상이 18.6%(41명)로 대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응

답자의 직급은 사원이 20.8%(46명), 대리가 37.1%(82명), 과장이 21.7%(48

명), 차장이 12.7%(28명), 부장 이상이 7.7%(17명)로 나타났다. 직무는 사무관

리가 33.9%(75명), 영업 및 마케팅이 26.7%(59명), 연구개발이 15.4%(34명), 

생산이 3.6%(8명), 서비스가 5.0%(11명), 기타가 15.4%(34명)를 차지하였다. 

현 직장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6.8%(15명),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36.2%(80명),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33.0%(73명),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 9.5%(21명),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 7.2%(16명), 20년 이상이 

7.2%(16명)로 1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총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1.8%(4명),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22.6%(50명),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37.1%(82명),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 18.1%(40명),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 9.5%(21명), 20년 이상이 

10.9%(24명)로 나타났다. 다음 <표 Ⅲ-6>는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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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72 77.8

여성 49 22.2

계 221 100.0

연령

30세 미만 44 19.9

30세 이상 ~ 40세 미만 132 59.7

40세 이상 ~ 50세 미만 36 16.3

50세 이상 9 4.1

계 221 100.0

학력

고졸 이하 8 3.6

전문대졸 8 3.6

대졸 164 74.2

대학원 이상 41 18.6

계 221 100.0

직급

사원 46 20.8

대리 82 37.1

과장 48 21.7

차장 28 12.7

부장 이상 17 7.7

계 221 100.0

직무

사무관리 75 33.9

영업/마케팅 59 26.7

연구개발 34 15.4

생산 8 3.6

서비스 11 5.0

기타 34 15.4

계 221 100.0

현 직장 
근무경력

1년 미만 15 6.8

1년 이상 ~5년 미만 80 36.2

5년 이상 ~ 10년 미만 73 33.0

10년 이상 ~ 15년 미만 21 9.5

15년 이상 ~ 20년 미만 16 7.2

20년 이상 16 7.2

계 221 100.0

<표 Ⅲ-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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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직장 
근무경력

1년 미만 4 1.8

1년 이상 ~ 5년 미만 50 22.6

5년 이상 ~ 10년 미만 82 37.1

10년 이상 ~ 15년 미만 40 18.1

15년 이상 ~ 20년 미만 21 9.5

20년 이상 24 10.9

계 221 100.0

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Window SPSS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주요 통

계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방법을 활용하였

고,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 t-test, ANOVA를 활용하였다. 또한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분석모형에 근거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분석방법을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표 

Ⅲ-7>와 같다.

 

연구문제 통계분석방법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백분율

연구문제 1.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

능력의 수준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 수준

의 차이는 어떠한가?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연구문제 2. 대기업 근로자의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이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위계적회귀분석

연구문제 3.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및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위계적회귀분석
(매개효과분석)

<표 Ⅲ-7> 연구문제와 통계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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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수준을 구명하기 위해서 주요 통계분

석방법으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 수준의 차이를 구명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각각

의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각 변

인들의 영향력을 구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상관

관계분석을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r)를 활용하였고, 상관계수의 해석기준은 <표 

Ⅲ-8>과 같이 Davis(1971)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

과 관련하여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및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의 범위 상관관계의 해석

1.00 완전한 상관

0.70~0.99 매우 높은 상관

0.50~0.69 높은 상관

0.30~0.49 중간 상관

0.10~0.29 낮은 상관

0.01~0.09 매우 낮은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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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8> 상관계수의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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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차이분석

가.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

이 연구에서 측정한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및 고용

능력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각 변인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 표준편차, 5점 환산평균, 최소값, 

최대값 등을 확인하였다. 직무수행의 평균은 23.60점, 표준편차는 2.588점, 5점 

환산평균은 4.09점, 최소값은 7점, 최대값은 35점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2.18점, 표준편차는 4.068점, 5점 환산평균은 3.78점, 최소값은 17점, 

최대값은 40점으로 나타났다. 상사지원의 평균은 19.85점, 표준편차는 5.082점, 

5점 환산평균은 3.31점, 최소값은 6점, 최대값은 30점이었으며, 고용능력의 평균

은 33.84점, 표준편차는 5.724점, 5점 환산평균은 3.38점, 최소값은 20점, 최대

값은 50점으로 나타났다. 고용능력의 하위 요인인 내부 고용능력의 평균은 14.29

 

구분
이론적
구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5점 

환산평균

직무수행 7~35 7 35 23.60 2.588 4.09

자기효능감 8~40 17 40 32.18 4.068 3.78

상사지원 6~30 6 30 19.85 5.082 3.31

고용능력 10~50 20 50 33.84 5.724 3.38

내부 
고용능력

4~20 9 20 14.29 2.417 3.57

외부
고용능력

6~30 8 30 19.56 4.358 3.26

<표 Ⅳ-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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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표준편차는 2.417점, 5점 환산평균은 3.57점, 최소값은 9점, 최대값은 20점

