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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연구는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  개인요인에 한 연구이

다.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요인으로 경력 리지원과 상사의 지

지를 선정하 으며, 개인요인으로 자기경력성찰, 경력계획, 가족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를 선정하 다. 한 경력성공도 주  경력성공과 

객  경력성공으로 나 어 각 변인들이 객 , 주  경력성공에 각

각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상은 기업 사무직으로 한정지었

으며, 250부의 설문응답 결과를 가지고 다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

증하 고, 이후 선행연구에서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직무, 업종의 인구통계학  특징의 경우 회귀분석에 의한 차이를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 세가지의 연구문제를 선정하 으며, 이에 의거하여 첫째,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  개인요인을 알아보았고, 둘째, 조직 

 개인요인이 주  경력성공과 객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를 비교해보았으며, 셋째 성별, 직무, 업종의 인구통계  특징이 주

, 객  경력성공과 조직  개인요인  어떤 변인에 향을 미치

는지를 규명해보았다. 

  첫째,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  개인요인에 한 연구결과 

조직요인인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는 객  경력성공과 주  경

력성공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요인  

가족의 지지도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에 모두 유의한 향

을 미쳤다. 그러나 그 외의 개인요인들은 주  경력성공 는 객  

경력성공 한가지에만 유의한 향을 미쳤는데, 자기경력성찰은 주  

경력성공에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계획은 객

 경력성공에만 유의한 향을 미쳤고, 비공식  네트워크는 주  

경력성공에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  개인요인이 주  경력성공과 객  경력성공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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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력의 크기를 비교한 연구결과 객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력

의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경력계획,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 가족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  경력성공에 미치

는 향력의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상사의 지지, 경력 리지원, 비공식

 네트워크, 자기경력성찰, 가족의 지지, 경력계획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 직무, 업종의 인구통계  특징이 경력성공, 조직요인, 개인

요인에 미치는 향에 한 차이검증을 통해 성별은 경력 리지원과 상

사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

무는 경력계획에, 업종은 자기경력성찰과 주  경력성공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  경력성공과 객  경력성공 모두에 유의

한 향을 보이고 있는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 가족의 지지는 경력

성공을 해 조직과 개인이 모두 고려해야 하는 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한 조직내 구조화된 로그램이 개발  운 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객  경력성공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경력계획은 경력계획에 유의미하게 나타난 직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도와주는 구조화된 로그램을 조직이 개발하거나 개인이 구조화된 

조직외 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  경력성공에

만 유의미하게 나타난 자기경력성찰과 비공식 인 네트워크는 주  경

력성공과 자기경력성찰에 유의미하게 나타난 업종과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도와주는 구조화된 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

사한다. 그리고 성별이 경력성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에 따라 성차이를 완화시키기 한 조직내 인터벤션의 필요성을 시사하

고 있다. 

  

주요어 : 주  경력성공, 객  경력성공, 자기경력성찰, 경력계획,    

        가족의 지지, 상사의 지지, 경력 리지원, 비공식  네트워크

학  번 : 2006-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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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90년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맞물려 경력 패러다임이 변화되

면서(Shore & Nowark, 1996), 변하는 환경에서 개인이 주체가 되어 능

동 으로 자신의 경력을 리해야 한다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 경제  풍요에 기반한 은 세 를 심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치

보다는 개인의 삶에 한 가치를 더 요시하는 상이 보여지고 있다. 

한민국은 1965년 100달러 수 이었던 1인당 국민총소득은 고속성장을 

거듭하여 85년에는 2,300달러, 2010년에는 20,000달러가 되었다(박재흥, 

2010). 소득의 증가는 은 세 를 심을 새로운 라이 스타일과 가치

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성장주의  소비주의, 집단주의  개인주의, 

권 주의  탈권 주의의 문화갈등은 세 간 가치 의 차이가 존재함을 

반증한다(박재흥, 2010). 이와 연계하여 경력에 있어서도 성공, 행복한 삶

에 한 의식 수 이 높아지면서, 경력과 성공의 측면에서 외 인 조건

보다 내면의 만족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

리나 성향과 같은 내면  요인과 조직 내의 다양한 경력개발을 한 활

동요인을 주로 다루고 있다. 즉, 개인의 내면  요인으로 개인성격, 자기

존 감, 동기부여, 인 계, 정치  행동여부, 상사지향  행동 직무능

력, 개인과 직무간 합성 등의 요인들이 다루어졌다(장은주, 2002). 조직

요인들로는 멘토링, 상사의 지원, 상 직 자의 지원과 지도, 평가  면

담, 조직공정성, 평가  보상 공정성, 승진구조, 리직 진입형태, 교육

훈련기회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장은주, 2002). 한 경력성공에 한 연

구에서는 경력성공을 단일개념으로 연구하거나 주  경력성공과 객

 경력성공으로 나 어 이 두 개념간의 상호 계에 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Arthu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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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 경력성공과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들이 여러 상과 여러 상황에서 반복 으로 검증되었다는 

에서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경력의 패러다임은 변화 으로 조직 계층

의 수를 이고, 변하는 환경에 응하기 해 좀 더 유연하고 수평

인 조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Rosenthal, 1995), 과거의 형 인 

계조직의 모습에서 네트워크 조직(network form)으로 변화되어 구성원

들이 기업 내부 뿐 아니라 외부의 다른 조직과 계를 맺고 조화롭게 

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게 되었다(Allred et al., 1996). 조직에서 개

인 심으로의 경력에 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경력성공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도 새로운 요인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을 토 로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이 스스로 경력을 수립하고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경력에 성

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며(윤하나, 탁진국, 2006) 경력계획과 경력몰

입이 정  계(Aryee & Debrah, 1993)임을 밝힌 선행연구에 의거 경

력계획이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Vogel(1990)은 경력개발을 자기분석, 경력분석, 통합, 계획, 수

행, 평가의 6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토 로 경력계획 이 에 자

기분석, 경력분석, 통합의 단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 서균석

(2003)은 개인의 경력계획과 경력 술이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경력 술은 경력성공에 정(+)의 향을 미치지만 경력계획 자

체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경력계획을 지원

해주는 추가 인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에 근거하여 경력계획 이

의 자기분석, 경력분석, 통합의 단계를 포 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을 

개발하여 본 연구에서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경력계획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가족의 지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경력계획이 제 로 수행될 수 있다는 측면을 착안하여 가족의 지지를 경

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 선정해보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가족에 한 연구는 보통 직장과 가정 역으로부터의 역할 압력이 

여러 측면에서 서로 양립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역할갈등의 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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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haus & Beutell, 1985)의 하나로 주로 연구되어 왔다. 우리나라에

서도 직장-가정 간의 갈등 측면에서 직장구성원을 상으로 직장-가정의 

원인, 효과, 발생양상의 차이  이의 성차를 밝히고자 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 욱, 유태용, 2009; 가 희, 2006; 강혜련과 

최서연, 2001; 장재윤과 김혜숙, 200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지

지가 경력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 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직무 비 련자들로부터의 지지 에서는 특히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의 지지가 요한 사회  지지(Khan & Byosiere, 1991; Larocco, House 

& French, 1980)이고, 가족 구성원들은 직무환경의 외곽에서 근로자들에

게 사회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Caplan, 1976)는 선행연구가 이를 뒷받

침한다.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요인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조직 내 다

양한 요인들에 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다.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

는 조직변수로 Ferris & Judge(1991)는 사회화, 멘토링, 경력시스템, 상사

지원 등을 들었으며, 임희정(2007)은 조직문화, 멘토링  네트워킹을, 김

정진(2009)은 조직내 네트워크, 상사의 지원의 변인을 검증했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회사의 경력 리 지원, 상사의 지지, 비공

식  네트워크를 주된 변인으로 설정하 다. 조직 경력개발의 변인들은 

개인 경력개발의 변인들과 조되어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력의 정도를 

비교하기 한 변인으로 사용되며, 다수의 조직에서 경력개발을 한 조

직내 자원조차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활성화시키기 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경력성공에 한 연구는 객  경력성공이 주  경력성공

에 향을 미친다는 주장(Poole, Langan-Fox & Omodei, 1993)과 주  

경력성공의 역할이 객  경력성공을 넘어선다는 주장(Aryee, Chay& 

Tan, 1994), 그리고 경력성공의 주 인 측면과 객 인 측면이 상호

의존 이라는 주장(Seibert, Kraimer& Liden, 2001)으로 구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바는 경력성공 내의 주  성공과 객  

성공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의 경력개발 변인들이 경력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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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  성공, 객  성공 변인에 미치는 향을 보는 것으로 주  

경력성공과 객  경력성공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경력성공의 두 변인인 주  경력성공과 객  경력성공

에 조직요인과 개인요인이 미치는 향을 비교하여 규명하고자 수행되었

다.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의 조직요인과 경력계획, 가족의 지

지, 자기경력성찰, 비공식  네트워크의 개인요인이 주  경력성공과 

객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이 어떠한지 규명한다. 

  둘째,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의 조직요

인과 경력계획, 가족의 지지, 자기경력성찰, 비공식  네트워크의 개인요

인이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에 무엇이 더 큰 향을 미치는

지를 비교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인구통계학  특징  성별, 직무, 업종이 주  경력성공, 객

 경력성공,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원의 조직요인과 경력계획, 가족

의 지지, 자기경력성찰, 비공식  네트워크의 개인요인에 미치는 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진술한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경력성공에 조직요인  개인요인은 어떠한 향은 미치는가? 

  1-1.경력성공에 조직요인  경력 리지원은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1-2.경력성공에 조직요인  상사의 지지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1-3.경력성공에 개인요인  자기경력성찰은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1-4.경력성공에 개인요인  경력계획은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1-5.경력성공에 개인요인  가족의 지지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1-6.경력성공에 개인요인  비공식  네트워크는 어떠한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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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는가?

2.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요인과 개인요인의 향의 크기를 비교

  하면 어떠한가? 

2-1.주  경력성공에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의 조직요인과 자기

경력성찰, 경력계획, 가족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의 개인요인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2-2.객  경력성공에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의 조직요인과 자기

경력성찰, 경력계획, 가족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의 개인요인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3.인구통계학  특징  성별, 직무, 업종이 경력성공, 조직요인, 개인요

인에 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3. 연구 가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

과 련하여 연구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 다. 

  첫째, 선행연구를 토 로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 경력계획, 사회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가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를 토 로 가설 1-1, 1-2, 1-3, 1-4, 1-7, 1-8, 1-11, 1-12를 설정

하 으며, 가족의 지지는 사회  지지의 하나로 해석하 다. 자기경력성

찰은 선행연구는 없었으나,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을 단

되어 1-5, 1-6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둘째, 주  경력성공과 객  경력성공은 다른 개념으로 조직요인

과 개인요인이 각각에 미치는 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비교

해보고자 가설 2-1, 2-2를 설정하 다. 

  셋째, 선행연구를 토 로 인구통계학  특징  성별, 직무특성, 조직 

 산업특성은 경력성공과 조직요인, 개인요인에 유의한 차이를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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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 이를 토 로 가설 3-1, 3-2, 3-3을 설정하 다. 

가설1. 경력성공에 경력 리지원과 상사의 지지의 조직요인과 자기경력

성찰, 경력계획, 가족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의 개인요인은 정

(+)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경력 리지원은 객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경력 리지원은 주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상사의 지지는 객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상사의 지지는 주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5. 자기경력성찰은 객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6. 자기경력성찰은 주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7. 경력계획은 객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8. 경력계획은 주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9. 가족의 지지는 객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0. 가족의 지지는 주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1. 비공식  네트워크는 객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2. 비공식  네트워크는 주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에 조직요인과 개인요인이 미

치는 향의 크기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2-1. 객  경력성공에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의 조직요인과 

자기경력성찰, 경력계획, 가족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의 

개인요인  개인요인보다 조직요인이 더 큰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2-2. 주  경력성공에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의 조직요인과 

자기경력성찰, 경력계획, 가족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의 

개인요인  조직요인보다 개인요인이 더 큰 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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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설3. 인구통계학  특징  성별, 직무, 업종은 경력성공, 조직요인, 개

인요인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성별은 경력성공, 조직요인, 개인요인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직무는 경력성공, 조직요인, 개인요인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업종은 경력성공, 조직요인, 개인요인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4.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 다. 

가. 경력성공

  경력성공이란, 일을 통한 개인의 발 과 주 , 객  측면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개인의 업무 경험의 결과로 축 된 내면 인 정 인 

심리상태와 외면 인 결과를 의미한다. 

(1) 객  경력성공

  객  경력성공이란 타인들에 의하여 단되는 경력성공으로서, 경력

성공의 외면  결과, 즉 여, 승진, 직  등과 같이 상 으로 객

이고 측정 가능한 가시 인 기 을 통해 단되는 경력성공을 의미한다. 

(2) 주  경력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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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력성공은 객  경력성공보다 복잡하고 다차원 인 개념이

며 개인이 주 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경력에 한 성공여부로, 경력 

체에서의 성공에 한 자신의 평가를 통합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나.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요인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경력개발의 여러 요인들  조직의 시스템

이나 조직의 자원  개인을 제외한 조직의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실행

되는 조직 내 활동을 조직요인이라 지칭하며, 본 연구에서는 조직요인은 

경력 리지원과 상상의 지지를 의미한다.

(1) 경력 리지원

  

  경력 리지원은 조직이 경력개발을 해 투자하는 자원  제도로 직

원배치, 인재 리, 인재유지, 승계계획 등과 같은 직원 리 략을 의미

한다. 

(2)상사의 지지

  

  상사의 지지는 구성원 각각이 업무 수행과 능력 발휘의 과정에서 자신

의 상사가 자신의 업무 수행에 하여 얼마나 많은 심이 있으며 필요

한 경우 도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해 지각하는 정도를 의

미한다. 

다.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경력개발의 여러 요인들  개인이 주체가 

되어 실행이 되거나 개인의 삶의 역에서 발생되는 활동들을 개인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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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요인은 자기경력성찰, 경력계획, 가족

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1) 자기경력성찰

  자기경력성찰은 자기자신과 그동안의 경력에 하여 반성 으로 사고

하고, 자신  사회에 하여 폭넓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한 비

을 개방 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2) 경력계획

  

  경력계획은 개인차원의 활동으로 경력에 한 경력의 기회와 자신의 

능력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 로 경력목표를 설정한 후에 설정

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꾸 히 노력하는 과정으로, 각 개인이 자신

의 경력목표를 구체 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가를 의미한다.

(3) 가족의 지지

  

  가족의 지지는 가족 구성원이 직무환경의 외곽에서 근로자들에게 인정

과 배려, 직무스트 스에 한 공감과 같은 정서 인 측면의 지지나 근

로자가 감당해야 하는 집안일을 신 해주는 도구  측면의 지지를 제공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4) 비공식  네트워크

  비공식  네트워크는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에 걸쳐 개인이 직 인 

연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지속 으로 계가 유지되는 사람들간의 연

결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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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  배경

1. 경력성공

가. 경력에 한 패러다임의 변화

   90년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맞물려 경력 패러다임이 변화

되고 있다(Shore & Nowark, 1996).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와 고용

계의 변화로 인하여 평생직장의 개념이 붕괴되고, 이제 조직에 한 충

성보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편화되었다. 이에 따

라 지속 인 학습과 능력개발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개인  조직차원

에서 경력개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경력 개념의 변화는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요구를 극

으로 반 하기 해서 조직 계층의 수를 이고, 변하는 환경에 응

하기 해 좀 더 유연하고 수평 인 조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졌다(Rosenthal, 1995). 1970년  부터 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기업 

구조는 네트워크 조직(network form)으로 이어져, 과거의 형 인 계

조직의 모습에서 탈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직은 구성원들이 기업 내부 

뿐 아니라 외부의 다른 조직과 계를 맺고 조화롭게 리할 수 있는 능

력을 요구하게 되었다(Allred et al., 1996).

  이러한 경력에 한 시각의 변화는 크게 세가지 에서 의미가 있다

(Mirvis & Hall, 1994). 첫째, 시간의 개념을 월한 직무에 한 열린 시

각을 제공해 다. 기존에는 개인의 경력이라고 하면 경력단계 기부터 

하강기에 오기까지의 선형 인 유형만을 생각하고 수평 인 이동이나 하

강의 경우는 특별한 사건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경력의 역동

인 측면, 즉 상승과 하강, 는 수평 인 이동은 물론이고 직종  직장

의 변경 모두를 고려해야 하므로 개인의 경력패턴이 과거의 직선형과 

문가형 뿐 아니라 나선형과 이형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 되었다.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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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경력(spiral career)이란 창의성과 개인  성장을 해 7∼10년을 주기

로 직장 는 직종을 옮겨 다니는 것을, 이형 경력(transitory career)은 

직업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력의 다양성을 기하기 해 3∼5년의 기간

을 주기로 수평 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Brousseau et al., 1996).

   둘째, 경력의 공간을 확 시켰다. 과거에는 개인의 직장생활과 이외

의 삶을 분리하여 생각했으나 이제는 직장생활에서의 역할 뿐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역할도 총체 으로 악해서 개인의 삶의 다각 인 면을 부

각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셋째, 사용자와 종업원의 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

다. 먼  조직의 입장에서는 한 조직내에서의 경력 리 차원에서 탈피하

여 개인의 다양한 경력경로를 악하고 끊임없는 인재발굴과 개인역량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경력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한 조직에서만 평생 일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변의 다

양한 경력경로를 최 한 활용하고 자기개발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김성국, 김태은, 1999).

   최근 새로 등장하는 개념들은 변하는 환경에서 개인의 경력 리 노

력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입사에서 퇴사까지 한 직장에서 자신

의 모든 경력을 보내는 사람들이 부분이었으므로 조직에서 종업원의 

경력을 리해주어야 했으나, 최근에는 활발한 조직간의 이동으로 개인

이 주체가 되어 능동 으로 자신의 경력을 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까지 언 된 경력 개념의 변화를 통  경력과 새로운 개념의 경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표 II-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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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 통  경력 개념과 새로운 경력 개념의 비교

구분 통 인 경력 새로운 경력

조직 료제 네트워크

역할 반 리자(generalist) 다양한 기술을 가진 문가

조직의 역량 시스템, 운 체계 워크, 개발

평가기 투입 산출

보상 직무에 한 보상 기술에 근거한 보상

계약 계 몰입과 안정성 유연한 고용 계

경력 리 가부장  리 자기 리

이동 수직이동 수평이동

출처: N. Nicholson, Career Systems in Crisis: Change and Opportunity in the 

Information Ag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996, 10(4)

나. 경력개발의 두가지 측면

 경력개발은 개인  측면에서의 경력계획과 조직  측면에서의 조직의 

경력 리로 구성되며 경력개발이 이 두 측면을 통합한다(Gutteridge & 

Otte, 1983). 경력개발은 개인과 조직  어느 쪽에 더 심을 두는가에 

따라 조직  측면의 특징을 가지는 경력개발은 경력 리라고 부르며 개

인  측면의 특징을 가지는 경력개발은 경력계획이라고 부른다(정혜원, 

2000). Gutteridge & Otte(1983)의 경력개발 모형은 다음 [그림 II-1]과 같

다.

