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 박사 학위논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구조적 관계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Subjective Career Success, 

Job Autonomy, Job Crafting, and Work Engagement 

According to Female Office Worker’s Perception of Glass Ceiling

in Large Manufacturing Corporations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임 소 현





- i -

국 문 초 록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구조적 관계

교육학 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년

임 소 현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첫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 간의 구조적 모형을 검정하였다. 둘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 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구명하였다. 셋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일 열의가 갖는 매개효과를 구명하였다. 넷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

자의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가 갖는 다중매개효

과를 구명하였다. 다섯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유리천장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구명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이며, 유의표집을 통하여 우리나

라 10대 그룹 내 제조분야 12개의 기업에서 50부씩 총 600명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도구는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유리천장 인식의 측정도구로 구성하

였다.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개

발된 도구를 연구 맥락에 맞게 선정하여 활용하였고, 유리천장 인식은 연구 대상 및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측정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자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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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2019년 4월 15일부터 2019년 5월 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배포된 600부의 설문지 중 

551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 응답, 이상치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52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과 AMOS 21.0 통

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과 t검정, F검정, 

그리고 구조모형에 대한 관계 구명과 집단 간 차이를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및 다중집

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05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

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 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구조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은 변인 간 직접적인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

공의 관계에서 일 열의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는 다중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관계에서 유리천장 인식은 집단 간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는 주관적 경력성공을 설명하기에 적합하

고, 변인 간 구조 관계에 대한 예측 타당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직무자율성

과 직무재창조, 그리고 일 열의는 조직 구성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있어 중요한 예측 변인

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개인에

게 주어진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절

차와 방법,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직 및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직무자율성을 조직 구성원이 인식할 수 있고 스

스로의 의사결정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였을 때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동료 및 상사가 

피드백 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직무재창조를 통해 일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도록 수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수평

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직업세계가 급변하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이 보다 주체적으로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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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직무재창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조직의 직무요구에 

맞춰 수직적 구조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조직 구성원은 일의 의미나 일을 통한 정체성

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조직 구성원에 따라 동일한 일이 주어지더라도 일을 해석하는 방법, 

그 업무에 대한 흥미 정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혹은 숙련 정도, 주도성 등이 다르므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개인 차원의 직무재창조로 조직이 변화해

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유리천장 인식이 높은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경우 

조직 내의 차별로 인해 직무자율성에 대한 인식 혹은 직무재창조 기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신호로 이해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 채용 및 부서배치, 승진, 

그리고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을 인식하게 되면 자신의 경력을 형성하고 

개발하는데 장벽으로 느끼게 되고 자신의 경력목표 실현에 좌절하여 경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게 된다. 여성 근로자가 부당한 조직 내 차별로 인한 도전적인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없도록 아직 뿌리 깊은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고용에 

있어서 평등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차원에서 여

성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 기준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조직에서 함께 여성 근로자의 경력목표를 달성하고 경력 성장

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야 한다. 둘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에

게 부서배치, 승진기회 등을 공정하게 제공하고 모성보호제도와 관련된 복리후생을 실질적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대기업 제조분

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경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중요한 

구성요인이며, 조직 구성원의 여가, 자기개발 등의 개인 시간을 확보하고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는 일의 맥락적인 요인과 함께 여성의 경력유지와 관련된 국외 연구에서 제안했던 것과 같

이 조직 내 자신의 경력을 고무시키고 직무수행 시 격려해주는 멘토 혹은 역할 모델을 가지

고 있는지, 여성 멘토링 활동 유무 및 도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 근로자가 주관적 경력성공을 경험하였을 때 경력목표의 변화, 경력단절 위기 극복, 삶

의 만족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성별 직종 분리를 고려하여 

여성 근로자가 대다수인 집단과 남성 근로자가 대다수인 집단 간 비교 혹은 제조분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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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산직과 사무직 대상 간의 비교,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는 연구,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제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집단 간 비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기혼여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자녀 수, 

막내 자녀 나이, 자녀 돌봄 주체 등을 고려하여 집단 간 차이를 구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유리천장 인식, 구조방정식, 다중매개효과분석, 다중집단분석

학  번: 2016-3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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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고용 환경과 직업 세계, 기업의 경영 환경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고용시장에서의 유연성 확대, 조직 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력에 대한 관점의 전

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력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 개인의 경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 주관적 경력성공이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경력에 대한 관점 변화와 개인의 다양

한 가치관 등으로 인해 경력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이 강조되면서(김희령, 2015; 장은주, 

2002) 개인이 자신의 경력성공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

한 사회적 인식 변화, 교육 기회 확대, 여성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면서 여