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고용능력의 평균은 19.56점, 표준편차는 4.358점, 5점 환

산평균은 3.26점, 최소값은 8점, 최대값은 30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수준은 5

점 환산평균 값이 모두 3.00점 이상으로 보통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의 5점 환산평균은 4.09점으로 다른 변인들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

연구문제 1에서 제시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일반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급, 직

무, 현 직장 근무경력, 총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수행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최종학력, 직급에 대한 직무수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

며, 그 결과를 종합하면 <표 Ⅳ-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직무수

행의 수준의 평균은 남성이 4.12점, 여성은 3.97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직무수행의 수준은 30세 미만이 4.02점, 3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이 4.09점,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이 4.18점, 50세 이상이 4.10점으로, 연령에 따른 직무

수행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직무수행의 수준은 고졸 이하가 4.05점, 전문대졸이 3.66점, 대졸이 4.07점, 

대학원 이상이 4.2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에 직무수행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사

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학원 이상 집단이 전문대졸 집단 및 대졸 집단보다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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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직무수행의 수준은 사원이 3.90점, 대리가 4.05점, 과장이 4.19점, 차장이 

4.26점, 부장 이상이 4.2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에 직무수행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과장 집단 및 차장 집단이 사원 집단보다 직무

수행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직무수행의 수준은 사무관리가 4.09점, 영업/마케팅이 4.03점, 연구개발이 

4.26점, 생산이 3.84점, 서비스가 4.03점, 기타가 4.10점으로, 직무에 따른 직무

수행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직무수행의 수준은 1년 미만이 4.00점,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

이4.00점,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4.13점,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 4.13

점,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 4.22점, 20년 이상이 4.30점으로, 현 직장 근무

경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총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수행의 수준은 1년 미만이 4.04점,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4.01점,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4.06점,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 4.12점,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 4.10점, 20년 이상이 4.30점으로, 총 근무경력에 따

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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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t / F Scheffe

성
별

남성 172 4.12 0.44
2.157* -

여성 49 3.97 0.42

연
령

30세 미만 44 4.02 0.40

0.926 -
30세 이상 ~ 40세 미만 132 4.09 0.41

40세 이상 ~ 50세 미만 36 4.18 0.55

50세 이상 9 4.10 0.38

학
력

(a) 고졸 이하 8 4.05 0.53

5.921** d> b, c
(b) 전문대졸 8 3.66 0.57

(c) 대졸 164 4.07 0.41

(d) 대학원 이상 41 4.29 0.43

직
급

(a) 사원 46 3.90 0.52

5.126** c, d> a

(b) 대리 82 4.05 0.37

(c) 과장 48 4.19 0.36

(d) 차장 28 4.26 0.46

(e) 부장 이상 17 4.26 0.43

직
무

사무관리 75 4.09 0.42

1.855 -

영업/마케팅 59 4.03 0.38

연구개발 34 4.26 0.36

생산 8 3.84 0.32

서비스 11 4.03 0.66

기타 34 4.10 0.53

현 
직
장 
근
무
경
력

1년 미만 15 4.00 0.54

2.131 -

1년 이상 ~5년 미만 80 4.00 0.47

5년 이상 ~ 10년 미만 73 4.13 0.36

10년 이상 ~ 15년 미만 21 4.13 0.46

15년 이상 ~ 20년 미만 16 4.22 0.43

20년 이상 16 4.30 0.40

총

근
무
경
력

1년 미만 4 4.04 0.82

1.534 -

1년 이상 ~ 5년 미만 50 4.01 0.51

5년 이상 ~ 10년 미만 82 4.06 0.37

10년 이상 ~ 15년 미만 40 4.12 0.39

15년 이상 ~ 20년 미만 21 4.10 0.47

20년 이상 24 4.30 0.42

주) *: p<.05, **: p<.01

<표 Ⅳ-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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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관계

가. 회귀분석에 대한 가정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에 대한 가정을 검토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예측검증

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양적변수이어야 하고 정규분포를 따르며, 잔

차의 등분산성과 상호 독립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정규분포가정은 정규확률도표

(P-P plot)를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는데, [그림 Ⅳ-1]과 같이 정규확률도표의 

점들이 거의 45도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대체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Ⅳ-1] 직무수행의 정규확률도표

등분산성에 대한 검증은 잔차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예

측치(ZPRED)와 표준화된 잔차(ZRESID)에 대한 잔차의 산점도에서 대체적으로 

[그림 Ⅳ-2]와 같이 0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 등분산성을 만

족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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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직무수행의 표준화잔차의 산점도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은 Durbin-Watson 값이 2에 근접하는 경우 상호 독립

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Durbin-Watson 값이 0에 가까우면 양

의 상관관계, 4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

에서는 Durbin-Watson 값이 2.021로 2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상호 독립성에 대

한 가정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변인의 관계를 검증하기 전에 다중공선

성이 존재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이 지

나치게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게 되면 종속변인을 설

명하는 개별 독립변인의 변량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지며, 변인의 투입 순서에 

따라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변량에 큰 차이가 있게 된다(최동선, 2003).