조직의 경력개발

경력계획

·직업선택

·조직선택

·직무선택

·경력 자기개발

경력 리

·선발

·배치

·평가

·훈련  개발

[그림 II-1] 경력개발 모형

출처: Gutteridge, T. G. & Otte, F. L. 1983. 「Organizational Career Developmen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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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actice」, Washington D.C.: ASTD Press, p.7에서 인용.

한, 치(Leach)의 경력개발시스템시소모형은 개인과 조직의 상호균

형을 강조한 것으로 개인과 조직이 주체가 되어 상호 정보교환과 개발활

동을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개인과 조직 어느 한쪽이 균형을 잃으면 이 

시스템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개인과 조직의 개발, 균형

을 해서는 경력개발에 한 조직문화, 의사소통, 시간 등이 결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경력개발시스템

·경력의도조사

·경력정보시스템

·경력지도시스템

·경력경로의 설정

·인사고과

·경력계획  경력개발

개 인 조 직

시간

산

조직풍토

새로운 역할

의사소통

 

[그림 II-2] 치(Leach)의 경력개발시소모형

출 처: Leach, J.(1976), "Career Management : Focusing on Human Resources", The 

Personnel Administrator, Nov., pp.59-66.

(1) 경력 리

  조직차원에서의 경력개발은 경력 리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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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에서 조직이 종업원 개개인의 경력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며 조직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한 제도를 운 하는 것이

다(장은미, 1997). 따라서 조직은 개인의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경

력개발의 계획 혹은 제도를 수립하고 운 하며, 경력개발을 한 자원을 

투자하며, 경력개발에 한 상담  각종 련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

다(서균석, 박동진, 김태형, 김부희, 2003).

   Pazy(1988)는 조직의 경력 리가 개인의 경력유효성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여 조직의 경력 리정책, 경력개발활동, 경력에 한 정보공유 등

이 개인의 경력유효성에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 다. 따라서 조직은 조

직구성원의 경력을 체계 이고 개방 으로 리하는 것을 통하여 개인 

자신의 경력에 해서 호의 이고 극 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시키

며, 개인 자신의 경력에 해 심리 으로 동일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장은미(1997)는 개인은 조직의 훈련  개발제도, 승진정책, 고용한정 정

책, 멘토링 제도 등과 같은 경력 리 정책과 제도에 있어 개인 자신의 

경력을 해 어떤 구체 인 정책을 조직은 효과 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 개인은 조직에 보다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시하 다.

   경력 리는 조직의 반 인 직원 리 략(직원배치, 인재 리, 인재

유지, 승계계획 등)을 의미하며, 경력 리의 궁극 인 목표는 조직의 인

자본 니즈를 직 에 상 없이 언제든지 충족시키는 것이다(Rothwell,  

E.J.,et al., 2005). 개인은 경력 리를 통해 자신의 가치 , 성, 능력을 

기 으로 그 조직에서의 발  가능성을 평가하여 조직을 선택하고 이직

에 이르는 과정을 총체 으로 리하는 반면, 조직은 조직목표 달성과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과 능력을 단기 으로 개인을 선발하여, 체

계 인 차와 제도를 통해 구성원 개인의 경력 리를 지원함으로써 조

직유효성을 보다 증 시킨다(서균석,2003).

(2) 경력계획

  경력개발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개인의 경력계획은 각 개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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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자신의 경력목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가에 한 것으로 기경력의 

방향을 설정하고 직업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직무분야(직종 혹은 

직군)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는가와 그 계획의 결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등에 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Hall, 1976). Gould(1979)는 경력계획

은 일종의 목표설정 과정이고 경력유효성을 진시켜  수 있는 변인이

라고 정의하면서 목표설정 이론을 도입하여 설명하 다. 경력계획을 목

표설정의 과정으로 인식하여 노력을 하게 되고 목표성취라는 경력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경력의 하 요소 성장인 자기 존

감(self-esteem)과 경력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개인의 경력계획은 무경계 경력(boundaryless career)의 개념이 등장하

면서 조직 구성원들은 개인의 경력계획에 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Arthur & Roussau, 1996). 한 기본 으로 경력 리가 개인 경력계획

에 을 두었을지라도 조직이 경력 리 지원은 여 히 필요하다

(Baruch, 1999). 따라서 개인의 경력계획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

성원의 경력성공을 해서는 조직수 의 경력 리와 개인수 의 경력계

획이 조화되어야 한다(Hall, 1996). Granrose & Portwood(1987) 한 종업

원이 지닌 경력계획이 조직의 경력 리 지원과 일치할수록, 구성원 개인

에게 정 인 향을 다고 하 다.

다. 경력성공

  경력성공은 개인의 업무 경험의 결과로 축 된 정 인 심리상태와 

업무 련 산출물을 의미하며(Judge, Cable, Boudreau, & Bretz, 1995: 

Seibert, Crant, & Kraimer, 1999), 조직 혹은 직업을 통한 개인의 발 과 

주 , 객 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Arthur et al, 1989)이라 할 

수 있다. 

  1990년  이 에는 객  경력성공의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높은 임 과 빠른 승진은 오랜 기간 여러 사회에서 성공으로 

간주되어 왔고 통 인 경력 패러다임에서도 사회, 조직의 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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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라 상향이동 하는 것이 성공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경력성공의 화

두는 객  경력성공에 있었다(NG et al., 2005). Jaskolka 등(1985)은 경

력성공을 가 단하느냐에 따라 객  경력성공와 주  경력성공으

로 나뉜다고 하 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평가되는 경력성공은 비교  

객 이고 에 보이는 기 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객

 경력성공을 임 이나 승진, 사회 인 지 처럼 측정될 수 있는 성과

로 정의하 고, 이러한 객  경력성공은 조직이 성공기 을 결정하

다(Judge et al, 1995). 

   최근에는 다운사이징, 조직(계층)축소, 인 자원의 아웃소싱과 같은 

경제  흐름으로 경력의 상향이동에 한 욕구, 즉 객 인 경력성공의 

경험과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Hall, 2002). 한 객  경력성공은 개인

의 차이, 나이, 산업 등의 변수를 충분히 반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력

성공을 정의하고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 을 받아 왔다. 하나의 

조직에 충성을 다하던 경력 패러다임이 다양한 경력경험을 지향하는 방

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경력성공을 단하는 주체도 객 인 평가가 아

닌 주 인 인지가 요하게 부각되었다(김성국, 1998). 즉 객  경력

성공이 반드시 주  경력성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력성공

을 측정함에 있어 개인의 인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Nabi, 

2001). Derr(1986)도 개인 별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사람에 따라 

상향 인 이동을 지향할 수도, 자율성이나 직장생활과 개인생활의 조화 

등을 지향할 수도 있다고 지 함으로써, 객 인 측면에서만 경력성공

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Hall(1986)의 로티안 경력에서도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개발하고 

확립하기 해서는 심리  성공 경험이 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따

라서 조직은 구성원에서 도 감을  수 있는 업무를 제공해야 하며 개

인 한 가시 인 성공보다는 주 이고 인지 인 측면의 심리  성공

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거의 조직 심 인 성공 

기 으로 개인의 경력을 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개인의 주

인 거에 의해 경력성공을 측정하는 것이 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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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Aryee et al, 1994).

  경력개발과 련된 연구에서 1990년  이 에 임 , 승진횟수, 직  

등의 객 인 경력성공의 원인을 심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객  측면에서 매우 성공한 사람도 자신의 성공에 회의를 느낄 

수 있으며 경력에 한 불안감, 소외감, 스트 스, 무력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Korman, Witting-Berman & Lang(1981)의 연구가 발표되면서, 

경력만족 등 주 인 경력성공을 강조하는 것이 반 인 추세라 할 수 

있다.

(1) 객  경력성공

  객  경력성공이란 타인들에 의하여 단되는 경력성공으로서 경력 

성공의 외면 (extrinsic)결과, 즉 여, 승진, 직  등과 같이 상 으로 

객 이고 측정 가능한 가시 인 기 을 기 로 하여 결정된다(조 복

ㆍ곽선화ㆍ고경희, 2007). 따라서 통 인 경력성공에 한 연구에서는 

한 조직 내에서의 상향이동을 경력성공으로 간주하고, 찰이 가능한 객

이고 외재 인 기 , 즉 임 , 승진, 직  등의 개념으로 이를 측정

하고자 하 다.

  1930년  후반에서 50년 에 시카고학 로 알려진 경력이론의 개척자

들은 이미 경력이란 객 이고 주 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개념

을 개발하 다. 이러한 기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1980년과 1994년 사

이에 발간된 학술지에 발표된 경력 련 논문들의 75%이상이 객  

에 을 맞추고 있다(Arthur& Rousseau, 1996a; Dobrow, 2004). 

  이처럼 1990년  이 의 경력에 한 연구는 주로 객  경력성공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한 사람이 일생동안 한 조직에서 경력을 보내는 것

을 제로 한 통 인 의미의 경력 개념이 보편화된 환경에서는 자연스

럽게 더 많은 여를 받고 더 빠르게 승진하는 사람을 경력에 성공한 것

으로 간주하 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Gutteridge,1973; Ngetal,2005). 

그러나 그러한 근 방식은 제한 일 수 있기 때문에 경력성공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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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재  경력성공의 속성으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방향에서 경력성공

을 경력만족이나 직무만족 등으로 측정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강

철회, 정상원, 2007).

(2) 주  경력성공

  주  경력성공은 이론 으로 객  경력성공보다 복잡하고 다차원

인 개념이다. 주  경력성공은 직무역할, 인 계 성공 등과 같은 

개인의 내 인 인식과 재 조직에서의 업 , 야망, 외 인 성공, 즉 재

정 인 성공과 조직 계상의 성공에 한 개인 인식의 통합이다(김상

진, 2007). 주  경력성공은 재의 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경

력에서의 성공에 한 자신의 평가를 통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Greenhaus et al., 1990).

  1980년  이 에는 객  경력성공의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는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

은 개념  실증 으로도 다른 개념임을 주장하는 연구가 나타났으며 개

인특성, 조직특성, 동기부여, 인구사회학  변인, 상황 배경 인 변인, 인

자본, 사회  자본 등이 경력성공에 복합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결론

을 제시하 다. 주  경력성공이란 개인의 주 에 의하여 단되는 경

력으로서 경력성공의 내면 (intrinsic)결과, 즉 직무만족, 경력만족과 같

이 경력에 한 성취와 만족에 한 개인 인 생각이나 느낌에 의하여 

결정된다(London & Stumpf, 1982; Judge et al, 1995). 한 최근에는 객

 경력성공 역시 주  경력성공의 인식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함께,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 인식의 상호 향 계에 해 

논의가 되고 있다(Hall, 2002; Bretz& Judge, 1994).

  여기서 경력만족은 개인의 가치가 자신의 경력에 용된 정도(Hall, 

1990)를 말하는 것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경력에 한 

반 인 심리  지향성(Gattiker & Larwood, 1988)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력만족은 개인의 경력에 한 성공여부와 경력성과를 평가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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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하나로서 비교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경력만족

은 같은 직업 는 경력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백인 리자보다는 흑인 리자가 조

직에서의 인정도가 낮을수록, 직무 결정권(discretionary right)이 을수

록, 상사로부터 상 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개인일수록 경력만족이 낮

다고 제시하 다(Greenhaus, Parasuraman & Wormley, 1990). 한 경력

만족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에 있어 연령과 근속은 정 인 향을 

미치고, 교육수 은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임 과 승진가능성, 경력기

회는 정 인 향을 미치고,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은 부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etz와 Fitzgerald(1987)는 주  경력성공이 동료와 비교한 자기 자신

에 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나이 는 자신의 경력목표와 비교

하여 자신이 얼마나 발 했는지에 한 스스로의 평가를 모두 포함한다

고 하 다. 이러한 주  경력성공은 많은 기업들의 심사인 조직구성

원들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하다. 

, Peluchette(1993)는 주  경력성공이 단순히 심리 인 만족뿐만 아

니라 조직구성원을 동기부여시켜 조직의 성과를 강화시켜주는 의미도 가

지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주  경력성공이 개인차원에서뿐 아니라 조

직의 성과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 경력성공에 한 다양한 연구

  기존의 연구들은 경력성공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해서 객  경력성

공과 주  경력성공을 포 하여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경

력성공에 한 10년간의 실증연구들을 분석한 Arthur등(2005)의 연구결

과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경력성공에 한 총 68개의 문헌을 분석하

는데 이  39개의 연구(57%)가 객 , 주  경력성공을 모두 경력성

공에 포함시켰고, 29개의 연구(43%)가 하나의 개념만을 다루고 있었다.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의 계에 해 68개의 연구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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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37%)는 객  경력성공이 주  경력성공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고, 이 경우 경력성공은  수입, 직무수 , 자율성, 권력의 

향을 받고 있었다. 체 13개의 연구(19%)는 주  경력성공이 객

 경력성공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 고 이러한 연구들을 수행한 학

자들은 심리학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성격, 행동, 태도와 객  경력

성공 간에 계를 가설로 설정하 다. 32개의 연구(32%)는 주  경력

성공과 객  경력성공 사이에 상호의존 이라고 보고 하 다.

  이처럼, 경력성공에 한 연구는 객  경력성공이 주  경력성공

에 향을 미친다는 주장(Poole, Langan-Fox & Omodei, 1993)과 주  

경력성공의 역할이 객  경력성공을 넘어선다는 주장(Aryee, Chay & 

Tan, 1994), 그리고 경력성공의 주 인 측면과 객 인 측면이 상호

의존 이라는 주장(Seibert, Kraimer & Liden, 2001)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재의 주된 연구의 흐름은 주  경력성공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진행

되고 있다.

  주 , 객  경력성공을 모두 포함하는 표 인 통합 경력성공 모

델로는 [그림 II-3]의  Judge 등(199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개인

특성 변수와 조직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주 , 객  경력성공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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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특성

조직산업특성

·조직의 규모

·조직의 성공여부

·산업분야  지역

인구통계학  요인

·나이

·성별

·결혼여부

·가족부양시간

인 자본 요인

·교육수

·교육유형

·근속수

·경험

동기 요인

·야망

·업무 집 정보

객  경력성공

·보상

·승진횟수

주  경력성공

·직무만족

·경력만족

[그림 II-3] 경력성공의 개념  모델

출처: Thomas A. Judge, Daniel M. Cable, John W. Boudreau & Robert D. Bretz, Jr .,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Predictors of Executive Career Success , Personnel 

Psychology, 1995, 48, p488

  주  경력성공의 요성에도 실질 으로 많은 연구가 경력성공의 객

 측면을 강조했다. 물론 1990년  후반부터는 임 이나 승진횟수와 

함께 경력만족이나 직무만족 등을 측정함으로써, 경력성공의 객 , 주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포 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객  경력

성공에 더 많은 비 을 두었다. 한 최근의 경력 패러다임인 무경계 경

력이나 로티안 경력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높은 고용가능성을 가졌는지

가 요하게 부각되나(Arthur & Rousseau, 1996) 고용가능성 인지와 

련된 실증 연구는 Johnson(2001)의 연구에서 처음 발표되었을 뿐이다. 

즉, 고용 계의 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조직을 이동하면서 경력을 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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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조사 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Seibert et al. 
2001

3∼30년 의 MBA, 
경 학, 공학 학 
졸업생 (2,781명)

네트웍구조
weak ties

structural holes

경력성공, 
재임

승진횟수, 
경력만족

Nabi,   2000
국 학의   

일반남녀사무직
(439명)

사회 지원, 
조직공정성,
승진구조

경력만족

Seibert  & Kr 
aim er, 2001

3∼30년 의 MBA, 
경 학, 공학 학 
졸업생 (496명)

Big Five (외향성, 
신경증, 순응성, 
개방성, 성실성)

경력만족, 임 , 
승진횟수

Wayne  et al., 
1999

5년 이상 근속 
제조업근로자

(1,413명)

개인능력변수 
동기부여변수   

사회  지원변수

임 인상률 
승진가능성, 평가 

경력만족

Kirchmeyer, 
1998

1980년  MBA 
졸업생(153명의 남자와 

139명의 여자)

직무능력변수, 
개인성격, 인 계, 

가족사항

승진, 인지된 
경력발

Judge   et al., 
1995

Paul Ray Berndtson의 
DB에 있는 고 리자 

(1,388명)

개인특성 변수, 
인구통계 변수, 
개인능력 변수, 
동기부여 변수, 

조직/산업특성 변수

객  경력성공 
(보상, 승진횟수), 
주  경력성공 

(직무만족, 
경력만족)

Melam   ed, 
1995 국 근로자 (457명)

개인능력변수 
경력선택 변수 

조직/산업특성변수

상  임 , 
직

Aryee  et al.,    
1994

싱가포르의 공공조직과  
 사조직의 남녀 리자 

(200명)

인 자본, 개인-직무 
합성, 가정과직장 

조직특성

주  경력성공, 
재정  성공, 
계  성공, 
경력만족

Judge&   Bretz, 
1994

1980-86년의 졸업생 
(1,561명)

정치  행동, 
상사지향  행동, 
직무지향  행동

객  경력성공 
( 여,직 ,승진횟

수),        
주  경력성공 

(직무만족, 
인생만족)

Pelu   chette, 
1993 교수 (880명)

자기존 감, 
경쟁력인지, 

다 역할 스트 스, 
멘토링, 네트워킹, 
자원 근가능성

주  경력성공 
(직장에서의 

역할, 인 계, 
경제  성공, 
직 , 인생)

Whitely  et al.,  
  1991

1980,81,82년의 3개 
학 MBA졸업생과 

경 학부졸업생(633명)

멘토링(사회경제    
치가 조 변수)

기경력성공, 
임 , 승진비율

Sherid   an et 
al., 1990

1977-87까지 10년 동안 
한 공기업의 리자 

(338명)

리직 진입 형태, 
직 고용, 내부승진, 

훈련 로그램 
부서의 향력

경력이동, 
수평이동, 승진 

여인상

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개인에게 매우 한 

문제가 되었다. 다음 <표 II-2>에서는 경력성공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요약해 놓았다. 