성 인력의 경력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김희령, 

2015), 많은 여성이 능동적이고 성공적인 경력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최수정, 정철영, 

2010). 하지만 여성에게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꾸준히 경력을 개발하는 일은 여

전히 도전적인 과제이다(우성미, 최명빈, 2018). 많은 여성이 30대에 결혼, 임신, 출산, 육

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연령대별 고용 패턴은 여전히 M자형 곡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임희정, 이지은, 2017).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여성의 경력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경력

은 사회적 역할을 반영하므로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 있어 여성과 남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강혜련, 조미영, 2007).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을 중

심으로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지

속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조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의 경력을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의 맥락적 차원의 변인을 통해 구명

하는 것이 요구되며, 특히 우리나라 여성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제조분야(약 36.3%) 와 

사무종사자(약 32.9%)를 대상으로(통계청, 2019)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력성공순환 이

론에 따르면, 주관적 경력성공은 조직에서 부여하는 직무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일 경험

을 통해 경력목표를 달성하여 일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표를 수립하

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다(Hall, 1976). 이는 개인이 설정한 

방향으로 경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하며, 조직 차원에서도 우수한 인재 확보 및 유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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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김희령, 2015; 문재승, 2013; 

Herrbach & Mignonac, 2012; Peluchette, 1993; Sturges, 1999).

주관적 경력성공은 개인에 따라 경력성공의 개념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Abele, 

Spurk, & Volmer, 2011; Gattiker & Larwoord, 1988; Higgins, 2001), 이는 일의 맥락

(context of work), 사회문화적 배경(context of society and culture)과 같은 요인에 영

향을 받는다(Mayrhofer, Meyer, & Steyrer, 2007). 그동안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된 선

행연구에서 한 가지 간과되었던 일의 맥락적 차원은 일을 통한 경험이다(이재은, 이찬, 

2016). 그렇기 때문에 조직 상황에서의 맥락적 요인을 고려해보면, 조직 구성원은 그들에

게 직무에 대한 자율과 권한을 부여할 때, 조직 내에서 자기계발과 의미 있는 직무 경험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이찬, 정철영, 나승일, 김진모, 강두천, 2007). 자신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계획, 의사결정,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되면, 개

인은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역량 향상 및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므로 보다 몰입

하고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개인의 경력개발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의 역할은 주로 훈련 횟수, 근속 

연수와 같은 경험의 양(quantity of experiences)을 통해 파악되었지만, 최근에는 경험의 

질(quality of experiences)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van Vianen, de Parter, & Preenen, 

2008). 특히 경력 패러다임과 일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경험의 질은 미래의 

경력성공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이며 자신의 직무를 보다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 행동이 

중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직무요구자원 이론에 따르면, 직무재창조를 하는 조직 구성원은 

소진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에 대한 열의를 높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

다(Tims & Bakker, 2012). 또한, 일 열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과 뿐만 아니라 경력만족

이 높아지고(Burket, Koyunce, Jing, & Kiksenbaum, 2009; Koyuncu, Burke, 

Fiksenbaum, 2006; Saks, 2006) 나아가 가정 및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akker, Shimazu, Demerouti, Shimada, & Kawakami, 2011).

주관적 경력성공을 예측하는 조직 및 일의 맥락적 차원의 선순환 구조에서 가장 큰 구

조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고정관념으로 인한 유

리천장 현상이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경제활동참여 및 기회 영역에서 전체 144개국 가운데 133번째로, 같은 조건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 임금이 절반에 못 미치고,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WEF, 2018). 2017년도 유리천장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국가인 것으로 나타

났다(The Economist, 2018). 유리천장 현상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국가 차원에서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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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활용되지 못하게 되므로 미래 경제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이주희, 

2002). 개인 차원에서도 일에 대한 열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과 나아가 자신의 경력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예측하는 조직 및 일의 

맥락적 차원의 변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구조적 관계를 보고

자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표집의 한계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채용 및 승진 체계가 정

교하게 갖추어져 있고, 민간기업 가운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구조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기업 규모를 

제한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은 다양한 이

론과 실증연구를 통해 유기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구명하고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직

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어지는 자율성과 이를 기반으로 보다 즐겁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인이 주도적으로 과업의 방법, 범위, 직무자원과 요구의 균형 등을 변화시키

는 행동, 그리고 이를 통한 일에 대한 열의를 종합적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구조적 관계

에서 보이지 않는 조직 내 채용 및 부서배치, 승진 및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과 낮게 인식하는 집단의 차이를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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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

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관계를 구명하고,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

석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목표

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

조 및 일 열의 간의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고, 설정한 모형이 변인 간 구조적 관

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한다.