다중공선성을 계산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

여 독립변인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공차한계(tolerance)와 변량

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하여 각 변수의 다중공선성을 정확

히 판단할 수 있다. 공차한계는 특정 변수의 표준오차의 크기를 설명하는 값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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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한계가 작을수록 해당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크며 다중공선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공차는 1.0에서 중다상관제곱을 뺀 값이므로 

공차가 1.0에 근접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변량팽창계수는 공

차한계의 역수로서 값이 클수록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중공선성을 판단할 때는 공차한계가 0에 가깝고 변량팽창계수가 10이상이면 다

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양병화, 2006).

이 연구에서는 직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내부 고용능력, 외부 고

용능력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각 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공차한계 값은 0.635~0.879, 변량팽창계수 값은 

1.138~1.575로, 공차한계 0.10이상이며 변량팽창계수 10이하의 수치를 나타내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분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자기효능감 0.695 1.440

상사지원 0.879 1.138

내부 고용능력 0.635 1.575

외부 고용능력 0.728 1.374

주) 종속변수: 직무수행

<표 Ⅳ-3> 공차한계와 변량팽창계수 분석 결과

나.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이 연구의 측정변인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

력, 통제변인 중 성별, 학력, 직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은 자기효능감과 유의수준 .01에서 .578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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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상관이 있으며, 상사지원과 유의수준 .01에서 .279로 낮은 수준의 상관이 

있었다. 고용능력과는 유의수준 .01에서 .365의 중간 수준의 상관이, 고용능력의 

하위 요인인 내부 고용능력과도 유의수준 .01에서 .395의 중간 수준의 상관을 보

였고, 외부 고용능력과는 유의수준 .01에서 .261의 낮은 수준의 상관이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과는 유의수준 .05에서 -.144로 부적으로 낮은 상관이, 

학력과 유의수준 .01에서 .209의 낮은 상관이, 직급과도 유의수준 .01에서 .280

의 낮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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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4-1 4-2 5 6 7

1. 직무수행 1

2. 자기효능감 .578** 1

3. 상사지원 .279** .268** 1

4. 고용능력 .365** .460** .064 1

4-1. 내부 고용능력 .395** .494** .199** .709** 1

4-2. 외부 고용능력 .261** .330** -.025 .920** .376** 1

5. 성별 -.144* -.130 -.046 -.105 -.181** -.038* 1

6. 학력 .209** .203** -.118 .250** .222** .205** -.087** 1

7. 직급 .280** .245** .102 -.042 -.019 -.044** -.131** .177 1

주) *: p<.05, **: p<.01

<표 Ⅳ-4>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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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관계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직무수행을 종속변인으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을 독

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 

학력, 직급에 따라 직무수행의 수준을 인식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으므로, 성별, 학력, 직급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위계적 회귀분석

의 1단계에서 통제변인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

력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1단계 결과와 비교하여 2단계에서의 △R²값은 

통제변인인 성별, 학력, 직급의 효과를 제거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순수한 설명력을 보여주며 그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구분

종속변인 : 직무수행

모형 1 모형 2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099 -1.535 -.042 -.772

학력 .158 2.422* .075 1.313

직급 .240 3.664** .152 2.678**

독립
변인

자기효능감 .410 6.316**

상사지원 .151 2.688**

고용능력 .150 2.417*

F 9.338 23.603

R² (


) .114 (.102) .398 (.381)

△R² .114 .284

<표 Ⅳ-5>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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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정된 R²값을 기준으로 할 때, 모형 1에서 통제변인인 

성별, 학력, 직급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10.2%였으며, 모형 2에서 통제변

인과 함께 독립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38.1%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인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은 직무수행에 28.4%의 영향력을 보였다. 

독립변인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의미하는 표준화 회귀계수에 의하면, 자기효능감

(β=.410, p<.01), 상사지원(β=.151, p<.01), 고용능력(β=.150, p<.05) 모두 

직무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상사지원, 고용능력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값은 2.021로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

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F값은 유의수준 .05이하이므로 회귀선이 모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공차한계가 0.1보다 작지 않고, VIF

가 1에 근접하므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었다. 