<표 II-2> 경력성공에 한 선행연구

출처:장은주(2002).주  경력성공의 향요인에 한 연구: 융기  종사자를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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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경력성공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밝히는 것은 개인이나 조직 

모두의 심사이다(Feldman, 1989). 고용 계의 변화에 따라 조직구성원

들은 스스로 자신의 경력을 리해야 하므로 개인들은 경력을 효과 으

로 리할 수 있는 지침을 필요로 한다. 조직 한 잠재력 있고 동기부

여된 인재를 선발하고 유지하기 해서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변수

들을 발견하는 데 심을 가져야 한다(Wayne et al., 1999). 경력성공은 

조직특성, 동기부여, 인 자원 변수 등이 복합 으로 향을 미치기 때

문에 한 요인에만 을 두는 단편  연구보다는 경력성공의 많은 부분

을 설명하기 해 경력성공의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Schein, 1976; 

Anderson et al., 1981). Ferris와 Judge(1991)는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

는 변수들을 크게 개인 인 요인과 조직요인으로 구분하 다. 개인차원 

변수로 는 인 자본, 인구통계  변수, 정치  행동, 성격특성 등으로 조

직차원 변수로는 사회화, 멘토링, 동기부여, 경력시스템, 상사의 지원의 

변수 등으로 분류하 다.

  이 외에도 Dyke와 Murphy(2006)는 성별에 따른 경력성공을 질  연구

를 통하여 조사하 다. 그 결과 균형(balance), 계(relationships), 인정

(recognition), 물질  성공(material success)의 4가지가 조사되었는데, 여

성은 균형과 계를 강조하는 반면 남성은 물질  성공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nnequin(2007)은 블루칼라의 경력성공을 살펴보았는

데 물질 인 경력성공(material career success), 심리 인 경력성공

(psychological career success), 사회 인 경력성공(social career success)

의 3가지로 조사되었다.

라. 경력지향

  사람들이 어떤 경력을 원하고 그러한 경력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

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오랜 기간 많은 학자들의 심이었다. 앞서 논

의한 것처럼 경력성공은 개인의 직업과 일상생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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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의 가치, 신념, 태도, 습  등에 의

해 형성되는 경력지향과 깊은 련이 있다. 경력지향에 한 이론으로는 

개인의 직업생활에 있어 일생동안 쉽게 변하지 않는 심이나 기 인 

“경력 닻(Career Anchor)”이 존재한다는 Schein(1978)의 이론과 경력에

서 추구하는 가치를 기 으로 5가지의 경력성공지향(Career Success 

Orientation)이 존재한다는 Derr(1986)의 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6

가지로 구별되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는 Holland(1973)의 

직업선택이론, 한 개인이 머무르는 분야별로 3~5년 단 의 경력단계가 

존재한다는 Hall(1993)의 경력단계모형, 장래의 희망에 한 경력열망은 

오랜기간에 걸쳐 단계 으로 형성된다는 Gottfredson(1981)의 경력열망 

발달이론 등이 있다. 

  이  Derr(1986)가 주장하는 경력성공지향은 Schein(1978)의 경력지향

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경력성공에 한 열망과 의미에 이 맞춰있다

는 것이 차이 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02). 경력에서의 목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직업세계, 나아가 일상생활을 포함한 삶 체에 향

을 미치므로 일반 인 경력지향보다 경력지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의미를 밝히데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이 될 수 있어 이 모형에 해 살펴

보고자 한다.

(1) Derr의 경력성공지향(Career Success Orientation) 

  Schein(1978)의 경력닻은 경력성공을 규정하는 개인의 기 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난다. Derr(1986)는 경력성공을 규정하는 개인의 기 이 상이하

다는 Schein(1978)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개인에게는 경력성공을 규정하

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음을 주장하고 이것을 경력성공지향(Career 

Success Orientation)이라고 명명하 다. 과거에는 조직 내 수직상승이 경

력성공에서 성공으로 인식되었으며 다양한 교육과 경제  시스템은 이러

한 성공을 매우 바람직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했

다. 그러나 이제는 경력성공에 한 정의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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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경제  차원에서 논의되던 수 을 넘어, 보다 복잡한 차원에서 다

루어지고 있다(Derr, 1986). Derr(1986)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자신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력성공에 한 개인의 주 인 인식과 가치를 

확인하는 경력성공지향 척도(Career Success Map Questionnaire, CSMQ)

를 개발하 으며 경력성공지향은 다음의 다섯가지로 구분된다. 

 1) Getting Ahead

  Getting Ahead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 와 권력을 추구하

며 조직에 한 이해가 높고 문제 을 진단하는데 유능하다. 이 지향성

은 자신의 경력에서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표 인 지향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 의 향상, 책임감  권한 상승은 이러한 지향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2) Getting Secure

  Getting Secure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용한정, 조직 내에서

의 인정과 소속감을 추구하며 조직과 상 에게 충성한다. 이들은 측 

가능한 상황에서 느끼는 안정감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조직

이 종신고용하기를 원하며 이를 해 충성하고 헌신한다. 

 3) Getting Free

  Getting Free 지향성을 자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율과 독립을 추구하고 

직무상황을 스스로 설계한다. 이들은 제약이나 통제에 불편함을 드러내

는 반면 다양한 경험을 동경하며 자신만의 결과물을 창조하는 경향이 강

하다.

 4) Getting High

  Getting High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의 문성을 

추구한다. 능력개발과 정보수집은 이들의 주된 활동이며 도 과 흥미는 

이들에게서 빼 놓을 수 없는 가치이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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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그 분야에서 문가가 되는 것을 성공으로 인식한다. 

 5) Getting Balanced

  Getting Balanced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직업과 일상행활 사

이의 균형을 추구한다. 이들은 개인 인 욕구와 목표가 존 되는 직업환

경을 원하며 이들의 경력성공은 개인, 가족, 커뮤니티 등의 계 속에서 

규정된다. 일에 한 인식과 이 다양해짐에 따라 Getting Balanced 

지향성이 발견되는 빈도는 높아진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객  경력성공은 평가 주체가 개

인이 아닌 동료, 조직과 같은 제 3자이다. 따라서 평가 기 이 가시 이

고 객 으로 단가능하며 양 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Oxford사 에 

따르면 성공에 의미는 명성, 부, 사회  지 의 획득을 포함하는데, 객

 경력성공은 이를 참조하는 통 인 의미의 성공이다. 반면 주  

경력성공은 평가 주체가 개인 자신이며, 성공에 한 자신의 느낌, 단, 

해석 등이 평가 기 이 된다. Hennequin(2007)은 성공을 평가하기 해

서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기 을 반 해야 하는 한편 개인 인 느낌 

한 고려해야 한다고 하 다.

  이상에서 고찰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력성공을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객  경력성공은 

표  지표인 임 과 승진을 기 으로 삼고 주  경력성공은 개인의 

주 에 의하여 단되는 경력으로서 경력성공의 내면 (intrinsic)결과, 즉 

직무 만족, 경력 만족과 같이 경력에 한 성취와 만족에 한 개인 인 

생각이나 느낌에 의하여 결정된다(London & Stumpf, 1982; Judge et al, 

1995)는 연구결과  다수의 연구에서 평가 거로 사용되었던 직무만족

과 경력만족을 주된 변인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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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경력개발의 여러 요인들  개인이 주체가 

되어 실행이 되거나 개인의 삶의 역에서 발생되는 활동들을 경력성공

에 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요인은 자

기경력성찰, 경력계획, 가족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를 선행연구에 근

거하여 개인요인으로 선정하 다.  

가. 자기경력성찰

  경력개발에 하여 Vogel(1990)은 경력개발에 해 6단계로 다음과 같

이 1)자기분석(self-analysis), 2)경력분석(Career analysis), 3)통합

(integration), 4)계획(planning), 5)수행(implementation), 6)평가(evaluation)

를 설명하 다. 개인경력 리와 조직경력 리가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에 해서 서균석 등(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경력계획  경

력 술에 비해 조직의 경력 리 노력이 경력성공에 더 큰 향을 미쳤

다. 한 개인 경력 리로서의 경력 술은 경력성공에 정(+)의 향을 미

치지만, 개인의 경력계획 자체는 경력성공에 유의한 향력을 미치지 않

았다. 즉 단순히 경력계획을 세우기만 하는 노력보다 자신의 경력을 

술 으로 리할 수 있는 실천  행동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Aryee와 Debrah(1993)는 경력계획은 개인이 

자기 결정 이고 직무생활에 한 통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지속

인 경력단계를 통해 업무-직무-조직-산업 간의 이동성을 진시켜주며, 

각 인생단계마다 개인성장을 원활하게 하고 유의미한 작업외  역할의 

발달을 진시켜주기 때문에 개인수 의 경력계획이 요하다고 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개인의 경력계획은 경력개발의 필수 인 

요인이지만 단순히 경력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유의한 향력을 검증

하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Vogel(1990)의 경력개발 6단계  경력계

획의 구성요소를 참고로 경력계획  단계 활동인 자기분석, 경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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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경력계획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자기분석  경력

분석  통합하는 활동을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경

력에 한 자기분석  경력분석의 활동을 자기경력성찰 요인으로 명명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자기경력성찰이란 개념은 자기자신

과 그동안의 경력에 하여 반성 으로 사고하고, 자신  사회에 하

여 폭넓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한 비 을 개방 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 개념은 본 연구에서 처음 도입하여 사용하

는 것이므로 선행연구는 자기성찰의 개념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성찰은 자기 자신이 성찰의 주체와 상이 되어 자신의 반 인 

상태를 검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듀이(Dewey, 2011)는 자기 성

찰이란 곤란이나 혼란을 내포하는 상황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극 인 자세로 과학 이고 실증 인 근거를 심사숙고해 나가는 과

정이라고 하 다. 자기성찰은 주체 자신의 욕망이나 이해 심에 한 비

 인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홍남기, 2011:29),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

을 내 으로 검증하거나 탐색하는 성찰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고에 고정

된 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Boyd& Fales,1983: 황주연, 2011재인

용). 

  한편 매슬로우(Maslow)에 따르면 인간의 본질  성향은 이기성이나 공

격성이 아니며 이기 , 공격  성향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생긴 반작용의 결과일 뿐이다. 인간은 공격 , 이기  욕구에 의

해서만 동기화되지 않으며 공격 , 이기  욕구로 환원되지 않는 '자기

실 의 욕구‘가 존재한다(Maslow, 2005:108-142). 자기반성은 이러한 욕

구를 발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욕구에 의해 동기화되어 

왔는지 그 욕구가 진정한 자신의 욕구인지 검토하는 것(홍남기, 2011:27)

이 성찰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성 으로 의미를 추구하고 창조하며 표

하는 존재이다. 피닉스(Phenix)는 이러한 인간의 존재  특성이 무시되

고 목 과 수단, 형식과 본질의 가치가 도된  사회에서 의미 추구 

활동이 축되면서 삶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하 다. 그에 따르면 의미란 

인간이 역사를 통하여 발견하고 창조한 의미의 총화로서, 인간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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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통하여 얻은 경험 내용을 논리  규칙에 맞게 조직한 것이다

(Phenix, 1964: 한명희·고진호, 2005:289 재인용). 의미에 해 사고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행  자체가 반성  사고, 즉 성찰  과정을 통

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성찰의 과정이 의미에 한 사고와 새로운 발견이라고 한다면 성찰의 

특징은 자각과 지  정서  통합  몰입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삶에서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 가졌던 가치체계  견해, 념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고

정되어 내면화된 단이 자기 행 의 기 이 되고 있었음을 자각하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탐색하는데 몰입하게 된

다. 이때 지 -정서  몰입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몰입 순간이 곧 

성찰이 된다(Boud., Keogh.& Walker1985). 

  성찰의  다른 특징은 성찰을 통해 계성에 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다. 김상 (2007)은 성찰성이라는 용어에 이미 타자가 제되어 있으

므로 성찰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원 으로 계 이라고 주장한다. 그

에 따르면 여기에서 타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범 를 뛰어 넘

는데, 다시 말해서 성찰을 통해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등의 기존의 세계에 한 확신을 유보하게 되는 경험을 하

게 된다. 이는 잘 모르는 타자 앞에 내가 무방비 상태로 마주 서게 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삶 성찰이라 함은 자기성찰을 통하

여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타인, 집단, 환경과의 연 성을 악하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의미를 해석하고 재구성해내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

다.

  임 식(1996)은 소크라테스의 교육  함의를 사태에 집 하여 통찰하

고 탐구하려는 태도, 반성  사고, 권 보다는 자기의 의지를 철하려

는 태도, 자기에 한 비 을 개방 으로 수용하는 태도 등으로 정리하

다. 즉,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요한 일은 생각하는 힘, 즉 사고로서 

생각하는 습성을 키워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 습성이 내면

화된다면 인간은 사고를 유발하는 정신의 긴장상태를 고통이라고 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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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오히려 반성 인 사고의 기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임 식, 

1995:96).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교육에서 성찰은 인간이 자신의 사고체계  감

정체계와 행동체계 등을 끊임없이 검토하는 사고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

다. 자기 심리상태뿐만 아니라 사고와 행 의 동기  결과 등이 성찰의 

상이 됨으로써 성찰은 곧 개인의 감정과 생각, 기존의 행동방식에 

해 자각하고, 탐색하며 이해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성찰은 자신의 

생각, 감정, 행 에 하여 스스로 재검토하는 사고과정으로 삶의 복합

인 의미를 총체 으로 통찰할 수 있는 능력(임 식, 1995:107)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문용린(2004)은 자기성찰지능이 개인으로 하여  자신과 사회에 하

여 폭넓게 이해하게 하며 더 생산 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고 설명한

다. 즉, 자기성찰지능은 자신의 감정과 능력을 인식하고 하게 조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해 인식하고 미래를 해 

비하는 능력이라고 본다. 이는 자기성찰이 자신에 한 정확한 인식을 

토 로 변화와 발 의 방향을 모색하게 한다는 에서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나. 경력계획

  Schein(1996)은 경력계획이란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경력목표 달

성을 해 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으며, Feldman(1998)은 경력계

획은 개인차원의 활동으로서 경력에 한 경력의 기회와 자신의 능력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 로 경력목표를 설정한 후에 설정된 목표

를 달성하기 해서 꾸 히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

다. 

  개인수 의 경력계획은 개인이 작업생활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고, 지

속 인 경력단계들을 통해 업무-직무-조직-산업 간의 이동성을 진시켜

주고, 각 인생단계마다 개인성장을 원활하게 하고, 유의미한 작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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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역할의 발달을 진시켜 다고 밝혔다(Aryee & Debrah, 1993). 

Gould(1979)는 경력계획을 일종의 목표설정과정으로 경력유효성을 진

시켜  수 있는 변인이라고 하 다.

  개인이 스스로 경력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경력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경력에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윤하나, 탁진국, 2006). 박규경(2000)은 경력계획과 이직의도, 경력몰

입, 경력만족과의 계를 제시하 는데, 경력계획을 성공 으로 수립할

수록 경력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경력계획이 경력

몰입과 정 인 계에, 이직의도와 부 인 계에 있음을 밝혔다. 지

까지의 부분의 연구들은 경력계획과 경력몰입과의 정  계를 밝힌 

연구가 많다(Aryee & Debrah, 1993). 이동하, 탁진국(2008)도 경력계획이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조직의 교육훈련기회 제공정도의 조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 다. 

다. 가족의 지지

  인에게 있어 직장-가정 갈등이란 구나 이미 경험하고 있거나 조

만간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다. 7-80년 에 사회생활을 하던 세 는 가

정보다는 직장생활을 개인생활의 으뜸으로 삼았다. 그러나 요즘에는 여

성 취업의 증가와 함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한 가정생활  여가

생활이 개인의 삶에서  더 시되면서 직장-가정 갈등은 우리나라에

서도 요한 문제로 두하 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직장구성원을 상으

로 직장-가정의 원인, 효과, 발생양상의 차이  이의 성차를 밝히고자 

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 욱, 유태용, 2009; 가 희, 

2006; 강혜련과 최서연, 2001; 장재윤과 김혜숙, 2003). 

   직장-가정 갈등은 보통 직장과 가정 역으로부터의 역할 압력이 여

러 측면에서 서로 양립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역할갈등의 한 형태로 정

의된다(Greenhaus & Beutell, 1985). 직장-가정 갈등은 직장에서의 일이 

개인의 가정생활에 향을 미치는 부분과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 32 -

향으로 나  수 있는데, 창기의 연구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시

행되었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이 둘을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가 희, 

2006; 장재윤과 김혜숙, 2003; O’Drescoll, Ilgen & Hildreth, 1992). 

Frone, Russell  Cooper(1992)는 두 갈등은 서로 상호 순환 인 향을 

미치며, 두 갈등 간에는 정 인 계를 가진다는 것을 밝히고 그 상호과

정을 정리하 다. 본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직장생활 에 생기는 문제

들로 인해 가정생활이 향을 받는 직장-가정 간의 갈등인 직장의 가정

역할 방해(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WIF; 이하 일가정 갈등이라 칭

함)와 개인  시간활용이나 자녀양육과 같은 가정생활로 인해 직장생활

이 향을 받는 직장가정 갈등인 가정의 직장역할 방해(Family 

interference with work; FIW; 이하 가정일 갈등이라 칭함)로 직장-가정 

갈등(본 연구에선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을 모두 칭하는 용어로 사

용함)을 구분하 다. 

   직장-가정 갈등의 두 차원을 분리하여 진행된 연구들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향으로 인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향은 WIF가 FIW보다 크다는 

것이다. 장재윤과 김혜숙(2003)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유의미하게 WIF

를 FIW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희(2006)의 연구에

서도 WIF가 FIW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Gutec, Searle 그리고 

Kpepa(1991)의 연구에서도 검증되었는데, 그들은 이를 남녀모두 직장에

서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생겨난 결과라 설명하 다. 

  즉 직장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가정에서 소비하는 시간보다 많기 때문

에 일이 가정에 미치는 향이 당연히 더 크다는 것이다. 소비시간 차원 

외에도 일과 가정  일이 개인의 삶에 향을 미치는 비 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에 들어와 가정생활이 차 시되면서 직장-가정간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하기는 하 지만 여 히 개인의 삶에 직장생활이 가정생활보다 

더 큰 비 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가정 갈등의 두 요소를 분리한 연구들은 한 두 요소에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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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발견하 다. 통상 으로 직장-가정 갈등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

이 겪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장재운과 김혜숙(2003)은 통  성역할 

에서 이런 이유를 설명한다. 여성들은 기본 으로 가정생활에 충실한 

것을 자신의 성역할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가정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한 가정에서 남성들보다 가정생활에 투여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직장생화에 미치는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

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WIF와 FIW에서 차이가 있음

이 밝 졌다. 즉 WIF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FIW에서만 남

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가 희, 2006; 장재윤과 김혜숙, 

2003; Gutec, Searle & Klepa, 1991). 즉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향은 

남녀 간에 차이가 없는데 비해,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향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훨씬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

인  상황변수인 가정환경에 한 변인으로 가족의 지지에 한 변인을 

경력개발에 한 개인요인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인간은 사회  존재로서 타인과의 계를 떠나서 살 수 없고, 각 개인

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받는데 이러한 사

회  지지는 개인의 건강한 생활에 필수 인 요소이다. 최근 근로자의 

가정 역에 가치를 두는 조직분 기, 직장 상사  동료의 지원 등의 비

공식  지원이 부각되고 있다(Allen, 2000; Ozeki, 2003).