둘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

적 경력성공 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일 열의가 갖는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가 갖는 다중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다섯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

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구명한다.

3. 연구의 가설

이 연구의 목적과 연구목표에 따라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 1.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

창조 및 일 열의 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변인 간 구조 관계를 예측하

기에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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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

관적 경력성공은 변인 간 직접적인 정적 영향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1.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은 직무재창조에 직접

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은 일 열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일 열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일 열의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

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

에서 일 열의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1.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은 일 열의를 매개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

에서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는 다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4-1.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은 직무재창조와 일 열

의를 매개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

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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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는 자본금이나 종사원의 수 따위의 규모가 큰 조직

의 제조분야에 종사하며 사무실 내에서 조직의 경영 활동을 위한 계획·실행·평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평가·보관·검색,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연구 등의 활동을 총괄

적으로 수행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여성 근로자를 의미한다.

나. 주관적 경력성공(Subjective career success)

주관적 경력성공은 현재까지의 경력 또는 개인의 경력 목표, 경력에 대한 기대감,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른 스스로의 심리적 평가(이은숙, 2016; Greenhaus, Parasuraman, & Wo

rmley, 1990; Heslin, 2005; Judge, Cable, Boudreau, & Bretz, 1995; Seibert, Crant, & 

Kraimer, 1999; Seibert, Kraimer & Liden, 2001)이며, 이 연구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은 

모든 경력에서의 성공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합한 개념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일과 

관련되어 경험하는 경력에 대한 성취감, 앞으로 개인의 고용가능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일

과 일 외적인 요인 즉,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주관적 경

력성공은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일과 삶의 균형으로 구성된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수준은 

남중수(2014)의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직무자율성(Job autonomy)

직무자율성은 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

과 업무 수행 방식, 일정 조율, 목표 수립 등의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

유, 독립성 및 재량권에 관하여 조직이 부여한 권한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직무

자율성은 업무계획 자율성, 의사결정 자율성, 업무방식 자율성으로 구성된다. 직무자율성

의 수준은 Morgeson & Humphrey(2006)가 개발한 WDQ(The Work Design 

Questionnaire)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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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무재창조(Job crafting)

직무재창조는 조직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간의 균형을 만들어 나가

고 자신의 선호, 동기 등을 맞추면서 더욱 의미 있고 즐겁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도

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직무재창조는 구조적 직무자원 증

가,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로 구성된다. 직무

재창조의 수준은 Tims & Bakker(2012)의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일 열의(Work engagement)

일 열의는 조직 구성원이 일을 수행할 때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활력과 함께 일에 전념하며 몰두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일 열의는 활력, 전

념, 몰두로 구성된다. 일 열의의 수준은 Schaufeli, Salanova, Gonzalez-Roma, & 

Bakker(2002)가 개발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바. 유리천장 인식(Perceived glass ceiling)

유리천장 인식은 여성 근로자가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 채용 및 부서배치, 

승진, 모성보호제도 등과 관련된 복리후생 등에서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차별과 역할과 임

무가 제한되어 이로 인해 관리직 혹은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인식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유리천장은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승진 차별, 모성

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로 구성된다. 유리천장 인식 수준은 민정아(2010)의 측정도

구에 연구자가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측정도

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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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유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를 갖는다. 연구 대상의 

모집단이 우리나라 전체 여성 근로자를 모두 포괄하여 표집으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통계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자료 수집에 현실적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고 목표 모집단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이 연

구의 결과를 전체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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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

가. 여성의 경력

1) 여성의 생애 및 경력단계

초기 경력 단계 관련 연구에서는 경력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전문성, 역할 및 시기에 따른 심리적 이슈에 대하여 4단계로 구분하였다

(Dalton, Thompson, & Price, 1977). 이후 연구에서는 연령을 기반으로 한 경력단계 모

델을 개발하였다(Feldman & Arnold, 1978; Levinson, 1986; Schein, 1978; van Maanen 

& Schein, 1977). 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연령 집단에 따라 경력단계를 구분하고 해당 

단계에서의 직업경력 과제와 심리적 이슈를 제시하고 있다(<표 Ⅱ-1> 참조).