라.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 하위요인의 관계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하위요인

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직무수행을 종속변인으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내

부 고용능력, 외부 고용능력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 학력, 직급에 따라 직무수행의 수준을 인식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성별, 학력, 직급을 통제변인으로 설

정하였다. 따라서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 통제변인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

에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내부 고용능력, 외부 고용능력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

였다. 1단계 결과와 비교하여 2단계에서의 △R²값은 통제변인인 성별, 학력, 직

급의 효과를 제거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내부 고용능력, 외부 고용능력의 순수

한 설명력을 보여주며 그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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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변인 : 직무수행

모형 1 모형 2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099 -1.535 -.034 -.629

학력 .158 2.422* .070 1.231

직급 .240 3.664** .158 2.766**

독립
변인

자기효능감 .396 5.935**

상사지원 .141 2.481*

내부 고용능력 .123 1.865

외부 고용능력 .079 1.331

F 9.338 20.366

R² (


) .114 (.102) .401 (.381)

△R² .114 0.287

주) *: p<.05, **: p<.01

<표 Ⅳ-6>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 하위요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정된 R²값을 기준으로 할 때, 모형 1에서 통제변인인 

성별, 학력, 직급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10.2%였으며, 모형 2에서 통제변

인과 함께 독립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38.1%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인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내부 고용능력, 외부 고용능력은 직무수행에 28.7%의 영향력을 보였다. 

독립변인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의미하는 표준화 회귀계수에 의하면, 자기효능감

(β=.396, p<.01)이 상사지원(β=.141, p<.0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

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고용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값은 2.027로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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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F값은 유의수준 .05이하이므로 회귀선이 모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공차한계가 0.1보다 작지 않고, 

VIF가 1에 근접하므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었다. 

3.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및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

가.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고용

능력을 매개변인으로, 직무수행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Ⅳ-7>과 같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먼저 

1단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인(A)은 매개변인(B)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쳐야 한다. 즉, 표준화 회귀계수 β₁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는데 <표 Ⅳ

-7>에서 보여주듯이 β₁이 .463으로 나타나 매개변인인 고용능력에 대해 자기

효능감의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urbin-Watson값은 1.917로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

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 F값도 유의수준 .05 이하로 모

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2단계 회귀식에서는 독립변인(A)이 종속변인(C)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쳐야 한다. 즉, 표준화 회귀계수 β₂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는데 

<표 Ⅳ-7>에서 보여주듯이 β₂가 .523으로 나타나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에 대해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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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인
(A)

매개
변인
(B)

종속
변인
(C)

단
계

분석경로 β t p R²

자기
효능감

고용
능력

직무
수행

1 A → B β₁ .463 7.588** .000 .273

2 A → C β₂ .523 9.167** .000 .362

3

A → C β₃ .456 7.164** .000

.378

B → C β₄ .146 2.317* .021

주) *: p<.05, **: p<.01

<표 Ⅳ-7>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

 또한, Durbin-Watson값은 2.044로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

으므로 잔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 F값도 유의수준 .05 

이하로 모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3단계 회귀식에서는 독립변인(A)과 매개변인(B)을 동시에 투입하

여 종속변인(C)에 회귀시킬 때 매개변인(B)의 표준화회귀계수 β₄는 유의해야 

하고, 독립변인(A)의 표준화 회귀계수 β₃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2단계 회귀식의 표준화 화귀계수 β₂보다 작아질 때, 매개변인이 독립변인과 종

속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표 Ⅳ-7>의 

결과를 보면, β₃와 β₄의 두 값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β₃의 값이 .456

으로서 β₂의 값인 .523보다 작게 나타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

용능력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urbin-Watson값은 2.050

로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 F값도 유의수준 .05 이하로 모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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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이 두 변인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사지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고용능력

을 매개변인으로, 직무수행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

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고용능력의 매개효과는 <표 Ⅳ-8>과 같

이 나타나지 않았다. 

독립
변인
(A)

매개
변인
(B)

종속
변인
(C)

단
계

분석경로 β t p R²

상사
지원

고용
능력

직무
수행

1 A → B β₁ .104 1.580* .016 .090

2 A → C β₂ .277 4.453** .000 .189

3

A → C β₃ .285 4.771** .000

.286

B → C β₄ .327 5.412** .000

주) *: p<.05, **: p<.01

<표 Ⅳ-8>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

 

하지만 고용능력의 하위요인인 내부 고용능력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Ⅳ-9>와 같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먼저 1단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인(A)은 매개변인(B)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표준화 회귀계수 β₁의 값이 통계

적으로 유의해야 하는데 <표 Ⅳ-9>에서 보여주듯이 β₁이 .232로 나타나 매개

변인인 내부 고용능력에 대해 상사지원의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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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인
(A)

매개
변인
(B)

종속
변인
(C)

단
계

분석경로 β t p R²

상사
지원

내부
고용
능력

직무
수행

1 A → B β₁ .232 3.614** .000 .134

2 A → C β₂ .277 4.453** .000 .189

3

A → C β₃ .201 3.324** .001

.282

B → C β₄ .328 5.284** .000

주) *: p<.05, **: p<.01

<표 Ⅳ-9>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내부 고용능력의 매개효과

또한, Durbin-Watson값은 1.923으로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 F값도 유의수준 