  Payne(1988)은 가족의 지지를 자연 발생 으로 생겨나는 인간 집단으

로 정정서(positive emotion)가 높아서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신뢰감이 

높다고 하 다. 사회  지지 에서 가족에 의한 지지 기능으로서는 특

정 사안에 한 정보 수집자  보 자, 피드백 지도체계, 이데올로기의 

원천,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하는 조정자, 물질 인 서비스  구체

인 지원원천, 휴식과 회복을 한 안식처, 거  통제집단, 그리고 정

서를 통제하는 가족의 기여 등이 있다(노경춘, 2000).

  Haines 등(1991)은 남녀 직장인들을 상으로 다양한 업무스트 스에 

한 사회  지지의 “완충효과(개인이 지닌 자원이 부족할 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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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제공되면 부족한 자원이 보충되기 때문에 스트 스 상황을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게 함으로써 상황 인 부정  향을 감소시키

는 효과)를 조사하 다. 그 결과 직무 련 사회  지지가 직무과부하와 

갈등  긴장 간의 계를 완충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하 다.

  직무 스트 스의 체험에서 직무와 직 으로 련되지 않은 비 련자

들로부터의 지지보다 직무와 직 으로 련된 련자들로부터의 사회

 지지가 더 요하며(Beehr, 1995), 직무 비 련자들로부터의 지지 

에서는 특히 가족 구성원들로부터의 지지가 요한 사회  지지이다

(Khan & Byosiere, 1991; Larocco, House & French, 1980). 가족 구성원

들은 직무환경의 외곽에서 근로자들에게 사회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Caplan, 1976). 그러나 조직연구에서 가족들로부터의 사회  지지는 덜 

주목 받아왔다.

  사회  지지가 직 으로 근로자의 긴장과 같은 부정 인 스트 스 

결과들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사회  지지 수 에 따라서 스트 스가 

긴장과 같은 부정 인 스트 스 결과들에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지 까지의 많은 직무 련변인들의 사회  지지들과 직무 비 련인들의 

사회  지지 효과에 한 연구들은 스트 스와 긴장 간의 직 인 계

를 시사하나, 사회  지지의 상호작용  완충효과에 한 증거는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다(Swanson, 1992).

라. 비공식  네트워크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와 고용이나 승진과 같은 경력 련에서 볼 때 

다양하고 풍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의 수, 

계의 다양성, 계의 강도가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할 수 있

다. 사회 네트워크의 크기(size)는 개인이 직 인 연결을 갖고 있는 사

람들의 수를 의미한다(Morrison, 2002). 사회 네트워크의 강도(strength)는 

계에 있어서 계의 지속기간, 감정 인 친 감, 의사소통의 정도, 상

호작용의 정도 등을 의미한다(Granovetter, 1973). 사회 네트워크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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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는 한 개인이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행 자들과 어느 정도 연결

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보유한 네트워크의 다양성을 

나타낸다(Marsden, 1990). 개인의 비공식  네트워크 자원은 조직에 이익

을  뿐 아니라 개인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비공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지 않은 사람보다 업무 성과가 더 우수했으며 자신의 성공을 

더 크게 지각한다고 밝혔다(Blumberg & Pringle, 1982). Burt(1992)의 연

구에서도 비공식  네트워크의 존재는 개인이 인지하는 성공을 크게 해

주며 개인에게 경력 지원  심리  지원을 제공한다 하 으며 크게 성

공한 사람은 조직내부와 조직외부에 개인 인 네트워크가 많은 사람들이

라고 주장하 다. Seibert 등(2001)은 [그림 II-4]와 같이 비공식  네트워

크가 경력성공에 이르는 경로를 모델화 하여 제시하 으며, 그는 사회  

자본이론에 의하여 상  직 이나 다른 부서와의 다양한 을 통해 정

보나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을 때 경력만족, 승진, 임 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비직

계

다른 부서와

상  직 과

자원 근

경력 지원

승진

경력만족

약한 계

계망 구조 사회 지원 계망 효과 경력 성공

정보 근 임

[그림 II-4] 경력성공에 한 사회  자본의 효과모델

출처: Seibert,S.E., Kraimer,M.L. & LidenR.C.,(2001). “A Social Capital Theory of Career 

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4, pp21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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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ins(1983)는 조직내·외의 네트워크는 경력성공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네트워크의 존재는 개인이 인지하는 성공을 크게 해주며 개인에

게 경력지원과 심리  지원을 제공한다(Brass, 1985). Burt (1992)는 큰 성

공을 거둔 사람은 조직내·외에서 개인 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사람

들이라고 주장하 다. Podolny & Baron(1997)도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경력성공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성별로 조정변수로서의 연구들에 보면 사회  네트워크에서 남녀 차이

가 존재하 는데 남성은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해 공식 인 실 주의 

차에 의존하기보다는 비공식  네트워크에 부분 으로 의존한다고 주

장하 으며, 사회  네트워크에 한 근이 상 으로 불리한 여성은 

경력성공을 해 공식 인 교육훈련이나 명령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 다(Cannings, Montmarquettee, 1991). 

  Nabi(2000)의 연구에서 동료지원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주  경력성

공에 좀 더 정 으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진, 박경규

(2007)는 비공식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  네트워크의 크기, 범 , 

강도가 개인의 직무성과와 경력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으며 그 

에는 비공식  네트워크 범 가 승진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비공식  네트워크 강도는 개인의 직무성과와 고용가

능성  승진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주

(2001)가 비공식  인간 계의 크기가 경력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

다고 밝혔다. 윤하나와 탁진국도(2006)도 비공식  인간 계의 크기가 주

 경력성공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 다.

3.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요인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경력개발의 여러 요인들  조직의 시스템

이나 조직의 자원  개인을 제외한 조직의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실행

되는 조직 내 활동을 조직요인이라 보 연구에서 지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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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rris & Judge(1991)는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크게 개인

인 요인과 조직요인으로 구분하 다. 개인차원 변수로는 인 자본, 성

격특성, 정치  행동 등으로 분류하고 조직차원 변수로는 사회화, 멘토

링, 경력시스템, 상사지원 등을 들었다. 한, 경력성공에 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윤하나, 탁진국(2006)은 일반 사무직을 상으로 주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의 조 효과를 심으로 분석하

다. 그 결과 성역할 정체감, 정치  행동, 경력계획, 학연  지연, 상사

의 지원, 비공식  인간 계, 개인-직무 합성이 주  경력성공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성별에 따른 조 효과는 경

력계획과 비공식  인간 계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력 리지원과 

상사의 지지를 변인으로 선정하 다. 

가. 조직의 경력 리 활동

  조직은 개인의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해 경력개발 계획 혹은 제도를 

수립하고 운 하며, 경력개발을 한 자원을 투자하며, 개인을 해 경

력개발에 한 상담  각종 련제도를 제공해주어야 한다(Milkovich & 

Boudreau, 1994). 이러한 조직차원의 경력 리가 필요한 이유는 조직의 

경력 리 정책과 제도, 즉 승진정책, 훈련  개발, 고용안정, 경력에 

한 상사의 지원과 조 등과 같이 자신의 경력을 해 어떤 구체 인 정

책을 효과 으로 조직이 지원함을 인식할 때, 개인이 조직에 좀 더 몰입

하기 때문이다(Gutteridge, Leibowitz, & Shore, 1993; 장은미, 1997). 

   조직에서의 경력 리는 조직이 구성원 개개인의 경력을 조직 내에서 

개발하도록 격려하며 그 과정에서 조직 목표달성에 필요한 개인의 능력

을 개발하기 한 제도를 운 하는 것이다(서균석, 2003).

   Baruch(1999)는 조직이 효과 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경력계획  리

기법을 제시하 다. 1)직무공시(job posting), 2)공식 인 교육 장려, 3)수

평이동제도(직무순환 리), 4)퇴직 정자 로그램, 5)경력소책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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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 랫, 6)이  경력사다리, 7)오리엔테이션 혹은 사회화 로그램, 8)경

력평가  개발센터, 9)공식  멘토링 제도, 10)경력 워크 , 11)경력계획

의 기 가 되는 리기법으로서 성과평가, 경력 상담, 직속상  혹은 인

사부서에 의한 경력 상담, 경 자 승계계획, 동료평가, 상사평가 원회 

등에 의한 다면성과평가시스템, 12)특수재능 보유자를 한 로그램 등

의 경력 리 제도로서의 발  가능성을 인정하 다.

나. 상사의 지지

   상사의 지지는 종업원이 각각의 업무 수행과 능력 발휘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사가 자신의 업무 수행에 하여 얼마나 많은 심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한 지각의 정도로 

정의하 다(Greenhaus et al., 1990). 만약 부하가 자신의 상사가 자신에

게 염려하고 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 사회  지원이나 감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지각하게 되면 이들은 작업과 직무에 해서 보

다 더 극 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Wayne(1999)은 경력성공을 논의하는 연구에서 상사지원이 변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문제 으로 지 하고 이를 직  분석하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사지원과 유사한 멘토링은 교육수 , 근속연수 등의 개

인 능력변인과 동기부여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부하의 임 인상, 업 평

가, 승진가능성, 경력만족에 정 인 향을 미쳤다. 많은 연구들이 상

사의 지원이 경력만족이나 직무만족  경력단계 기에 정 인 향

을 미침을 발견하 다.

   Whitely et al.(1991)의 연구에서 상사지원이 구성원의 경력만족을 증

가시키고 이들의 경력 기의 발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경력단계 기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인  자본 변인이 경력성

공을 언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사의 지원과 같은 사회  지원

이 더 요해진다고 하 다(Dreher, Bretz, 1991).

   조직에서 하 자들은 조직의 목표나 략 등에 한 정보를 얻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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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이 수행한 업무에 해 피드백이나 격려 받기 해서 상사에게 의존

하게 된다. 나아가 하 자들은 상사가 자신의 조직내·외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신들이 경력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선행연구에서도 상사의 지원은 경력만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eenhaus et al., 1990). 

  그러나 조직에서는 일부 구성원만이 상사를 포함하여 상  직 의 

리자들로부터 높은 수 의 지원과 지도를 받을 수 있다(Dreher & Bretz, 

1991;Rosenbaum, 1984). 상사는 일부 선택된 하 자들과는 긴 한 공식

, 비공식  계를 맺으나 다수의 하 자들과는 조직에서 정한 공식

인 계만을 갖는다. 이는 상사가 모든 하 자들에게 동일한 높은 수

의 지원을 해  만큼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

서 본다면 상사의 지원은 상사는 각각의 부하와 다른 형태의 교환 계를 

갖는다는 상사-부하 의 교환 계의 질(leader-member exchange theory, 

LMX)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Sheridan 등(1990)과 Rosenbaum(1984)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인 자본 변수가 기 경력단계에서 승진에 향을 미치지만 후기 경력

단계가 될수록 능력이나 인 자본 변수의 향은 감소한다고 하 다. 이

들은 실증은 하지 않았지만 상사의 지원 같은 사회  지원이 경력단계 

후기가 될수록 더 요하게 된다고 했다. Chao 등(1992), Louis 등(1983), 

Major 등(1995)은 기경력개발 단계에서 상사 역할의 요성을 지지했

다. Dreher와 Bretz(1991)도 인지능력이나 지능은 경력단계 기에는 경

력성공을 측할 수 있으나, 사회  지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요해

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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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  개인요인에 한 연구

로, 이를 해 문헌연구를 통해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요인  

개인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작 으로 정의하 고, 각 변인별 설문문항에 

하여 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다. 내용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50개의 표본을 획득하 으며,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요인 재값이 0.5 이하의 값이 나타나거나 복 으로 재

되는 항목을 삭제한 후 신뢰도를 검사하 으며, 설문조사결과는 다 회

귀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 다. 

1. 연구모형

개인요인

·자기경력성찰

·경력계획

·가족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

조직요인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

인 자본 요인

·성별

·직무

·업종

경력성공

·객  경력성공

  (임 , 승진)

·주  경력성공

  (직무만족, 경력만족)

[그림 III-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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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 이 경력개발의 조직요인과 개인요인이 경력성공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요인  경력 리지원의 시스

템이 잘 갖추어 운 되는 조직이 기업이기 때문에 설문 상을 기업

으로 한정지었다. 한 사무직을 선정한 이유는 상 으로 정년근무가 

가능한 생산직과 달리 40 부터 명 퇴직  사내승진 도태 등을 통한 

비자발  퇴직이 발생되므로, 사무직은 경력에 한 고민을 더 많이 하

게 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 으로 설문응답이 가능한 조직

의 20 ~50 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다. 

   일반 으로 기업은 공정거래 원회가 지정한 30  재벌그룹과 그 

계열사 혹은 1,000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상공회의소, 

2007). 한 소기업법(2002)에서 정의하는 소기업 보다 상시근로자수, 

자본  는 매출액의 규모가 큰 기업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공정거래 원회에서 제시한 공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상

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국내 기업 63개를 표 인 기업집단으로 규정

하고 이를 모집단으로 선정하 다. 연구 상 선정  표집과 련하여 

Krejcie와 Margan(1970)은 모집단이 악이 가능할 경우 정 표집수를 

제시하 지만 이 연구에서는 실 으로 모집단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 표집수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연구 상에 한 근

의 한계로 인해 확률표본추출의 방법에는 제약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비

확률표본추출의 방법을 사용하 다.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편의성을 표집

의 근거로 활용하는 편의표집법(권 · 섭, 2004)인 편의표본추출법

(Convenience Sampling)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상 으로 기업 사

무직의 경우 업무  업무처리 로세스가 표 화되어 표성에 문제가 

없어, 편의표집법에 근거 근이 가능한 기업을 심으로 총 8개 기업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다. 

   응답자의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 으며, 기업별

로 력자를 확보하여 화로 연구의 목 과 설문 요령을 자세히 안내하



- 42 -

고, 력자 1명당 40부씩 설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집단에 설문응답

자가 치 되지 않도록 하 으며, 온라인 설문 달시 이메일 내용에 설

문에 한 안내를 함께 제시하여 설문참여의 동기를 높 으며, 회수율을 

높이기 해 필요한 조직의 경우 사은품을 발송하 다. 설문기간은 2013

년 12월 2주~3주까지 총 2주에 걸쳐 진행하 으며, 매일 응답률을 체크

하고 력자를 통한 설문참여 독려 안내를 통하 으며, 총 약 320명에게 

설문의뢰가 되었고 250명이 답신을 해주어 최종 설문응답률은 78%가 되

었다. 온라인 설문시 한 문항이라도 기록이 락되면 안되도록  문항

을 필수문항으로 설정하여, 기록내용이 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회수된 250명의 응답자에 한 인구통계  특성은 

<표 III-1>와 같다. 먼 , 성별은 남성 69.6%(174명), 여성 30.4%(76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으로는 30 가 56.0%(140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40  31.6%(79명), 20  10.8%(27명), 50  이상 1.6%(4명)

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해서는 기혼자가 체 67.6%(169명)으로 미혼자 32.0%(80명)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으로는 졸이 68.0%(170명), 석사 27.6%(69

명), 박사 2.8%(7명), 고졸 1.2%(3명), 문 졸 0.4%(1명)의 비율로 나타

났다. 가족의 규모로는 4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8%(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명 25.2%(63명), 2명 21.2%(52명), 1명 12.8%(32

명), 4명 이상 8.0%(2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에 한 총 경력으로는 6년~10년 이하가 28.8%(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1년~15년 이하 28.0%(70명), 5년 이하 24.0%(60명), 16년~20년 

이하 16.4%(41명), 21년~25년 이하 2.8%(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 으로는 과장이 체 28.0%(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장 

25.6%(64명), 사원 19.2%(48명), 리 16.8%(42명), 부장 10.4%(26명)의 순

으로 나타났다. 직무종류로는 략/HR/재무가 체 30.0%(75명)으로 많게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19.6%(49명), 업/고객상담 10.8%(27명), 마 /

고/홍보 8.0%, 디자인과 구매/물류가 각각 4.0%(10명)으로 나타났으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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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유통 3.6%(9명), 미디어 1.2%(3명), 생산 0.4%(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에 한 업직종으로는 제조가 42.8%(1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 39.6%(99명), 서비스 6.0%(15명), 유통과 미디어가 각각 4.4%(11

명), 융보험 0.8%(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형태로는 맞벌이가 아니라는 응답이 58.8%(147명), 맞벌이라는 응

답이 41.2%(103명)으로 나타났으며, 본인 소득에 해서는 5~6천만원이 

12.0%(30명)으로 가장 많았고, 6~7천만원 10.4%(26명), 4~5천만원 8.8%(22

명), 4천만원 미만 3.2%(8명), 7~8천만원 2.8%(7명), 9천~1억 2.0%(5명), 

8~9천만원 1.6%(4명), 1억~1억 2천 0.4%(1명), 무응답 58.8%(147명)으로 나

타났다. 부부합산 소득으로는 4천만원 미만과 5~6천만원이 각각 

14.8%(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7천만원 14.4%(36명), 4~5천만원, 9

천~1억, 1억~1억 2천이 각각 10.4%(26명), 7~8천만원 7.6%(19명), 8~9천만

원 7.2%(18명), 1억2천~1억5천 6.8%(17명), 1억 5천이상 3.2%(8명)의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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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

(N=250)

항목 빈도(명) 퍼센트(%) 항목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성 174 69.6

직무

략/HR/재무 75 30.0

여성 76 30.4 마 / 고/홍보 20 8.0

연령

20 27 10.8 무역/유통 9 3.6

업/고객상담 27 10.830 140 56.0

연구개발 49 19.640 79 31.6

50 4 1.6 생산 1 .4

결혼

유무

미혼 80 32.0 디자인 10 4.0

기혼 169 67.6 구매/물류 10 4.0

기타 1 .4 미디어 3 1.2

학력

고졸 3 1.2 기타 46 18.4

문 졸 1 .4

업종

제조 107 42.8

졸 170 68.0 유통 11 4.4

석사 69 27.6 서비스 15 6.0

박사 7 2.8 정보통신 99 39.6

직

사원 48 19.2 융보험 2 .8

리 42 16.8 미디어 11 4.4

과장 70 28.0 기타 5 2.0

차장 64 25.6

합산

소득

4천 미만 37 14.8

부장 26 10.4 4~5천만 26 10.4

총

경력

5년 이하 60 24.0 5~6천만 37 14.8

6년~10년 이하 72 28.8
6~7천만 36 14.4

11년~15년 이하 70 28.0

16년~20년 이하 41 16.4 7~8천만 19 7.6

21년~25년 이하 7 2.8 8~9천만 18 7.2

소득

형태

맞벌이 103 41.2
9천~1억 26 10.4

1억~1억 2천 26 10.4

맞벌이 아님 147 58.8
1억2천~1억5천 17 6.8

1억 5천이상 8 3.2

3. 연구 차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18.0한 버  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차를 거쳤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빈도분석을 통해 악하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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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검증을 해

서는 Cronbach's α계수를 분석하 다. 셋째, 각 변인들 간의 련성을 

측정하기 하여 상 계분석을 하 다. 넷째, 각 변인들이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섯째, 

인구통계학  변인에 의한 특징을 찾아내기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조사도구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표 III-2>과 같이 구성되며, 총 6개의 독립변수와 

2개의 종속변수  인구통계학  특징에 해 총 70개의 문항에 해 5

 Likert 척도로 측정하 다. 