연령 집단 경력 단계 직업경력 과제 심리적 이슈

15-22세
경력

이전
탐색

� 올바른 직업 찾기

� 적절한 교육 받기

� 자신의 욕구 및 흥미 발견하기

� 자신의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자기 평가 개발하기

22-30세

초기

경력

시도

� 첫 번째 직업 갖기

� 매일 똑같은 일하는 

생활(routine)과 상사에 

적응하기

� 자신감 기르고, 미숙한 경험 

극복하기

� 직장에서 타인과 함께 지내는 

방법 배우기

30-38세 확립

� 전문성 확보/선택하기

� 조직에서의 독립적인 기여자로 

성장하기

� 직업 및 조직몰입 수준 

결정하기

� 처음 맡은 독립적인 프로젝트 

및 업무에서의 실패 극복하기

38-45세

중기

경력

전환

� 자신의 역량, 재능, 흥미 등을 

재평가하기

� 한 사람의 멘토가 아닌 여러 

사람의 멘토가 되는 준비하기

� 자신의 포부와 관련하여 진행 

과정 재평가하기

� 일-삶에서의 갈등 해결하기

45-55세 성장

� 멘토가 되기

� 더 많은 영역에서의 책임감을 

갖기

� 조직에서 고속 승진하는 후배에 

대한 경쟁심 및 분노 조절하기

� 지혜에 바탕을 둔 경험을 

즉각적인 기술적 스킬로 

대체하는 방법 배우기

<표 계속>

<표 Ⅱ-1> 연령 집단에 따른 경력단계 및 단계별 과제와 심리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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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집단 경력 단계 직업경력 과제 심리적 이슈

55-62세

후기

경력

유지

� 조직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결정하기

� 정치적 및 공적 부분에서 

조직이 더 넓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기

� 자신의 경력보다는 조직의 

복지에 주요 관심을 두기

�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않으면서 

중요하거나 정치적인 결정 

내리기

62-70세 쇠퇴

� 미래에 조직을 이끌어 갈 후배 

기르기

� 책임 및 권력에 대한 수준이 

감소하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 일 이외의 삶의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 찾기

� 일과 관계없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기

출처: Feldman, D. C. (1988). Managing Careers in Organizations. Scott Foresman & Company. 

pp. 14-15. 재인용.

<표 Ⅱ-1> 계속

연령을 기반으로 한 경력단계 모델은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직업경력 과제 및 심리적 

이슈를 연령 및 경력단계별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성인기 생애 단계에서 중

요하게 다뤄져야 할 결혼과 부모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

서 이후 연구들에서는 연령, 가족의 유형과 가족의 요구와 일에서의 요구를 통합하는 과정

이 심리적 발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인기 생애 단계를 고려한 경력단계를 다음의 

<표 Ⅱ-2>와 같이 제시하였다.

연령 집단 경력 단계 생애 단계 가족 역할 심리적 이슈

15-22세
경력

이전
탐색 청소년 독립적인 성인

� 부모와 선생님으로부터 자아 

정체성을 분리하고 발달시키기

� 타인으로부터의 감정적인 

지지의 필요성과 독립의 필요성 

균형 맞추기

22-30세

초기

경력

시도 성인기로 전환 결혼한 성인

� 친밀한 인간관계 발달

� 배우자와의 일상생활, 가족 

가치관,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몰입 형성하기

30-38세 확립 초기 성인기
어린 자녀의 

부모

� 부모로서의 감정적 요구 

적응하기

� 아이들의 요구 내에서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 

유지하기

<표 계속>

<표 Ⅱ-2> 생애 및 경력단계에 따른 가족 역할 및 심리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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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집단 경력 단계 생애 단계 가족 역할 심리적 이슈

38-45세

중기

경력

전환 중년기로 전환
청소년 자녀의 

부모

� 현재 가치와 몰입에 대한 

재평가하기;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감정이 생김.

� 청소년 자녀를 향한 복합적인 

감정 다루기

45-55세 성장 중년기
성인기 자녀의 

부모

� 자녀보다는 배우자와의 깊은 

관계 형성하기

� 부모님의 노화 및 죽음과 

자녀들의 출가에 대한 상실감 

적응하기

55-62세

후기

경력

유지 노년기로 전환
어린 손자의 

조부모

� 일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취미, 활동, 

모임을 만들기

� 자녀들의 새로운 독립을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주기

62-70세 쇠퇴 노년기

청년기 손자의 

조부모

/배우자가 없는 

상태

� 배우자의 죽음 혹은 질병 

등으로 죽음에 대한 자각이 

증가함으로 이에 대한 생각 

정리하기

� 자기 삶의 선택에 대한 감정 

되돌아보기

출처: Feldman, D. C. (1988). Managing Careers in Organizations. Scott Foresman & Company. 

pp.18-19. 재구성.