.05 이하로 모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2단계 회귀식에서는 독립변인(A)이 종속변인(C)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쳐야 한다. 즉, 표준화 회귀계수 β₂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는데 

<표 Ⅳ-9>에서 보여주듯이 β₂가 .277로 나타나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에 대해 

상사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urbin-Watson값은 1.890으로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 F값도 유의수준 .05 이하로 

모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3단계 회귀식에서는 독립변인(A)과 매개변인(B)을 동시에 투입하

여 종속변인(C)에 회귀시킬 때 매개변인(B)의 표준화회귀계수 β₄는 유의해야 

하고, 독립변인(A)의 표준화 회귀계수 β₃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2단계 회귀식의 표준화 화귀계수 β₂보다 작아질 때, 매개변인이 독립변인과 종

속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표 Ⅳ-9>의 

결과를 보면, β₃와 β₄의 두 값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β₃의 값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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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β₂의 값인 .277보다 작게 나타나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내부 

고용능력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urbin-Watson값은 

1.957로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 F값도 유의수준 .05 이하로 모델을 설명하는 데 적

합한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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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및 고용능력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수준은 35점 만점에 평균 23.60점이며, 5점 

환산 평균은 4.09점으로 나타났다. 5점 환산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기존

에 국내에서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손규태(2015)의 연구에서는 직무

수행의 수준이 4.00점으로 이 연구에서의 수준과 유사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사내

자격 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현진(2012)의 연구에서의 3.90점과 중소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수경(2012)의 연구에서의 3.89점, 이지윤

(2014)의 연구에서의 3.71점 보다 이 연구의 대상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수준이 근소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기업의 규모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5점 환산평균을 비교해보면, 직무수행은 4.09점, 

자기효능감은 3.78점, 상사지원은 3.31점, 고용능력은 3.38점, 고용능력의 하위 

변인인 내부 고용능력은 3.57점, 외부 고용능력은 3.26점으로 나타났다. 내부 고

용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Locke(1976)가 제시한 바와 같이 대기업은 중소기업

에 비해 조직이 규모가 크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 및 물질적 보

상, 지원, 다양한 기회 등이 우수하므로 조직 내부에서의 역할과 기회가 많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

용능력의 수준은 5점 환산평균 값이 모두 3.00점 이상으로 보통 수준 이상을 보

이고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의 5점 환산평균은 다른 변인들보다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상사지원과 외부 고용능력은 다른 변인들의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남성이 4.12점으로 여성의 3.9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의 조직 상황에 비추어보면, 조직 내에서 근로자들이 



- 64 -

능력이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다소 낮게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고졸 이하가 4.05점, 전문대졸이 3.66점, 대졸이 4.07점, 

대학원 이상이 4.29점으로, 대학원 이상 집단이 전문대졸 집단 및 대졸 집단보다 

직무수행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자본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교육의 수준이 높은 근로자는 자

신의 전문 분야에서 흥미있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여 학문적 및 기술적으로 기

여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학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류현주, 2012; 오창환, 2012).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사원이 3.90점, 대리가 4.05점, 과장이 4.19점, 차장이 4.26점, 부장 이상이 4.26

점으로, 과장 집단 및 차장 집단이 사원 집단보다 직무수행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 직무, 현 직장 근무경력, 총 근무경력에 따

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

지한다(김미영, 2013; 장은주, 이기은, 2008; 최원수, 진용주, 2014; Huang et 

al., 2010; Wallace et al., 2011). 즉, 단순히 연령이 증가하거나 근무경력이 길

다는 사실이 직무수행의 수준 향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며, 학력이나 직급과 같이 

근로자의 역량이 반영되는 특성과 사회적 및 문화적 영향에 의한 성별에 따른 직

무수행의 인식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수행은 자기효능감과 유의수준 .01에서 .578의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수행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

는 경향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직무수행과 고용능력은 유의수준 .01에서 

.365의 중간 수준의 상관이, 고용능력의 하위 요인인 내부 고용능력과도 유의수준 

.01에서 .395의 중간 수준의 상관을 보였고, 외부 고용능력과는 유의수준 .01에

서 .261의 낮은 수준의 상관이 있었다. 또한, 직무수행은 상사지원과 유의수준 

.01에서 .279로 낮은 수준의 상관을 보여, 직무수행은 고용능력 및 상사지원과 중

간 수준 이하의 상관으로, 고용능력 및 상사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경우라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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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의 수준은 높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직무수행과의 상관 정도는 

환경적 요소인 상사지원이나 개인 능력 요소인 고용능력보다 개인의 심리적 요소

인 자기효능감과 더욱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성별, 학력, 직급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학력, 직급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10.2%였으며, 

통제변인과 함께 독립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38.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인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자기효

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은 직무수행에 28.4%의 영향력을 보였다. 