<표 III-2> 조사도구의 구성

척도 문항수 해당 문항번호 출처  기

독립

변인

자기경력성찰 9 I-1,2,3,4,5,6,7,8,9 이 정(2014)

경력계획 6 II-1,2,3,4,5,6 Gould(1979), 임범식(2001)

가족의

지지

정서  지지 7 III-1,2,3,4,5,6,7
King et al.(1995)

도구  지지 7 III-8,9,10,11,12,13,14

비공식  네트워크 7 VI-1,2,3,4,5,6,7 Johnson(2001), 장은주(2003)

경력 리 지원 8 IV-1,2,3,4,5,6,7,8 Orpen(1994), 최해수(2005)

상사의 지지 4 V-1,2,3,4
Karasek et al.(1982), 

박소 (2009)

종속

변인

객

경력성공

임 1 VII-1
Judge et al.(1999)

승진횟수 1 VII-2

주

경력성공

경력만족 5 VIII-1,2,3,4,5
Greenhaus et al.(1990), 

권정숙(2010)

직무만족 6 VIII-6,7,8,9,10,11
BaryField& Rothe(1951), 

최재 (2003)

인구통계학  변인 9 IX-1,2,3,4,5,6,7,8,9

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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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경력성찰

  Vogel(1990)의 6단계 경력개발, 1)자기분석, 2)경력분석, 3)통합, 4)계획 

5)수행, 6)평가에서 자기분석, 경력분석, 통합의 3단계를 자기경력성찰 변

인으로 치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자기성찰이 경력에 미치는 

향에 한 자료를 수집하고 Vogel의 1~3단계와 연계하여 본 연구를 한 

도구를 문헌연구, 측정도구개발한 후 40인을 상으로 비설문을 실시

한 후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의 방법으로 본 조사도구를 개발하 다. 

  경력에 한 기존의 선행연구  경력성찰에 한 결과가 거의 존재하

지 않아 문헌연구에는 ‘커리어 (오 훈)’, ‘넥스트 잡(간호재)’,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존 맥스웰)’, ‘꿈을 이루어주는 세계의 

열쇠(정연식)’, ‘꿈꾸는 다락방(이지성)’, ‘계속하는 힘(다 하라 게

이치로)’, ‘ 한 나의 발견 강 명(마커스 버킹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필립 체스터필드)’, ‘10년 후 미래를 바꾸는 단 

한 장의 인생설계도(  클라크)’,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구본형 

변화경 연구소)’, ‘필살기(구본형)’,  ‘목 이 이끄는 삶(릭 워 )’, 

‘인생의 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리처드 J.라이더, 데이비드 

A, 샤피로) 등의 자기개발 서 을 활용하 다.

  자기경력성찰에서는 자기분석, 경력분석, 통합(미래상)을 측정하는 문

항이 분석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기존항목에서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고 문가 검토를 토 로 문항을 수정한 후 문가의 

문헌조사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증과 신뢰도 분석의 과정을 거쳤

다. 비설문 상자는 조직 내에서 3~15년 근무한 사람들을 상으로 

31명이 응답하 으며, 자료의 분석을 하여 Window용 SPSS 18.0 버  

로그램을 이용하 다. 기술통계분석, 상 계분석  다 회귀분석 

등의 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산출된 주성분에 하여 그 차원을 축소시켜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하

여 차원수를 결정하기 해, 직교회  방법인 Varimax 회 을 이용하여 

요인수를 결정하 다. 이때 추출된 차수를 결정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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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을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유치

(Eigen Values)를 기 으로 이 고유치가 1 이상일 경우에 하나의 요인이 

변수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하며, 고유치가 1이하인 경우 1개의 요인이 

변수 1개의 분산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고유치가 1.0 이상이 되는 요인

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 결과 모두 3개의 주성분이 추출되었

다. 3개의 주성분에 한 요인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III-3>에 기술하

다. 한 본 도구의 Cronbach‘s α는 .823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매우 그 지 

않다)~5(매우 그 다)의 5  척도로 구성하 다. 문항  요인분석, 도구

의 Cronbach‘s α는 다음과 같다.

<표 III-3> 자기경력성찰 설문문항

요인 문항 문항내용 Component Cronbach‘s α

자기분석

1
나는 내가 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 무엇인

지를 잘 알고 있다

.881 .111 .094

.823

2
나는 내가 흥미를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700 .477 -.049

3 나는 나의 강 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871 .092 .014

4 나는 나의 성격에 해 잘 알고 있다
.871 .000 .072

경력분석

5 나는 과거 내가 한 업무를 잘 기술할 수 있다
.014 .228 .795

6
나는 과거 내가 한 업무를 통해 무엇을 배웠

는지 잘 기술할 수 있다

-.011 .264 .840

통합

(미래상)

7
나의 생각을 /그림/ 화(을)를 통해 밖으로 

표 한다

.577 -.097 .613

8 나는 미래의 내 모습이 구체 이다
.091 .933 .203

9 내가 미래헤 하고 싶은 일이 구체 이다
.121 .900 .280

나. 경력계획

  경력계획을 측정하기 해 Gould(1979)의 경력계획 척도 6개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한 임범식(2001)의 문항을 채택하 다. 임범식(2001)의 연



- 48 -

구에서의 내 일 성 계수인 Cronbach‘s α는 0.84 으며, 동일한 문항

을 사용한 김태은(2006)의 연구에서는 0.83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내용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매우 그 지 

않다)~5(매우 그 다)의 5  척도로 구성하 다.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III-4> 경력계획 설문문항

구분 문항내용

경력계획

나의 경력목표가 무엇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앞으로의 경력에 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경력목표를 이루기 한 략을 가지고 있다.

나는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의 경력목표는 명확하지 않다.

나는 경력목표를 자주 바꾸는 편이다.

다. 가족의 지지

  가족의 지원은 정서  지원과 도구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

서  지원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조직 구성원에게 격려, 이해, 심 

등 문제해결에 한 안내를 제공하는 행동과 태도로 정의하 고, 도구  

지원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조직 구성원의 집안일 책임을 완화시켜주

기 하여 가사를 분담하고 직무에 순응할 수 있도록 실제 으로 도움을 

으로 정의하 다(King et al., 1995). 

<표 III-5> 가족의 지지 변수의 정의

구분 정의 참고문헌

가족의 

지지

정서  지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조직구성원에게 격려, 이

해, 심 등 문제해결에 한 안내를 제공하는 

행동과 태도 King et 

al.(1995)

도구  지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조직구성원의 집안일을 

완화시켜주기 해 가사를 분담하고 직무에 순

응할 수 있도록 실제 으로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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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6> 가족의 지지 설문문항

요인 문항 문항내용

정서

지원

1 내가 직장 내에서 성공을 거둘 때, 나의 가족들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

2
내가 업무로 인해 힘이 들 때, 내가 힘이 든다는 것을 나의 가족들은 이

해해 다.
3 나는 가족들과 업무와 련된 문제를 의논한 후 나아진다.

4 나의 가족들은 나의 업무에 심이 없다.(-)

5 나의 가족들은 나의 일에 해 정 인 태도를 갖고 있다.

6
나의 가족들은 나의 업무와 련하여 의논이 필요하면 항상 나에게 시간

을 내어 다.
7 내가 업무에 문제가 있을 때 가족들은 걱정을 한다.

도구

지원

8 나의 가족들은 공정하게 집안일을 나 다.

9 만약 나의 퇴근이 늦으면 나는 집안일을 맡길 수 있는 가족이 있다.

10
나의 가족들은 만약 내가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되면 집안일을 하는데 힘

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11
나의 가족들은 항상 나에게 가족을 한 어떤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12 나의 가족들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집안일을 해결해 다.

13
내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가족들은 나를 해 더 많은 

집안일을 해 다.
14 나는 집안일을 하기 해 많은 시간을 보낸다(-)

라. 비공식  네트워크

  조직 내·외부에 형성된 비공식  네트워크의 크기를 측정하기 한 

척도로, 이 연구에서는 Johnson(2001)의 비공식  네트워크 척도를 장은

주(2003)가 번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섯번째 문항은 역코딩 문항이다. 5  리커드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구성되어 수가 높을수록 비공식

 네트워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은주(2003)의 연구에서는 내 일

치도 계수(cronbach’s α)를 0.79로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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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7> 비공식  네트워크 설문문항

문항 문항내용
1 나는 내가 속한 회사 내에서 폭넓은 인간 계를 맺고 있다

2 동료들은 내가 다른 회사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정기 으로 우리 회사 이외의 사람들과 교류한다

4 내가 하는 사람들은 출신지, 학력, 성별, 직  등에서 매우 다양하다

5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
6 나는 내 직업 분야에서 넓은 인간 계를 유지하고 있다

7 내 주변의 사람들은 무언가 알고 싶을 때는 나에게 온다

마. 경력 리지원

  상자들이 조직의 경력 련제도나 경력개발 로그램에 지각 정도를 

보는 것으로 Orpen(1994)이 사용한 8개 항목을 사용하고자 한다. 구체

인 측정문항 내용은 '나의 성과를 지속 으로 알려 ', '인 자원을 

사 으로 활용', '직원의 경력개발노력을 평가하고 지원', '새로운 직무기

회에 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직원들을 참여시켜 경력계획을 개발', '

공석이 생기면 내부직원을 우선 충원하는 정책을 채택', '승진을 성과에 

한 보상으로 사용', '직원들을 직무순환 계획에 따라 배치' 이다. 측정

기 은 조직에서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조직의 경력개발 정도를 Likert 

5  척도로 최소 1 에서 최  5 이며, 수가 높을수록 조직경력 리

가 잘 되어 있다는 지각정도를 의미한다. 본 도구를 사용한 서균석(2003)

은 Cronbach's α=.8834이었으며, 최해수(2005)는 Cronbach's α=.8670이

었다. 

<표 III-8> 경력 리지원 설문문항

요인 문항 문항내용

경력 리

지원

1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나에게 나의 성과를 지속 으로 알려 다

2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인 자원을 사 으로 활용한다

3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의 경력개발정도를 평가하고 지원한다

4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새로운 직무기회에 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5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들을 참여시켜 경력계획을 개발한다

6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공석이 생기면 내부 직원을 우선 충원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7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승진을 성과에 한 보상으로 사용한다
8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들을 직무순환 계획에 따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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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사의 지지

  상사의 지지는 의의 개념으로 볼 때, 한 개인이 상사로부터 제공되

는 다양한 지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조직 내 상사의 지지를 측정하기 

해 이 연구에서는 Karasek 외(1982)가 개발한 척도를 박소 (2009)이 

번안  수정하여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 다. 박소 (2009)의 연구에서 

상사의 지지는 Cronbach's α = 0.94의 내 일치도 계수를 나타내었다.

<표 III-9> 상사의 지지 설문문항

요인 문항 문항내용

상사의 

지지

1 나의 상사는 부하직원의 고민에 심을 갖고 있다
2 나의 상사는 내가 말하는 것에 심을 갖고 해 다

3 나의 상사는 내가 하는 일을 호의 으로 도와 다

4 나의 상사는 부하직원들이 서로 력하여 일을 잘 진행되도록 이끌어 간다

사. 객  경력성공

  본 연구에서는 객  경력성공의 변인으로 임 과 직 을 채택하

다. 임 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제공한 노동에 한 반 부로 제공받

게 되는  보상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임 은 자신의 노력에 한 

가, 그리고 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보수에 한 만족, 보수의 

성, 그리고 보수책정의 공정성, 자신의 보수에 한 타인의 자신에 한 

평가를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하 다. 객  경력성공의 측정은 Judge 

et al.(1999)이 사용한 '세 임 '을 사용하 다. 임 에는 보 스를 비롯

한  인텐시 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 으며, 자기보고식

(self-reporting)으로 기입하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직 은 수직  이동의 한 형태로서 조직 내에서 보수와 권

한 그리고 책임이 함께 수반되는 신분상의 상승으로 정의되며 체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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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나 신분 그리고 보상에 있어서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높은 직 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10> 객  경력성공 설문문항

구분 문항 문항내용

임 1

재 연간 임 총액은? 

(2012년 기 , 세 임 :보 스/상여/스톡옵션 등  인센티  포함 액, 본인과 

부부합산이 동일할 경우 같은 액 2번 기재)

(1)소득(본인) : ① 4천만미만(  ) ② 4~5천만(  ) ③ 5~6천만(  ) ④ 6천~7천만(  ) 

              ⑤ 7~8천만(  ) ⑥ 8~9천만(  ) ⑦ 9천~1억(  )  ⑧ 1억~1억2천(  )  

              ⑨ 1억2천~1억5천(  )  ⑩1억5천이상(   )

(2)소득(부부합산) : ① 4천만미만(   ) ② 4~5천만(   ) ③ 5~6천만(  ) ④ 6천~7천만(  )

                  ⑤ 7~8천만(   ) ⑥ 8~9천만(  ) ⑦ 9천~1억(   ) ⑧ 1억~1억2천(   )

                  ⑨ 1억2천~1억5천(   )  ⑩1억5천이상(   )

직 2
당신의 직 은? 

①사원 ② 리 ③과장, ④차장 ⑤부장 ⑥임원이상

아. 주  경력성공

   본 연구에서는 주  경력성공을 직무만족, 경력만족의 변인을 채택

하 다. 경력만족 측정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Greenhaus et al.(1990)에 의

해 개발되어 윤하나·탁진국(2006), 박슬기(2008), 권정숙(2010)등의 연구

에서 실증 으로 검증된 조사도구를 선정하 다. 권정숙(2010)의 연구에

서 내 일 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계수는 .930이 다. 

  직무만족은 직무에 한 개인의 일반 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Locke(1976)는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나 직무경험을 평가

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쾌함이나 정 인 정서 상태로 정의하 다. 직무

만족은 일의 자부심, 업무안정, 보상 등의 하 차원으로 구성된다. 직무

만족은 조직구성원 측면에서 인간의 가치 단에 요하기 때문에 조직 

리의 핵심  평가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최재 , 2003). 직무만족 측정

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BaryField와 Rothe(1951)에 의해 개발되어 최재

(2003), 서동택(2008), 여성구(2008)등의 연구에서 실증 으로 검증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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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최재 (2003)의 연구에서 내 일 성을 나타내

는 Cronbach's α계수는 .801이었다.

<표 III-11> 주  경력성공 설문문항

요인 문항 문항내용

경력

만족

1 나는 직장경력을 돌이켜 볼 때, 지 까지 내가 이룬 것(성과)에 만족한다

2 경력목표 달성과 련하여 볼 때, 지 까지 진행된 나의 직장경력에 만족한다

3 보수 측면에서 볼 때, 지 까지 진행된 나의 직장경력에 만족한다

4 승진 측면에서 볼 때, 지 까지 진행된 나의 직장경력에 만족한다

5
새로운 기술과 능력개발 측면에서 볼 때, 지 까지 진행된 나의 직장경력에 만족

한다

직무

만족

6
내 인생의 다른 부분과 비교해 볼 때 재의 일을 선택한 것은 나에게 매우 요

하다
7 나는 재 하고 있는 업무가 매우 마음에 든다

8 나는 나의 일에 해 자주 지겨움을 느낀다

9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나의 업무에 해 만족하고 있다.

10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해 흥미를 갖고 있다

1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비추어 당한 수 의 보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 측정도구의 타당도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 는가를 말하는 것으

로 일반 으로 내용타당성과 개념타당성으로 구분된다. 내용타당성은 측

정도구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표하고 있

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내용타당성은 해당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모

든 항목 에서 가장 표성 있는 항목들이 측정도구로써 선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련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들이 선

정되었기 때문에 내용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1)

  그리고 개념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측정하

는지의 여부를 통계 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개념타당성은 

집 타당성, 별타당성, 법칙타당성으로 구분되며, 다속성 다측정법

(MTMM: Multi-Trait Multi-Method matrix)과 요인분석  상 분석을 사

용하여 평가되어진다.2)

1) 김범종(2005), 『연 조사 법 에 스』, 대전: 대경,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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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의 개념타당성 검증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

분석은 서로 동일한 개념들을 측정한 항목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지

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진 항목들은 동일한 개

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요인들 간에 상호 독립 이라는 

것은 서로 상 계가 없으므로 각 요인들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요인 내의 항목들은 집 타당성을 유지하고 요인 

간에는 별타당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 요인분석 

  본 연구의 요인분석은 각 구성개념별로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

으며, 요인회 은 배리멕스(varimax) 회 법을 사용하 다. 그리고 요

인추출의 단기 은 회 된 요인 혹은 단일요인에 한 고유값이 1.0 

이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평가하 다. 한 본 연구에서의 요인분석은 다

음과 같은 기 으로 변수를 정제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요인 재값이 0.5 이하인 문항들

은 타당성이 결여된 항목으로 단하고 이를 제거한다. 둘째, 0.5 이상의 

요인 재값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재된 경우 개념 으로 불투명하고 

별타당성을 해하는 항목으로 단하고 이러한 항목들은 제거한다. 

셋째, 각 요인의 신뢰성을 단하기 한 Cronbach's α계수는 0.6 이상

을 기 으로 한다. 넷째, 재된 요인의 항목들이 이론 으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이론 으로 정당성이 결여되고 합하지 

않은 항목들은 제거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 을 용하여 측정항목을 정제하고 개념타당

성을 확보하고자 하 으며, 요인분석 결과로 추출된 요인과 측정항목을 

추후 가설검증을 한 회귀분석의 변수로 활용하 다.