각 변인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β=.410, p<.01)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상사지원(β=.151, p<.01), 고용능력(β

=.150, p<.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인의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β=.396, p<.01)이 상사지원(β=.141, 

p<.0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 고용능력

과 외부고용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ndura & Locke, 2003; Camps & 

Rodriguez, 2011; De Cuyper et al., 2014; De Vos et al., 2009; Eby et al., 

2006; Schmidt & DeShon, 2010), 직무수행에는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

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고용능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다른 요인들보다 자

기효능감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Bandura(1982)와 오인수(2002)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직무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넷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매개변인인 고용능력에 대한 자

기효능감의 특성과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이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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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고용능력의 매개효과는 없었으나 내

부 고용능력에 대한 상사지원의 특성과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에 대한 상사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고용능력의 하위요인인 내부 고용능력은 직

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특히, 이 결과는 상사지

원이 고용능력과 외부 고용능력은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내부 고용능력

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강인주(2010)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

다. 이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원을 많이 받을 경우 조직 내부에서의 만족도와 몰입

도가 높아 경력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내부 고용능력이 높아지게 되므로 직무수행

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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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및 

고용능력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하

였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수준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 수준의 차이를 구명한다. 둘째, 대기업 근로

자의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명한다. 셋

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및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모집단

인 우리나라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적 

표집방법 중에서 유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근로

자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이 편중되지 않도

록 선정하고, 평균 회수율 및 불성실 응답률 등을 고려하여 총 600명을 표집 하

였다. 

조사도구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을 측정하는 4

개의 조사도구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항목으로 총 5가지 영역의 38개 문항

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직무수행은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

적신뢰도 계수는 예비조사에서 .667, 본조사에서는 .762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에서 .661, 본조사

에서는 .684로 나타났다. 상사지원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에서 .935, 본조사에서는 .925로 나타났다. 고용능력은 내부 고용

능력에 대한 4문항과 외부 고용능력에 대한 6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

으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에서 .873, 본조사에서는 .830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적절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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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은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를 통해 예비조사는 2015년 9월 14일부터 9

월 25일까지 실시되었고, 본조사는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3

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총 600부의 설문지 중 257부의 자료가 수집

되었고, 이 중에서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총 221개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

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 등의 기술통계방법을 활용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ANOVA, 상

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매

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

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수준은 35점 만점에 평균 23.60점이며, 5점 

환산 평균은 4.09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5점 환산평균을 

비교해보면, 직무수행은 4.09점, 자기효능감은 3.78점, 상사지원은 3.31점, 고용

능력은 3.38점, 고용능력의 하위 변인인 내부 고용능력은 3.57점, 외부 고용능력

은 3.26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

원, 고용능력의 수준은 5점 환산평균 값이 모두 3.00점 이상으로 보통 수준 이상

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의 5점 환산평균은 다른 변인들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사지원과 외부 고용능력은 다른 변인들의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남성이 4.12점으로 여성의 3.9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학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고졸 이하가 4.05점, 전문대졸이 3.66

점, 대졸이 4.07점, 대학원 이상이 4.29점으로, 대학원 이상 집단이 전문대졸 집

단 및 대졸 집단보다 직무수행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사원이 3.90점, 대리가 4.05점, 과장이 4.19점, 

차장이 4.26점, 부장 이상이 4.26점으로, 과장 집단 및 차장 집단이 사원 집단보

다 직무수행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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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 근무경력, 총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 연구에서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수행은 자기효능감과 유의수준 .01에서 .578의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고, 직무수행과 고용능력은 중간 수준의 상관이, 고용능

력의 하위 요인인 내부 고용능력과도 중간 수준의 상관, 외부 고용능력과는 낮은 

수준의 상관이 있었다. 또한, 직무수행은 상사지원과 낮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과는 부적으로 낮은 상관이, 학력과 낮은 상관이, 직급

과도 낮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통제변인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자기

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은 직무수행에 28.4%의 영향력을 보였다. 각 변인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β=.410, p<.01)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상사지원(β=.151, p<.01), 고용능력(β=.150, p<.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인의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β=.396, p<.01)이 상사지원(β=.141, p<.0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 고용능력과 외부고용능력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매개변인인 고용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

의 특성과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

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고용능력의 매개효과는 없었으나 고용능력의 하위

요인인 내부 고용능력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매개변인인 내부 고

용능력에 대한 상사지원의 특성과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에 대한 상사지원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

서 내부 고용능력은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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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이 연구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수행을 이해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향상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적 차원의 변인과 환경적 차원의 변인인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 

대한 인식 및 중요성과 이해를 제고하고, 연구의 결과를 통해 근로자의 직무수행 

향상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 수준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며, 이로