2) 신민철(2007), 『사회연 법  기 』, 울: 창민사, pp.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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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변수들에 하여 요인분석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인 

요인분석 결과는 <표 III-12>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 재값이 0.5 이하의 

값이 나타나거나 복 으로 재되는 항목으로 자기경력성찰4, 경력계

획2, 가족의 지지8, 가족의 지지10, 가족의 지지11, 가족의 지지14, 경력

리지원 6 요인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각 요인에 재된 측정항목의 요인 재값은 모든 항목이 0.5이상으

로 나타났으며, 총분산 설명력도 모두 단일항목에 해 설명되어지는 것

으로 단되었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로 체변수에 한 측정항목

은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토

로 각 변수들의 개념타당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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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재값 공통성 고유값 총분산설명력

자기경력

성찰

자기경력성찰1 .677 .459

3.841 48.014%

자기경력성찰2 .675 .456
자기경력성찰3 .606 .367
자기경력성찰5 .684 .467
자기경력성찰6 .736 .541
자기경력성찰7 .662 .438
자기경력성찰8 .708 .501
자기경력성찰9 .782 .611

경력

계획

경력계획1 .807 .652

2.928 73.188%
경력계획3 .885 .783
경력계획4 .906 .820

경력계획5 .820 .673

가족의

지지

가족의 지지1 .537 .289

4.081 40.807%

가족의 지지2 .698 .488
가족의 지지3 .535 .286
가족의 지지4 .613 .376
가족의 지지5 .622 .387
가족의 지지6 .760 .578
가족의 지지7 .640 .409
가족의 지지9 .510 .260
가족의 지지12 .709 .502
가족의 지지13 .711 .506

경력

리

지원

경력 리지원1 .771 .594

3.930 56.140%

경력 리지원2 .754 .569
경력 리지원3 .818 .669
경력 리지원4 .815 .664
경력 리지원5 .789 .623
경력 리지원7 .618 .382
경력 리지원8 .656 .430

상사의

지지

상사의 지지1 .879 .772

3.215 80.307%
상사의 지지2 .926 .858
상사의 지지3 .909 .826
상사의 지지4 .871 .759

비공식

네트워크

비공식 네트워크1 .690 .476

3.501 50.012%

비공식 네트워크2 .754 .568

비공식 네트워크3 .729 .531

비공식 네트워크4 .691 .477

비공식 네트워크5 .653 .427

비공식 네트워크6 .799 .638

비공식 네트워크7 .620 .384

직무

만족

주 경력성공6 .731 .605

4.029

65.850%

주 경력성공7 .892 .821
주 경력성공8 .701 .500
주 경력성공9 .819 .740
주 경력성공10 .840 .723

경력

만족

주 경력성공1 .672 .671

3.214

주 경력성공2 .622 .703
주 경력성공3 .847 .726
주 경력성공4 .805 .664
주 경력성공5 .502 .522
주 경력성공11 .753 .568

<표 III-12> 변수에 한 요인분석 결과



- 57 -

차. 측정도구의 신뢰도

 

(1) 신뢰도 분석

 신뢰도는 동일한 개념에 하여 측정을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

의 분산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개념을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이 얻어지는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신뢰성의 평가방법으로는 재

측정 신뢰성, 반분신뢰성, 문항분석, 알 계수, 평가자간 신뢰성 등 다양

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하여 Cronbach's α계

수를 산출하고 이를 평가하 다. Cronbach's α계수는 하나의 개념에 

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할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방법

으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 항목들의 내  일 성을 평가하여 일 된 측

정값의 분산이 나타나는 지를 단할 수 있게 한다.

(2) 신뢰도분석 결과

  본 연구의 변수들에 하여 요인분석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II-13>과 같이  변수에서 Cronbach's α기 치인 0.6보다 높게 나타나

고 있어서 내 일 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측정항목에 한 신뢰성

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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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3> 변수에 한 신뢰도분석 결과

구분 변수 Cronbach'sα

경력개발의 개인요인

자기경력성찰 .841

경력계획 .877

가족의 지지 .821

비공식 네트워크 .830

경력개발의 조직요인
경력 리지원 .867

상사의 지지 .917

주 경력성공
직무 만족 .875

경력 만족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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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연구결과

  본 연구는 국내 기업 사무직을 상으로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원

의 조직요인과 경력계획, 가족의 지지, 자기경력성찰, 비공식  네트워크

의 개인요인이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을 규

명하고, 조직  개인요인이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에 무엇

이 더 큰 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구통

계학  특징이 주  경력성공, 객  경력성공,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요인  개인요인에 미치는 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악하

기 한 목 으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1. 조직  개인요인이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가. 상 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련성을 분석하기 하여 변수간 공

분산 계산에 의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피어슨 상 계수를 사용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과 같이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상 계수에서 0.90 이상이면 두 변수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고 다 공선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

수의 제거를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될 변수에 한 

상 계행렬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

계수들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이지만 0.9보다 작게 나타나 별타당

성이 확보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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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변수간의 상 분석

성별
결혼

유무
연령 학력 가족 총 경력

소득

형태

합산

소득
직

자기경

력성찰

경력

계획

가족의

지지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

주

경력성공

객

경력성공

성별 1 　 　 　 　 　 　 　 　 　 　 　 　 　 　 　 　

결혼유무
-.235*

* 1 　 　 　 　 　 　 　 　 　 　 　 　 　 　 　

연령 .056 -.082 1 　 　 　 　 　 　 　 　 　 　 　 　 　 　

학력 .002 -.050 .173** 1 　 　 　 　 　 　 　 　 　 　 　 　 　

가족 .056 -.051 .020 .067 1 　 　 　 　 　 　 　 　 　 　 　 　

총 경력 .019 -.084 .807** .088 .057 1 　 　 　 　 　 　 　 　 　 　 　

소득형태 .083 -.021 -.065 .073 .167** -.136* 1 　 　 　 　 　 　 　 　 　 　

합산소득 -.037 -.103 .376** .202** -.064 .471** -.670** 1 　 　 　 　 　 　 　 　 　

직 -.018 -.058 .773** .283** .028 .883** -.129* .521** 1 　 　 　 　 　 　 　 　

자기경력

성찰
.165** -.136* -.015 .003 -.023 -.027 .119 -.092 -.020 1 　 　 　 　 　 　 　

경력계획 .184** -.079 -.017 .023 -.069 .006 .102 -.052 .030 .711** 1 　 　 　 　 　 　

가족의

지지
.014 -.161* .131* .002 -.059 .108 .091 -.028 .106 .273** .228** 1 　 　 　 　 　

경력 리

지원
.137* -.145* .063 .021 .001 .000 -.010 .111 .045 .274** .264** .197** 1 　 　 　 　

상사의

지지
.169** -.193** .054 .046 -.045 -.011 -.009 .018 .001 .241** .189** .316** .467** 1 　 　 　

비공식

네트워크
.138* -.114 .000 .067 -.007 -.003 .106 -.044 .065 .531** .446** .154** .210** .144** 1 　 　

주

경력성공
.121 -.047 -.004 .049 -.059 -.036 .041 .003 .001 .431** .394** .272** .410** .444** .387** 1 　

객

경력성공
.039 -.055 .090 .033 -.093 .005 .037 .041 .056 .296** .368** .267** .376** .376** .266** .511** 1

평균 .70 .32 2.24 3.30 3.02 10.30 1.59 4.68 2.91 3.69 3.34 3.91 3.05 3.52 3.30 3.53 3.23

표 편차 .46 .47 .66 .59 1.17 5.73 .49 2.70 1.27 .56 .74 .48 .67 .79 .62 .70 .63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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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요인이 객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조직요인 하  요인이 경력성공 하 요인인 객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다 공선성 분석에서

는 <표 IV-2>과 같이 공차한계가 모두 0.1이상, 분산팽창요인이 모두 10

이하로 다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한 회귀분석 결과 <표 IV-3>과 같

이 나타났으며, 수정된=0.186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인 조직요인의 하

요인이 객  경력성공을 18.6% 설명하는 것으로 최종 단할 수 있다. 

한, 유의수  5%이내에서 F=29.540(df1=2, df2=247), p=.000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합하다고 단할 수 있다. 

  검증 결과 조직요인의 하  요인  경력 리지원이 객  성공에 미

치는 향은 .257(t=3.968, p=.000)로 유의수  1%이내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의 지지가 객  성공에 미치는 향은 

.256(t=3.966, p=.000)으로 유의수  1%이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표 IV-2> 조직요인의 다 공선성 진단 결과

구분 독립변수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요인(VIF)

경력개발

조직요인

경력 리지원 .761 1.314

상사의 지지 .779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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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 SE Beta t 유의확률 수정된  

상수 1.778 .192 9.247*** .000
.186

(F=29.540)
경력 리지원 .241 .061 .257 3.968*** .000

상사의 지지 .203 .051 .256 3.966*** .000

***p<.01,**p<.05

<표 IV-3> 조직요인이 객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표 IV-4>  조직요인의 객  경력성공에 한 가설 검증 결과

가설 독립변수 가설결과

가설 1-1 경력 리지원은 객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3 상사의 지지는 객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다. 조직요인이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조직요인 하  요인이 경력성공 하 요인인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을 계를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다 공

선성 진단결과는 <표 IV-2>과 동일하게 나타나 다 공선성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한 회귀분석 결과 <표 IV-5>와 같

이 나타났으며, 수정된=0.249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인 조직요인의 하

요인이 주  경력성공을 24.9% 설명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한, 유의수  5%이내에서 F=41.014(df1=2, df2=247), p=0.000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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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이 합하다고 단할 수 있다.

  검증 결과 조직요인의 하  요인  경력 리지원이 주  성공에 미

치는 향은 .259(t=4.155, p=.000)로 유의수  1%이내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의 지지가 주  성공에 미치는 향은 

.323(t=5.174, p=.000)으로 유의수  1%이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B SE Beta t 유의확률 수정된  

상수 1.688 .208 8.105 .000
.249

(F=41.014)
경력 리지원 .274 .066 .259 4.155 .000

상사의 지지 .287 .055 .323 5.174 .000

<표 IV-5> 조직요인이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표 IV-6>  조직요인의 주  경력성공에 한 가설 검증 결과

가설 독립변수 가설결과

가설 1-2 경력 리지원은 주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4 상사의 지지는 주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라. 개인요인이 객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자기경력성찰, 경력계획, 가족의 지지, 비공

식  네트워크의 개인요인이 객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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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회귀분석 결과 해석에 앞서, 변인 간

의 다 공선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표 IV-7>과 같이 공차한계가 

모두 0.1이상, 분산팽창요인이 모두 10이하로 다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한 회귀분석 결과 <표 IV-8>와 같

이 나타났다. 가설 검증에 한 회귀분석에서 수정된=0.182로 나타나 

독립변수인 개인요인의 하 요인이 객  경력성공을 18.2% 설명하고 

있다. 한, 유의수  5%이내에서 F=13.632(df1=4, df2=245), p=.000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합하다고 단할 수 있다. 

  검증 결과 개인요인의 하  요인  자기경력성찰이 객  성공에 미

치는 향은 -.028(t=-.313, p=.755)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계획이 객  성공에 미치는 향은 .290(t=3.508, p=.001)

으로 유의수  1%이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가 객  성공에 미치는 향은 .190(t=3.154, p=.002)로 유의수  

1%이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네트워크가 

객  성공에 미치는 향은 .122(t=1.780, p=.076)로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개인요인의 다 공선성 진단 결과

구분 독립변수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요인(VIF)

개인요인

자기경력성찰 .481 2.077

경력계획 .493 2.027

가족의 지지 .923 1.083

비공식 네트워크 .95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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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 SE Beta t
유의

확률
수정된  

(상수) 1.151 .348 3.306 .001

.182

(F=13.632)

자기경력성찰 -.031 .098 -.028 -.313 .755

경력계획 .245 .070 .290 3.508*** .001

가족의 지지 .247 .078 .190 3.154*** .002

비공식 네트워크 .124 .070 .122 1.780 .076

<표 IV-8> 개인요인이 객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표 IV-9>  개인요인의 객  경력성공에 한 가설 검증 결과

가설 독립변수 가설결과

가설 1-5 자기경력성찰은 객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7 경력계획은 객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9 가족의 지지는 객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11 비공식 네트워크는 객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마. 개인요인이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개인요인 하  요인이 경력성공 하 요인인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계를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다 공

선성 진단결과는 <표 IV-7>와 동일하게 나타나 다 공선성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한 회귀분석 결과 <표 IV-1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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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나타났으며, 수정된=0.255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인 개인요인의 하

요인이 주  경력성공을 25.5% 설명력이 있다고 단할 수 있다. 

한, 유의수  5%이내에서 F=20.946(df1=4, df2=245), p=.000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합하다고 단할 수 있다. 

  검증 결과 개인요인의 하  요인  자기경력성찰이 주  성공에 미

치는 향은 .180(t=2.133, p=.034)로 유의수  5%이내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계획이 주  성공에 미치는 향은 

.138(t=1.750, p=.081)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가 

주  성공에 미치는 향은 .160(t=2.783, p=.006)으로 유의수  1%이내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네트워크가 주  

성공에 미치는 향은 .205(t=3.131, p=.002)으로 유의수  1%이내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개인요인이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변인 B SE Beta t
유의

확률
수정된  

(상수) .585 .373 1.567 .118

.255

(F=20.946)

자기경력성찰 .224 .105 .180 2.133** .034

경력계획 .131 .075 .138 1.750 .081

가족의 지지 .234 .084 .160 2.783*** .006

비공식 네트워크 .233 .075 .205 3.131***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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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1>  개인요인의 주  경력성공에 한 가설 검증 결과

가설 독립변수 가설결과

가설 1-6 자기경력성찰은 주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8 경력계획은 주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10 가족의 지지는 주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12
비공식 네트워크는 주 경력성공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종속변인에 한 독립변인의 향력  차이검증

 가설검증을 한 다 회귀분석 결과자료를 참고하여 표 화계수 베타 

값을 통해 종속변인에 한 독립변인의 향력의 차이를 비교해보았으며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변인간의 향력을 알아보았다. 

가. 객  경력성공에 한 향력 검증

  종속변수가 객  경력성공일 때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는 <표 IV-3> 조직요인이 객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표 IV-8> 개인요인이 객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을 참고하여 <표 

IV-12> 와 같이 나타났다. 객  경력성공에 향력이 큰 순 로 나

열하면 경력계획(표 화계수 Beta=.290), 경력 리지원(표 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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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257), 상사의 지지(표 화계수 Beta=.257), 가족의 지지(표 화계수 

Beta=.190), 비공식  네트워크(표 화계수 Beta=.122), 자기경력성찰(표

화계수 Beta=-.028)으로 나타났다. 

<표 IV-12> 객  경력성공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향력 검증

구분 독립변수 표 화계수 Beta

조직요인
경력 리지원 .257

상사의 지지 .256

개인요인

자기경력성찰 -.028

경력계획 .290

가족의 지지 .190

비공식 네트워크 .122

나. 객  경력성공에 한 차이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인 <표 IV-13>에 따르면, 객  경력성공이 

향력을 미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

는  항목으로 유의수  5% 이내로 나타났다. F값이 큰 순서 로 나열

하면 경력 리지원(F=3.876, p=.000), 상사의 지지(F=3.607, p=.000), 경력

계획(F=3.038, p=.000), 자기경력성찰(F=2.589, p=.000), 비공식  네트워크

(F=1.839, p=.020), 가족의 지지(F=1.690, p=039)로 나타났다.



- 69 -

<표 IV-13> 객  경력성공이 각 변수에 미치는 향

구분 N M SD
평균

하한값

평균

상한값
F p

자기경력성찰 250 3.68 .56 3.61 3.75 2.589*** .000

경력계획 250 3.33 .74 3.24 3.43 3.038*** .000

가족의 지지 250 3.90 .48 3.84 3.96 1.690** .039

경력 리지원 250 3.05 .66 2.96 3.13 3.876*** .000

상사의 지지 250 3.52 .79 3.42 3.61 3.607*** .000

비공식 네트워크 250 3.30 .61 3.22 3.37 1.839** .020
***p<.01,**p<.05

  그러므로 객  경력성공에는 조직요인이 개인요인보다 더 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해, 경력계획의 개인요인만인 조직요인보다 더 

향력이 크게 나타나 <표 IV-14>에서처럼 가설이 검증될 수 있다. 

<표 IV-14> 객  경력성공에 한 향력 차이 검증 결과

가설 독립변수 가설결과

가설 2-1

객 경력성공에 경력 리지원,상사의 지지의

조직요인과 자기경력성찰,경력계획,가족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의 개인요인 개인요인보다

조직요인이 더 큰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다. 주  경력성공에 한 향력 검증

   종속변수가 주  경력성공일 때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는 <표 IV-5> 조직요인이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표 IV-10> 개인요인이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을 참고하여 <표 

IV-15>와 같이 나타났다. 주  경력성공에 향력이 큰 순 로 나열

하면 상사의 지지(표 화계수 Beta=.323), 경력 리지원(표 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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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259), 비공식  네트워크(표 화계수 Beta=.205), 자기경력성찰(표

화계수 Beta=.180), 가족의 지지(표 화계수 Beta=.160), 경력계획(표 화

계수 Beta=.138)로 나타났다. 

<표 IV-15>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향력 검증

구분 독립변수 표 화계수 Beta

조직요인
경력 리지원 .259

상사의 지지 .323

개인요인

자기경력성찰 .180

경력계획 .138

가족의 지지 .160

비공식 네트워크 .205

라. 주  경력성공에 한 차이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인 <표 IV-16>에 따르면, 주  경력성공이 

향력을 미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

는  항목으로 유의수  1% 이내로 나타났다. F값이 큰 순서 로 나열

하면 자기경력성찰(F=4.962, p=.000), 상사의 지지(F=4.330, p=.000), 경력

리지원(F=4.029, p=.000), 경력계획(F=3.960, p=.000), 비공식  네트워크

(F=3.907, p=.000), 가족의 지지(F=2.454, p=00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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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6> 주  경력성공이 각 변수에 미치는 향

구분 N M SD
평균

하한값

평균

상한값
F p

자기경력성찰 250 3.68 .56 3.61 3.75 4.926*** .000

경력계획 250 3.33 .74 3.24 3.43 3.960*** .000

가족의 지지 250 3.90 .48 3.84 3.96 2.454*** .001

경력 리지원 250 3.05 .66 2.96 3.13 4.029*** .000

상사의 지지 250 3.52 .79 3.42 3.61 4.330*** .000

비공식

네트워크
250 3.30 .61 3.22 3.37 3.907*** .000

***p<.01,**p<.05

  그러므로 주  경력성공에는 개인요인이 조직요인보다 더 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해, 조직요인이 모두 개인요인보다 더 향력이 

크게 나타나 <표 IV-17>에서처럼 가설이 검증될 수 있다. 

<표 IV-17> 객  경력성공에 한 향력 차이 검증 결과

가설 독립변수 가설결과

가설 2-2

주 경력성공에 경력 리지원,상사의 지지의

조직요인과 자기경력성찰,경력계획,가족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의 개인요인 조직요인보다

개인요인이 더 큰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 인구통계  특징의 차이검증

  <표 II-2>의 경력성공에 한　선행연구와 [그림 II-3]의 경력성공에 

한 개념  모델을 토 로 경력성공에 향을  수 있는 성별, 직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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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인구통계학 변수를 선정하 고, 이에 하여 주요 변수간의 향력

을 알아보기 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가. 성별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인 <표 IV-18>에 따르면, 성별이 향력을 미

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경력 리

지원(F=4.124, p=.043), 상사의 지지(F=4.875, p=.028), 비공식  네트워크

(F=7.399, p=.007), 객  경력성공(F=4.877, p=.028)으로, 유의수  5%이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평균 하한과 상한값

을 보면 경력 리지원의 경우 남성 평균 하한값은 3.00, 상한값은 3.20, 

여성 평균 하한값은 2.77, 상한값은 3.06으로 나타났다. 상사의 지지의 

경우 남성 평균 하한값은 3.48, 상한값은 3.70, 여성 평균 하한값은 3.15, 

상한값은 3.55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네트워크의 경우 남성 평균 하한

값은 3.28, 상한값은 3.45, 여성 평균 하한값은 2.98, 상한값은 3.3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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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8> 성별이 각 변수에 미치는 향

구분 N M SD F p

자기경력성찰
남 174 3.69 .59

.217 .642
여 76 3.66 .49

경력계획
남 174 3.36 .74

.675 .412
여 76 3.27 .74

가족의 지지
남 174 3.92 .47

1.176 .279
여 76 3.85 .50

비공식 네트워크
남 174 3.10 .66

4.124** .043
여 76 2.92 .64

경력 리지원
남 174 3.37 .56

7.399** .007
여 76 3.14 .70

상사의 지지
남 174 3.59 .73

4.875** .028
여 76 3.35 .88

주 경력성공
남 174 3.54 .68

.145 .703
여 76 3.50 .75

객 경력성공
남 174 3.28 .59

4.877** .028
여 76 3.09 .67

***p<.01,**p<.05

나. 직무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인 <표 IV-19>에 따르면, 직무가 향력을 미

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경력계획

(F=2.663, p=.006)으로, 유의수  1%이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평균 하한과 상한값을 보면 경력계획의 경우 략/HR/

재무 평균 하한값은 3.12, 상한값은 3.45, 마 / 고/홍보 평균 하한값

은 3.06, 상한값은 3.83, 무역/유통 평균 하한값은 2.92, 상한값은 4.35, 

업/고객상담 평균 하한값은 3.33, 상한값은 3.92, 연구개발 평균 하한값은 

3.28, 상한값은 3.64, 디자인 평균 하한값은 2.39, 상한값은 3.50, 구매/물

류 평균 하한값은 2.40, 상한값은 3.09, 기타 평균 하한값은 3.06, 상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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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49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직무가 각 변수에 미치는 향

구분 N M SD
평균

하한값

평균

상한값
F p

자기경력성찰 250 3.68 .56 3.61 3.75 1.694 .091

경력계획 250 3.33 .74 3.24 3.43 2.663*** .006

가족의 지지 250 3.90 .48 3.84 3.96 .429 .918

비공식 네트워크 250 3.30 .61 3.22 3.37 1.179 .309

경력 리지원 250 3.05 .66 2.96 3.13 1.486 .154

상사의 지지 250 3.52 .79 3.42 3.61 .593 .802
***p<.01,**p<.05

마. 업종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인 <표 IV-20>에 따르면, 업종이 향력을 미

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자기경력

성찰(F=2.291, p=.036)과 주  경력성공(F=2.158, p=.048)로, 유의수  

5%이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평균 하한과 

상한값을 보면 자기경력성찰의 경우 제조업 평균 하한값은 3.52, 상한값

은 3.73, 유통업 평균 하한값은 3.26, 상한값은 4.23, 서비스업 평균 하한

값은 3.63, 상한값은 4.07, 정보통신업 평균 하한값은 3.57, 상한값은 

3.80, 융보험업 평균 하한값은 2.39, 상한값은 3.98, 기타 평균 하한값

은 3.85, 상한값은 5.04로 나타났다. 주  경력성공의 경우 제조업 평

균 하한값은 3.32, 상한값은 3.56, 유통업 평균 하한값은 3.16, 상한값은 

4.21, 서비스업 평균 하한값은 3.70, 상한값은 4.29, 정보통신업 평균 하

한값은 3.35, 상한값은 3.65, 미디어 평균 하한값은 3.14, 상한값은 4.05, 

기타 평균 하한값은 3.30, 상한값은 4.9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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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0> 업종이 각 변수에 미치는 향

구분 N M SD
평균

하한값

평균

상한값
F p

자기경력성찰 250 3.68 .56 3.61 3.75 2.291** .036

경력계획 250 3.33 .74 3.24 3.43 2.005 .066

가족의 지지 250 3.90 .48 3.84 3.96 1.756 .109

비공식 네트워크 250 3.30 .61 3.22 3.37 1.211 .301

경력 리지원 250 3.05 .66 2.96 3.13 .232 .966

상사의 지지 250 3.52 .79 3.42 3.61 .650 .690

주 경력성공 250 3.53 .70 3.44 3.62 2.158** .048

객 경력성공 250 3.23 .62 3.15 3.30 1.152 .333
***p<.01,**p<.05

  그러므로 성별, 직무, 업종의 인구통계  특성이 경력성공, 개인요인, 

조직여인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해, 성별의 경우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 객  경력성공에 유의

한 향이 있었고, 직무의 경우 경력계획에 유의한 향이 있었으며, 업

종의 경우 자기경력성찰과 주  경력성공에 유의한 향이 나타나 <표 

IV-21>에서처럼 가설이 검증될 수 있다. 

<표 IV-21> 성별, 직무, 업종이 변인에 미치는 향 검증 결과

가설 독립변수 가설결과

가설 3-1
성별은 경력성공,조직요인,개인요인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3-2
직무는 경력성공,조직요인,개인요인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3-3
업종은 경력성공,조직요인,개인요인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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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결론

1. 논의

  본 연구의 의의를 논하기 에 먼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경력개발의 조직요인과 개인요인이 주  경력성

공  객  경력성공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둘째, 경력개발의 조

직요인들과 개인요인들  주  경력성공과 객  경력성공에 무엇이 

더 큰 향을 미치는가? 셋째, 성별, 직무, 업종의 인구통계  특성이 경

력성공, 조직요인과 개인요인에 미치는 향에는 차이가 있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해 규명하고자 하 다. 

  이 연구를 해결하기 해 국내 기업 사무직을 상으로 총 8개 기

업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최종 으로 총 250개의 자료를 

수집한 후 다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 다. 이후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  특징에 따른 향력의 차이를 알아보았

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경우, 분석결과 조직요인인 경력 리지원과 상사

의 지지는 객  경력성공에 정 (+)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요인인 경력 리지원과 상사의 지지는 주  경력성공에도 정 (+)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요인  경력계획과 가족의 지지는 

객  경력성공에 정 (+) 향을 미쳤으나 자기경력성찰과 비공식 네

트워크 객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 개인요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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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력성찰과 가족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는 주  경력성공에 정

(+) 향을 미쳤으나, 경력계획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종속변인에 한 독립변인의 향력 차이에 해

서 객  경력성공의 경우, 조직요인이 개인요인보다 더 향력이 클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채택이 되었다. 개인요인  경력계획만이 조직

요인보다 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객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력

의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경력계획,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 가족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  경력성공의 

경우 개인요인이 조직요인보다 더 향력이 클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

이 되었는데, 조직요인이 모두 개인요인보다 향력 더 크게 나타났다.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상사의 지지, 

경력 리지원, 비공식  네트워크, 자기경력성찰, 가족의 지지, 경력계획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문제의 경우 성별, 직무, 업종의 인구통계  특징이 경력

성공, 조직요인, 개인요인에 미치는 향에 해 차이검증을 통해 성별

은 경력 리지원과 상사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는 경력계획에, 업종은 자기경력성찰과 주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조직요인과 개인요인이 주  경력성공  

객  경력성공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주  경력성공과 객  

경력성공에 조직  개인요인 간의 향력의 크기의 차이는 어떠한지, 

성별, 직무, 업종의 인구통계  특징이 경력성공, 조직요인과 개인요인에 

미치는 향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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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2>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력개발의 개인요인으로 많은 연구들

이 개인의 직무능력, 성격, 내 동기, 자기존 감 등의 개인의 능력  

심리  특성을 다루고 있으며, 이 외에 많은 연구에서 경력개발의 개인

변수로 경력계획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의 개인

요인으로 기존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기경력성찰에 한 변인을 새롭

게 추가하 으며, 가족의 지지의 변인도 경력개발에 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변인을 새롭게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던 경력계획의 경우, 경력계획이 경

력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고(Aryee & Debrah, 1993), 경력계획이 

경력성공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이동하, 탁진국, 2008)와 같은 선

행연구 결과가 다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력성공을 객  경

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을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경력계획은 객  

경력성공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 향력의 크기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  경력성공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향력의 크기도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일부는 지

지하고 일부는 반박하는 연구결과로 경력성공을 구분하여 경력계획에 

한 추가 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처음 도입한 자기경력성찰 변인의 경우 객  경

력성공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  경력성공에는 정

(+)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기경력성찰이란 조

직 내에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직 내 승진과는 유

의하지 않으나, 개인의 경력이나 직무만족과는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경력개발에 해 조직도 

이를 지원해야 하지만 개인도 경력개발에 하여 스스로 해야 할 몫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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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즉, 자기경력성찰의 측정문항과 같이 자신의 직업가치 , 흥미, 강 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과거 업무수행을 통해 나에게 어떤 성장이 있었는

지, 미래에 내 모습에 한 구체 인 이미지화를 개인이 잘 할 수 있다

는 것은 주 인 경력성공의 측정변인이었던 직무만족과 경력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기존에 밝 지지 않

았던 새로운 사실로 이론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가족의 지지 변인의 경우 객  경력성공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주  경력성공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  경력성

공에 미치는 향의 크기에서는 상사의 지지(표 화계수 Beta=.256) 다음

에 가족의 지지(표 화계수 Beta=.190), 그 이후 비공식  네트워크(표

화계수 Beta=.1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의 크기에서는 상사의 지지(표 화계수 Beta=.323), 비공식  네트워크(표

화계수 Beta=.205) 다음에 가족의 지지(표 화계수 Beta=.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Payne(1998)은 가족의 지지는 인간집단으

로 정정서가 높아서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신뢰감이 높아진

다고 하 으며, Haines(1991)는 남녀 직장인을 상으로 다양한 업무스트

스에 한 사회  지지의 완충효과를 조사하 는데, 그 결과 사회  

지지가 업무로 인한 갈등  긴장상태를 완충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 Khan & Byosiere(1991)  Larocco, House & 

French(198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무 스트 스의 체험에서 직무와 직

으로 련되지 않은 비 련자들의 지지보다 직무와 직 으로 련

된 사람들의 사회  지지가 요하며, 직무 비 련자들의 지지 에서는 

가족구성원들로부터의 지지가 요한 사회  지지라고 하 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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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지지는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의 측면에서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으나, 객  경력성공의 경우에는 비공식  네트워

크보다 가족의 지지가 미치는 향력이 크게 나타난 이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이다. 

  넷째, 비공식  네트워크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주  경력성공에는 

정 (+) 향을 미치나 객  경력성공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일부는 지지하고 일부는 지지하지 않는 결과로, 

비공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은 그 지 않은 사람보다 업무 성과가 더 우수했으며 자신의 성공을 더 

크게 지각한다고 밝혔고(Blumberg & Pringle, 1982),  Seibert 등(2001)은 

[그림 II-4]와 같이 비공식  네트워크가 경력성공(임 , 승진, 경력만족)

에 이르는 경로를 모델화 하여 제시한 선행연구에 의거 주  경력성공

에 한 측면은 선행연구를 지지하나, 객  경력성공에 한 측면은 

지지하지 않았다. 이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조직요인이 아닌 개인요인

으로 선정하여 조직 내 인간 계에 의한 향력보다 개인의 조직 외 인

간 계에 의한 향력을 더 크게 간주하 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로 보인

다. Seibert 등(2001)이 밝힌 비공식  네트워크가 경력성공에 이르는 경

로의 사회자원은 사내 인간 계를 상으로 하고 있어 주  경력성공

과 객  경력성공 모두에 정 (+)인 향을 주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

기 때문이다. 

   다섯째,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요인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표 II-2>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연구에서 경력개발의 조직요인으

로 조직특성, 상사지향  행동, 멘토링, 네트워킹, 자원 근가능성, 교육

훈련 로그램 등을 선정하여 경력성공과의 계를 연구하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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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s & Judge(1991)은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요인으로 사회화, 

멘토링, 경력시스템, 상사지원을 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

로 주요한 경력개발의 조직요인으로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를 선정

하 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는 모두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이는 기존

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성별이 경력성공, 조직요인, 개인요인에 미치는 향에 한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성별이 경력 리지원(F=4.124, p=.043), 상사의 지지

(F=4.875, p=.028), 비공식  네트워크(F=7.399, p=.007), 객  경력성공

(F=4.877, p=.028)으로, 총 4가지 변수에 유의수  5%이내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요인  자기경력성찰, 경력계

획, 가족의 지지와 주  경력성공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의 일부를 지지하고 일부는 상이한 결과다. 윤하

나·탁진국(2006)의 연구에서, 상사의 지원, 비공식  인간 계가 주  

경력성공에 미치는 성별의 조 효과를 연구하 는데, 둘다 주  경력

성공에는 향을 미치나 성별의 조 효과는 비공식  인간 계에서만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지원, 비공식  인간

계가 주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동일하나 두 

변수 모두가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드러난 것이 기존의 연구와는 상이한 

이라 할 수 있겠다.

  한 성별이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와 객  

경력성공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나 자기경력성찰, 경력계획, 가족의 지

지와 주  경력성공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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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기존의 연구가 경력성공을 통합하여 

다루거나 주 , 객  경력성공  한가지만을 상으로 연구가 이루

어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볼 수 있다. 남녀

간에 커뮤니 이션, 인 계, 의사결정, 업무시간 외 활동량 등의 차이

가 경력에 한 조직요인에는 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이는  Cannings, Montmarquettee(1991)의 연구에서 남성은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해 공식 인 실 주의 차에 의존하기보다는 비공

식  네트워크에 부분 으로 의존한다고 주장하 으며, 사회  네트워크

에 한 근이 상 으로 불리한 여성은 경력성공을 해 공식 인 교

육훈련이나 명령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 것에서 그 근거를 찾

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조직의 문화를 들 

수 있는데, 조직문화가 성별에 미치는 향에 하여 임희정(2009)은 조

직문화, 멘토링  네트워킹이 여성 리자의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멘토링과 네트워킹이 활발할 경우 경력성공에 유리한 것

으로 밝 졌으며, 민주합리 인 문화는 여성 리자의 경력성공에 정

이었으나 남성 심문화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경력개발에 

한 조직요인들의 성별에 의한 차이가 게 발생이 되도록 이를 완충할 

수 있는 문화 인 근법을 간구할 필요가 있겠다. 를 들면, 퇴근 후 

회식을 이기 한 회식비 지원 축소, 일만이 아닌 가정의 요성에 

한 강조, 치보지 않고 필요한 때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연

캠페인을 통한 흡연자들간의 의사결정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는 여성을 

배려, 근면성이 아닌 정해진 시간 안에 최 한의 성과를 내는 사람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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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재라는 인재에 한 인식의 환 등이 뒷받침이 될 때 조직내 경력

개발에 한 성별에 의한 차이가 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일곱째, 직무와 업종도 경력개발의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었다. 직무가 경력성공, 조직  개인요인에 미치는 향

에 한 연구에서 직무는 경력계획(F=2.663, p=.006)으로, 유의수  1%이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은 자기경력성찰

(F=2.291, p=.036)과 주  경력성공(F=2.158, p=.048)로, 유의수  5%이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와 [그림II-3]의 선

행연구에서 개인-직무 합성  조직/산업특성 변수가 경력성공 미치는 

향이 조사된 이 있으나, 직무가 경력개발의 개인요인인 경력계획에, 

업종이 경력개발의 자기경력성찰과 주  경력성공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다. 이는 새로운 발견으

로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직무와 업종을  객 , 주

 경력성공  조직  개인요인에 미치는 향으로 나 어 검증했다

는 에서 한 이론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추론해보면, 동일한 직무일지라도, 

직무가 속한 업종에 따라 기업문화와 조직 내 일하는 방식  리더의 의

사결정 스타일 등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즉 업종 차이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업종이 가지고 

있는 문화차원의 특징들이 개인의 자기경력성찰에 도움을 주고, 이는 주

 경력성공에도 정 인 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다. 한 업종이 경력개발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할 필요가 있겠다.

  여덟째, 객  경력성공에 향력을 미치는 크기 순으로 경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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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리 지원, 상사의 지지, 가족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 자기경력

성찰이었으며, 주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크기 순으로 상사의 지

지, 경력 리지원, 비공식  네트워크, 자기경력성찰, 가족의 지지, 경력

계획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개발의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이 주  경력

성공과 객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선행연구가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향력의 크기를 통해 경력성공에 향을 미

치는 경력개발이 일어나는 상을 추론해 보는 것도 이론  의의가 있다

고 하겠다. 