부터 기업의 규모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인식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내부 고용능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Locke(1976)가 제시한 바와 같이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조직이 규모가 크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심

리적 및 물질적 보상, 지원, 다양한 기회 등이 우수하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조직 

내부에서의 역할과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내부 고용능력을 높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

다.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수준은 모

두 보통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은 다른 변인들보다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상사지원과 외부 고용능력은 다른 변인들의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대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수행과 내부에서의 경쟁력은 뛰어나지

만 자신이 속한 조직을 벗어나 노동시장 전체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

으로 낮으며, 조직 구성원의 역량과 경력개발 및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

심 이해관계자인 상사의 지원 수준도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상사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조직의 성

장을 도모하여야 하며, 조직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

들의 외부 고용능력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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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의 조직 상황에 비추어보면, 조직 내에서 근로자

들이 능력이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다소 낮게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 근로자의 학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자본이 높아지며, 교육의 수준이 높은 근로자는 자

신의 전문 분야에서 흥미있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여 학문적 및 기술적으로 기

여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류현주, 2012; 오창환, 정철영, 2012). 이 

결과는 다수의 국내 대기업에서 핵심인재와 같은 근로자의 대학원 진학 장려와 학

비 지원과 같은 혜택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직 구성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과장 집단 및 차장 집단이 사원 집단보다 직무

수행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수행의 수준은 과

장급 이상이 되었을 때 사원들과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 승진에 대

한 기준이 기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근무성적과 근무경

력이 함께 반영되므로 일정 직급 이상의 차이가 날 때 직무수행의 수준 차이가 유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단, 부장 집단과 사원 집단의 직무수행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대응성, 업무에 대한 열정과 패기와 같은 

심리적 요인 등을 원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반면, 연령, 직무,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수행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히 연령이 증가하거나 근무경력이 길다는 사실이 

직무수행의 수준 향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며, 학력이나 직급과 같이 근로자의 역

량이 반영되는 특성과 사회적 및 문화적 영향에 의한 성별에 따른 직무수행의 인

식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대기업 근로자의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의 직무수행에 대한 영향

력은 유의미하며, 이 중 자기효능감의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환경적 요소인 상사지원이나 개인 능력 요소인 고용능력보다 개인의 심리적 요소

인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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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기업의 직무관련 교육은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에 주로 초점

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효용성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교육훈련의 효

과성을 증대시키고 근로자들의 직무수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고용능력의 하위요인인 내부 고용능력과 외

부고용능력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직무수행에는 내부 고용능

력과 외부 고용능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고용능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현재 속한 조직에서만 경쟁력이 있거나 조직 외부에서만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경쟁력이 있는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은 특정 집단이나 환경에서의 역

량에만 집중하기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외부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면서 현재 

소속된 조직에서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은 부분 매

개효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고용능력의 매개효과는 없었으며, 고용능력의 하위요인인 내부 고용능력만 직무수

행과 상사지원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원을 

많이 받을 경우 조직 내부에서의 만족도와 몰입도가 높아 경력의 기회가 많기 때

문에 내부 고용능력이 높아지게 되므로 직무수행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상사의 지원은 근로자의 외부 고용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원에 따른 경쟁력 향상으로 근로자의 외부로의 이탈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사는 근로자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조직에서는 관리자와 임원의 육성과 선발 및 배치의 과

정에서 리더십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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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조직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경쟁력을 키우며 경력을 개

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넓은 시야를 가지고 외부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

면서 현재 소속된 조직에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역

량 향상에 필요한 상사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

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적 차원에서 관리자들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구성원들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를 위해 조직에서는 관리자와 임원의 육성과 선발 및 배치의 과정에서 리더십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조직 구성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해 적

극적으로 투자하고, 자기효능감의 효용성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교육훈련의 효과성

을 증대시키고 근로자들의 직무수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한 조직에서만 정체되지 않고, 노동시장 전

체에서 우수한 인력이 활용되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보완

하고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를 토대도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의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수준과 다른 선행연구에서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수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근소한 차이를 보임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수행 차이를 실증적으로 구명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 내에서도 공기업과 사기업 등의 조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변인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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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직무수행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다차원적인 관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 환

경적 요인인 상사지원, 개인의 역량을 반영하는 요인인 고용능력을 변인으로 채택

하였다. 그러나 그 밖에 직무수행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매개변인과 조

절변인이 있을 것이므로 개인적 및 조직적 요소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밝힐 필요

가 있다. 

셋째, 실제 이직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의 외부 고용능력은 근로자가 현재 자신이 인식하는 수준으로서, 외부 

고용능력이 높은 근로자가 실제 다른 조직으로 고용될 능력이 높은지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이직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종단 연

구를 통해서 이직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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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본조사 측정도구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및 

고용능력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산업인력개발학을 전공하고 있는 

채미란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석사학위논문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자기효능감, 상사지

원 및 고용능력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인식

하는 직무수행, 자기효능감, 상사지원, 고용능력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입니다. 조

사결과는 통계법 제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귀하의 정보

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

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될 수 없

으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응답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

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채미란 드림

지도교수 정진철

 

【연구자 연락처】 C.P.: 010-0000-0000 / e-mail: cmirs56@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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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직무수행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직무수행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

하는 곳에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완료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무내용설명서에 제시된 책임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조직에서 기대하는 과업을 잘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수행 시 요구되는 목표를 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잘 수행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들을 소홀
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필수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실패한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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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기효능감

다음은 귀하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신감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

고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세운 목표들을 잘 달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려운 업무를 맡았을 때 그것을 잘 달성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일반적으로 나는 나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성과
를 이뤄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노력하면 어떤 시도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많은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대부분의 업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힘든 업무도 상당히 잘 수행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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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시지원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상사의 지원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

당하는 곳에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상사는 인사면담 등을 통해 경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상사는 나의 경력목표 달성 여부에 관심
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상사는 내가 업무성과목표를 정하는데 도
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상사는 내 업무성과가 좋을 경우 나의 공
로를 인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상사는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성과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조언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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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용능력

다음은 귀하의 고용능력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나는 그 대상에 포
함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회사에서 구축해 놓은 사내 인맥이 나의 경력
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지금의 회사에서 현재와 다른 업무를 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회사에서 나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동료들 중
에 내가 더 인정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디로든지 비교적 쉽게 이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현재와 다른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회사
로 이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현재와 같은 업무라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쉽게 이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현재와 같은 업무라면 동종업계가 아닌 
다른 회사로도 쉽게 이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와 비슷한 수준의 기술, 지식 및 업무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회사로부터 인기와 수요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가 가진 경험 및 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업무라면 언제 어떤 회사라도 취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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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반적 사항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직급은? (해당 직급명이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번호에 체크해 주십

시오.)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 이상

5. 귀하의 직무는?

① 사무관리   ② 영업/마케팅   ③ 연구개발   ④ 생산   ⑤ 서비스  ⑥ 기타

6.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경력은?  

   (    )년 (    )개월

7. 귀하의 총 근무경력은?

   (    )년 (    )개월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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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Job Performance, Self-efficacy, 

Supervisor's Support and Employability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by Miran Chae

Thesis for Master of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5

Major Advisor: Jinchul Jeo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relationship among job 

performance, self-efficacy, supervisor's support and employability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in Republic of Korea. The specific 

objectives to accomplish the research goal were as follows: First, to 

identify the perceived level of job performance, self-efficacy, 

supervisor's support and employability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and the difference of job performance level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cond, to identify the effect of variables above on the 

job performance; Third, to identify the mediation effect of employability 

between job performance and self-efficacy/supervisor's support.  

The population for this study was all employees of large-sized 

corporations in Republic of Korea. However, this study was restricted to 

the target populations as employees of 1,000 companies list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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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I(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counting all the employees in large corporations. The data 

were collected by the KSDC(Korea Social science Data Center) survey 

system. 

A survey questionnaire were conducted to measure variables of this 

study. It was consisted of job performance, self-efficacy, supervisor’s 

support, employability, and demographic items. The Cronbach's α of the 

all variables were suitable. A total of 257 of 600 questionnaire were 

returned, of which 221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The data were collected by online and mobile survey tools from 

October 1st to 21th 2015.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by using 

the SPSS Statistics 21.0 version. The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prior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procedure presented by Baron 

and Kenny(1986) was used to identify the mediation effect.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job 

performance, self-efficacy, supervisor's support and employability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was higher than average.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job performance by gender, 

education, and position. Third, the pure effect of self-efficacy, 

supervisor's support and employability on job performance was 28.4%, 

and among the variables, self-efficacy(β=.410, p<.01) had the biggest 

effect on job performance and followed by supervisor's support(β=.151, 

p<.01), employability(β=.150, p<.05) in effect size order. Forth, 

employability had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job performance and 

self-efficacy and internal employability had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job performance and supervisor's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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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job 

performance and competitiveness in their organizations was outstanding. 

The perceived competitiveness in the outside of their companies, on the 

other hand, was relatively low. Second, it seems that a glass ceiling and 

gender discrimination is still existing in large corporations in Korea. In 

addi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e necessity of active training 

and development of workers. Third, organizations can make use of 

self-efficacy for improvement and effectiveness of business. Forth, 

supervisors should actively support workers for their career. 

 Several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be studi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the job performance and its related variables in accordance with some 

specific feature of companies. Second, it need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various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and job performance. 

Third, longitudinal design is needed to reflect some factors about 

turnover because it is related to external employability.  

─────────────

Key words: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Job Performance, Self-efficacy,

            Supervisor’s Support and Employability

Student No.: 2013-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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