  객  경력성공의 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이는 조직내 승진에는 

개인의 경력계획에 한 주 이 분명하고 상사의 지지를 얻어 사내 경력

리지원의 서포트를 받으며 가족이 일에 념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

다는 것을 드러내주며, 비공식  네트워크와 자기성찰은 조직내 승진에

는 상 으로 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경력성공의 

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비공식  네트워크와 상사와 같은 타인에 의

한 인정이 직무와 경력만족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직의 경력 리지원도 이러한 인정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

고 타인의 인정 다음으로 개인의 자기경력성찰이 많은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의 지지는 향력의 크기가 작았는데, 이는 가족이란 개

인에게 당연한 지지세력으로 가족의 인정보다는 타인이 주는 인정을 통

한 만족감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이사항으로는 

객  경력성공에 가장 큰 향력의 크기를 나타낸 경력계획이 주  

경력성공에는 가장 낮은 향력의 크기를 보이고 있다는 으로 추가

인 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85 -

지 까지 논의한 사항을 토 로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주  경력성공과 객  경력성공에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의 조직요인과, 자기경력성찰, 경력계획, 가족의 지지, 비공

식  네트워크의 개인요인이 미치는 향을 반 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는 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 경력성공은 조직특성, 동

기부여, 인 자원 변수 등이 복합 으로 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요인

에만 을 두는 단편  연구보다는 경력성공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기 

해 경력성공의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Schein, 1976;Anderson et al., 

1981). Ferris와 Judge(1991)는 선행연구를 토 로 경력성공도 주  객

 경력성공으로 구분하고,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크게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으로 구분하 다. 그리고 <표 II-2>에서처럼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차원 변수로 는 인 자본, 인구통계  변수, 정치  

행동, 성격특성 등으로 조직차원 변수로는 사회화, 멘토링, 동기부여, 경

력시스템, 상사의 지원의 변수 등으로 분류하 다. 그러나 경력개발의 

개인요인으로 자기경력성찰과 가족의 지지에 한 변인을 선정하여 경력

성공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연구는 없었고, 경력개발의 개인요인과 조

직요인을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으로 경력성공을 나 어 검

증했던 연구가 기존에 없었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

다.

  둘째, 개인요인  비공식  네트워크와 가족의 지지는 객 , 주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며, 조직요인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

가 객 , 주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의 연구결과에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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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가 비교되었다. 직무 련자인 상사와 비공식  

네트워크의 지지가 직무 비 련자(가족)의 지지보다 더 요하다는 기존

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객  경력성공의 경우 상사의 지지 다음으로 

향력이 큰 것이 가족의 지지로 나타났고 비공식 인 네트워크는 그 다음

의 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 성별이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와 객  

경력성공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나 자기경력성찰, 경력계획, 가족의 지

지  주  경력성공에는 유의하지 않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에서 다

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으로 이론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경력개발의 개인요인  자기경력성찰 변인은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한 개념으로 객  경력성공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으나 주

 경력성공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업종도 자

기경력성찰 변인과 유의한 계가 있었다. 한 직무는 경력개발 개인요

인  경력계획에, 업종은 주  경력성공에 유의한 향을 미쳤는데,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 진 사실로 이론  의의가 있다고 하겠

다. 

2.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  개인요인을 알아보

았고, 조직  개인요인이 주  경력성공과 객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도 비교해보았다. 그리고 성별, 직무, 업종의 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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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주 , 객  경력성공과 조직  개인요인  어떤 변인에 

향을 미치는지도 규명해보았다. 

  연구결과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 

 개인변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객  경력성공에는 자기

경력성찰과 비공식  네트워크를 제외한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 가

족의 지지, 경력계획이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주  경력성공에는 

경력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이 모두 유의한 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주  경력성공과 객  경력성공 모두에 유의한 향을 

보이고 있는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 가족의 지지는 경력성공을 

해 조직과 개인이 모두 고려해보아야 하는 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은 경력 리지원과 상사의 지지를 강화하기 한 조직내 구

조화된 로그램을 개발  운 하여 구성원의 경력성공을 도울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가족을 기업의 보이지 않는 이해 계자로 배려하는 기

업의 문화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개인은 조직에서 제공하는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에 련된 구조화된 로그램에 극 참여할 필요

가 있으며 가족의 지원을 받아 조직내 활동에 집 할 필요가 있다. 

  객  경력성공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고 있는 경력계획은 특히 조

직과 개인이 동시에 여하는 활동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며, 구조화의 방

식으로는 이를 한 교육이나 코칭  멘토링 활동 등을 검토해볼 수 있

을 것이다. 경력계획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직무특성 

한 조직내 구조화된 로그램을 개발  운 할 때 같이 고려가 되어

야 하며, 직무특성을 고려한 구조화 방식으로 직무별 선배들과의 커리어 

상담기회 제공  직무별 사내외 롤모델 제시와 같은 인터벤션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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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력성공에만 유의미하게 나온 자기경력성찰과 비공식 인 네

트워크 한 직무만족과 경력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조직은 

자기경력성찰을 도와주는 조직내 구조화된 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개인

은 조직 외에서라도 이를 지원하는 구조화된 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

도 고려될 수 있겠다. 이를 한 조직내 구조화된 방법론으로는 자기경

력성찰을 도와주는 W/S이 포함된 교육과정이나 커리어 코칭과 같은 활

동을 조직에 도입하고 비공식 인 네트워크를 도와주는 조직 내 모임  

조직 외부의 세미나 기회를 지속 으로 제공해주는 것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성별이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완화시키

기 한 조직차원의 구조화된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구조화 방식으로는 성별이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차이에 

한 컨텐츠를 담은 교육과정을 통한 근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업종은 자기경력성찰과 주  경력성공에 유의한 향을 보이고 

있어, 업종이 가지고 있는 문화  특성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

키는가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조직이 구성원의 경력성공을 지원해  때 구성원도 조직과 직무에 몰

입하여 성과가 나게 되므로 우수한 인재를 유지하기 해서는 구성원의 

경력성공을 조직이 도와  필요가 있다. 이를 해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조직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난 모든 요인에 해 조직과 개인이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면 좋

겠지만, 모두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한정된 자원을 효율 으로 

집행하기 해서는 주  경력성공과 객  경력성공에 모두 향을 

미치는 조직요인인 경력 리지원과 상사의 지지에 집 하여 사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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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컨텐츠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우선하여 실행해보는 방식

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가 갖고 있는 교육학 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기업이 구성원들의 경력성공을 지원하기 해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지 활성화를 한 구조화된 로그램을 개발  운 할 필요성이 있음

을 시사하며, 구조화 방법론으로는 다양한 제도 , 교육  지원, 자기경

력성찰  경력계획 수립지원을 한 교육  코칭 기회 제공, 가족을 

배려하기 한 문화차원의 정시퇴근 지원  비공식  네트워크 활성화

를 한 사내외 세미나 기회 지속  제공 등의 활동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구조화된 활동을 하는 것이 곧 인재유지  조직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조직과 개인이 함께 경력이라는 주제

로 성장을 고민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하 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후속연구에 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상이 기업 사무직에 국한되어 있어 소기업과 생산직

을 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경우 다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 

인구통계학  특징에 의한 차이분석에서 직무와 업종이 미치는 향에 

한 결과는 설문부수가 더 늘어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유는 설문응답부수가 250부인데, 업종과 직무는 특정 업종

과 직무에 응답자가 많이 몰리고 그 외의 업종과 직무에는 5-30인 이내

의 소규모의 응답자가 분포한 계로 추후 상자의 규모가 커지면 결과

가 달라질 수도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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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한 제언을 하면 업종과 직무

에 의한 경력개발의 개인변수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에서 직무는 경력계획에, 업종은 자기경력성찰과 주  

경력성공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직무와 업종의 구분이 약 9가지로 

비해 응답자 250명이 9개의 직무와 업종에 고르게 분포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직무 업종별 최소 응답자를 각 30명 이상씩 선정하여 경력

개발의 개인변수에 여 히 유의한지를 검증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연구 상자에 변화를 주어 소기업 근로자 

는 생산직만을 상으로 같은 연구를 진행하여 사무직과 어떤 차이가 있

는지를 검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족의 지지에 한 변

인은 향후 더욱 두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 고령화 사회를 직면하여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 극복

을 한 국가차원에서의 제도와 지원정책이 더 등장할 것으로 상되며, 

이에 기업의 정책에 가족에 한 배려가 있는 기업과 그 지 않은 기업

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상으로 경력개발에 한 인식  상의 차이를 

조사해 보는 것도 필요한 연구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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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내용  통계법 8조에 거하여 이 보장 어 통계 목  이외에는 사용 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  바쁘신 에도 귀 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신데 해 깊

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오직 희 연구목 으로만 사용

되며, 모든 것은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특정 개인이나 기업  조직의 

특성은 로 노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는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  개인요인”을 알아보

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요인으로는 경력 리지원, 상사의 지원의 변인

을 선정하 으며 개인요인으로는 자기경력성찰, 경력계획, 가족지지, 

비공식  네트워크의 변인을 선정하 습니다. 설문지의 어떠한 항목도 

정답은 없으므로 귀하께서 느끼시는 바를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서울 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 공

지 도 교 수 : 오 헌 석

석 사 과 정 : 이  정

연구자 연락처: 010-3357-0761, yjlullu@naver.com

부록1.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  개인요인에 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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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아니다

그 지

않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01

나는 내가 요하게 여기는 직업가치 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2
나는 내가 흥미를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03 나는 나의 강 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4 나는 나의 성격에 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5 나는 과거 내가 한 업무를 잘 기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06
나는 과거 내가 한 업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잘 기

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07
미래에 한 생각을 , 그림   는 화를 통해 밖으

로 표 한다.
① ② ③ ④ ⑤

08 나는 미래의 내 모습을 구체 으로 상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09

나는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구체 으로 생각할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 개인요인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 자기경력 성찰, 경력계획, 가족

의 지지, 비공식  네트워크를 선정하여 이에 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

다.

Ⅰ. 다음은 자기경력 성찰에 련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오른쪽에 ‘∨’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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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아니다

그 지

않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01 나  경 목 는 명 하다. ① ② ③ ④ ⑤

  02 나는 경 목 를 자주 꾸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03 나는 앞  경 에 한 계획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4 나는 경 목 를 이루  한 략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5

나는 경 목 를 달 하  해 엇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항

아니다

그 지

않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01

내가 회사에  공하면, 

나  가족들  나를 자랑스러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02

내가 회사 일  힘이 들 , 

내가 힘이 든다는 것  나  가족들  이해해 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경력계획에 련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하여 귀하

가 동의하는 정도를 오른쪽에 ‘∨’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Ⅲ. 다음은 가족의 지지에 련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하여 귀

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오른쪽에 ‘∨’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족이

란 본인과 2  이내의 계에 있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를 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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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나는 가족들과 회사일과  를 논하면 분이 

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04 나  가족들  나  회사 일에 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05

나  가족들  내가 하는 일에 해 인 태도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6

나  가족들  나  회사일과 하여 논이 필요하면

항상 나에게 시간  내어 다.

① ② ③ ④ ⑤

  07 내가 회사일  가 생겼   가족들  걱  한다. ① ② ③ ④ ⑤

  08 나  가족들  공 하게 집안일  나 다. ① ② ③ ④ ⑤

  09

내가 퇴근이 늦  경우 나는 집안일  맡   있는 

가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업 상 출장  가게 면 나  가족들  집안일  

하는데 힘든 시간  보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  가족들  항상 나에게 가족  한 어떤 것  

해주 를 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  가족들  내가 필요  할  집안일  해결해 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직장에  어 운 일이 있  , 나  가족들  나를 

해  많  집안일  해 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집안일  하  해 많  시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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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아니다

그 지

않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01 나는 회사 내에  폭  인간 계를 맺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2

동료들  내가 다른 회사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03 나는  우리 회사 이외  사람들과 한다. ① ② ③ ④ ⑤

04

내가 하는 사람들  출신지, 학 , 별, 직  

등에  매우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05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외하고는 많  사람들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06 나는 내 직업 분야에   인간 계를 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7

내 주변  사람들  언가 알고 싶  는 나를 

찾아 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비공식  네트워크에 련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하

여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오른쪽에 ‘∨’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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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아니다

그 지

않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01

내가 근 하는 회사는 나에게 나  과를 지속  

알 다.

① ② ③ ④ ⑤

02 내가 근 하는 회사는 인 자원  사  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03

내가 근 하는 회사는 직원  경 개 도를 평가하고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04

내가 근 하는 회사는 새 운 직 회에 한 충분한 

보를 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05

내가 근 하는 회사는 직원들  참여시켜 경 계획  

개 한다.

① ② ③ ④ ⑤

06

내가 근 하는 회사는 공 이 생 면 내부 직원  우  

충원하는 책  채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7

내가 근 하는 회사는 과에 한 보상  른 

승진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08

내가 근 하는 회사는 직원들  체계 인 직  

계획에 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조직요인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조직요인으로 조직문화, 상사의 지지를 선정

하여 이에 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Ⅰ. 다음은 경력 리 지원에 련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오른쪽에 ‘∨’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07 -

항

아니다

그 지

않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01 나  상사는 나  고민에 심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2 나  상사는 내가 말하는 것에 심  갖고 해 다. ① ② ③ ④ ⑤

03 나  상사는 내가 하는 일   도 다. ① ② ③ ④ ⑤

04

나  상사는 내가 다른 직원들과  하여 일  잘 

진행 도  이 어   간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상사의 지지에 련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하여 귀

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오른쪽에 ‘∨’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경력성공

경력성공에 하여 임 , 승진의 객  경력성공과 경력만족과 직무만

족의 주  경력성공에 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Ⅰ. 다음은 객  경력성공에 련된 질문입니다. 

1)임

재 연간 임 총액은? (2012년 기 , 세 임 :보 스/상여/스톡옵션 등 

 인센티  포함 액, 본인과 부부합산이 동일할 경우 같은 액 

2번 기재)

※ 본 문항은 연구결과에 향을 미치는 매우 요한 문항이므로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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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아니다

그 지

않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01

나는 직장경  면에  지 지 내가 이룬 것( 과)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02

경 목  달  면에  지 지 진행  나  직장경 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03

보  면에  볼 , 지 지   진행  나  직장경 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04 승진 면에  볼 , 지 지   진행  나  직장경 에 ① ② ③ ④ ⑤

(1)소득(본인) : ① 4천만미만(   ) ② 4~5천만(   ) ③ 5~6천만(  ) ④ 6

천~7천만(  ) ⑤ 7~8천만(   ) ⑥ 8~9천만(  ) ⑦ 9천~1억(   )  ⑧ 1억~1

억2천(   )  ⑨ 1억2천~1억5천(   )  ⑩1억5천이상(   )

(2)소득(부부합산) : ① 4천만미만(   ) ② 4~5천만(   ) ③ 5~6천만(  ) ④ 

6천~7천만(  ) ⑤ 7~8천만(   ) ⑥ 8~9천만(  ) ⑦ 9천~1억(   )  ⑧ 1억~1

억2천(   )  ⑨ 1억2천~1억5천(   )  ⑩1억5천이상(   )

2)직

① 사원(  )  ② 리(   ),  ③ 과장(  ), ④ 차장(  ) ⑤ 부장 (   ) ⑥ 

임원이상(  ) 

II. 다음은 주  경력성공에 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평소 느끼는 바를 해당하는 칸에 표시(V)해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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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한다.

05

새 운 과 능  면에  볼 , 지 지   진행  

나  직장경 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06

내 인생  다른 부분과 해 볼 , 재    일  

택한 것  나에게 매우 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07 나는 재 하고 있는 업 가 매우 마 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08 나는 나  일에 해 지겹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09

나는 다른 사람에 애 나  업 에 해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하고 있는 업 에 해 미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추어 당한  보 를 

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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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귀하  별 ?   ①   남 ② 여

 02. 귀하  연 ?   

     ① 20        ② 30      ③ 40     ④ 50     ⑤ 60  이상

 03. 귀하  결  는?    ①   미      ②      ③ 타

 04. 귀하  학 ?     

     ① 고졸    ② 졸    ③ 졸    ④ 사    ⑤ 사 

 05. 귀하  가족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06. 귀하   경 ? (약       )

..07. 귀하  이직 횟 는?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이상      ⑤ 0번

 08. 귀하  직 는? 

     ① 략/HR/재    ② 마케팅/ 고/ 보   ③ 역/ 통     ④ 업/고객상담   

     ⑤연구개  ⑥생산 ⑦ 자인 ⑧구매/  ⑨미 어 ⑩ 타(      )

09. 귀하가 속한 회사  업종 ? 

    ① 과학   ② 조   ③ 통    ④ 스  ⑤ 보통신  

    ⑥ 보험 ⑦ 건 토목 ⑧ 공공,사회   ⑨ 미 어  ⑩ 타(      )

※ 다음은 귀하의 일반 인 항목에 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끝까지 설문에 조하여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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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aim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factor which exert an influence on a career success. 

Individual factors consist of self-career examination, career planning, 

family support and informal network. Career success is divided into 

subjective career success and objective career success. In this research, 

it is examined how each factors influence subjective career success and 

objective career success. The subject of study is limited to large 

company white-collar job. 250 copies of Questionnaire are distributed 

and it is verfied by multicenter regression analysis. In advanced 

research, demographic factors(gender, job, industry) are proven by 

multicenter regression analysis to influnce career success.

  This research, three major research problems are selected. First, it 

investigates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factors that influence career 

success. Second, it draw a comparison on the size of influence that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factors could exert between subjective 

career success and objective career success. Third, it investigated 

where demographic factors(gender, job, industry) exert influence on 

subjective, objective career success and organizational, individual factor. 

  First,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factor research 

which influence career success, organizational factors such as support 

on career development and support of superior have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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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n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career success. Also family 

support, which is one of Individual factors, have a meaningful influence 

on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career success. However, other 

individual factors exert influence on only one of subjective or objective 

career success. Self-career examination only influenced subjective 

career success. Career planning only influenced objective career 

success and informal network only influenced subjective career success.

  Second, the research compared the size of influence that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factor could exert on subjective career 

success or objective career success. As a result, it is listed that 

career-planning influence the most and career-development support, 

superior's support, family support and informal network follow in 

consecutive order. In terms of objective career success, suprior's 

support influence the most and career-development support, informal 

network, self-career examination, family support and career-planning 

follow in consecutive order.

  Third, in terms of research problems, the research provides 

difference verification among the 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job, industry which take influence on career success, organizational 

factor and individual factor. The gender figured out to influence 

career-development support, superior's support and informal network.   

Job influence career-planning and industry influence self-career 

examination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According to the research, 

career-development support, superior's support and family suppor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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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 to be a major factor that influence subjective career success 

and objective career success. 

  These factors are important to both organization and individuals. It 

implies that the organization must develope and operate structural 

program. The career-planning, which exert meaningful influence on 

objective career success, must be considered with job-factor(which 

meaningfully influence career-planning) and it is implied that 

organization must support structured program or individuals must 

participate in external programs. The self-career examination and 

informal, which exert meaningful influence on subjective career 

success, must be considered with industry-factor(which meaningfully 

influence self-career examination) and it is implied that organization 

must develope structured program that could support self-career 

examination and informal network. 

  Depend on the research that gender-factor only had meaningful 

influence on career success, intervention within an organization is 

needed to relieve the difference between g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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