<표 Ⅱ-2> 계속

앞서 제시한 두 모델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생애 단계와 경력단계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고(Gallos, 1989), Levinson(1978; 2011)은 초기 성인기의 남성들은 경력성공을 

추구하는데 큰 관심을 두지만, 초기 성인기와 중년기로 전환하는 시기의 여성은 경력과 가

정 등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을 둔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 유형은 다양하고 

이로 인해 남성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경력단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연구에서도 여성의 생애 단계를 가족 주기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가족 주기는 가

정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해체되는 시기까지를 지칭하는 것으로써 자녀 출산, 양육, 교육, 

자녀 독립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성의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다

(김성희, 1996; 표영희, 1997). 일반적으로 가족 주기는 신혼기,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자

녀 교육기, 자녀 성년기, 자녀 결혼기로 구분된다(유영주,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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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황수경(2003)은 어머니의 역할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욕구가 

달라지므로 막내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생애 단계를 구분했다. 1단계는 결혼 직후부터 

첫 자녀 출생 이전까지의 시기이며, 2단계는 출산 직후의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 3단

계는 막내 자녀가 만 2세의 영아기를 벗어나 초등학교 졸업까지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4

단계는 막내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시기이며, 5단계는 자녀가 결혼하면서 가족

이 재편되는 시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 단계와 경제활동참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

는데, 1단계를 지나 출산 직후의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2단계에 이르면 급격한 경제활동

참가율의 감소가 나타나며, 구직희망 비율도 매우 낮아진다고 보았다. 이는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더욱 크기 때문에 경제활동참여 동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에 3단계인 막내 자녀가 만 2세의 영아기를 벗어나 초등학교 졸업까지의 시기가 되면 경

제활동참여가 증가하게 되는데, 취업자보다는 실업자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4단계와 

5단계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취업하지 못하고 실망실업자

가 되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가율(2007)은 여성의 결혼과 연령을 기준으로 30대 미만을 미혼 및 기혼 청년기, 

30~44세를 자녀 양육기, 45~64세를 중·고령기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혼 및 기

혼 청년기는 혼인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시장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고용

상태 변화에 있어서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노동시장 결속력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자녀 양육기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현상으로 인하여 경제실업자와 순수비경제활

동인구가 구분되지 않아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고령기의 여성은 취업 의지는 높으나 노동시장에 진입보다는 퇴출의 현상이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생애 단계 유형과 그 기준을 종합한 표는 다음의 

<표 Ⅱ-3>과 같다.

연구자 기준 생애 단계 유형

유영주(1984)
결혼, 출산,

육아, 자녀교육

� 신혼기

� 자녀 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성년기

� 자녀 결혼기

황수경(2003)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 역할

� 1단계: 결혼 및 출산 전

� 2단계 출산 직후(경력단절)

� 3단계: 막내 2세~초등학교 졸업 전(재취업)

� 4단계: 막내 중학교 입학 이후(실망실업)

� 5단계: 자녀의 결혼(실망실업)

<표 계속>

<표 Ⅱ-3> 연구자별 기준에 따른 생애 단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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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기준 생애 단계 유형

김가율(2007) 결혼, 연령

� 미혼 및 기혼 청년기: 30대 미만

� 자녀 양육기: 30~44세

� 중·고령기: 45~64세

출처: 임현선. (2013).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본 한국 여성 생애단계 유형별 경력전환 결정요인 

분석. p.18. 재구성.

<표 Ⅱ-3> 계속

2) 여성의 경력패턴 유형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남성에 비해 복잡한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직업사(work history)

를 가진다고 밝혀져 왔다(Moen, 1985; Super, 1957). Lee(1994)는 여성의 경력과 관련

하여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을 규명하였는데 첫째, 여성이 여전히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책

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력패턴은 여전히 자녀 양육(child rearing)에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와 경력 관련 활동 시기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셋째, 일과 가정생활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는 것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을 현재까지의 경력과 앞으로의 경력 일과 일 외

의 생활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 생애 관점에서 직업과 생활 영

역에서 여러 역할과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Super(1957)의 연구를 

시작으로 Ginzberg(1966), Gerson(1985), Lee(1994), Hakim(2000), Huang, El-Khouri, 

Johansson, Lindroth, & Sverke(2006) 등의 연구에서 여성의 경력패턴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정의 및 특징을 제시하였다. 경력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비교적 최신의 

연구 3편인 Lee(1994), Hakim(2000), 그리고 Huang et al.(2006)의 연구를 중심으로 자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e(1994)는 45명의 북아메리카 전문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일

과 삶의 균형에 관한 3개의 차원(dimension)과 6가지 유형(pattern)을 제공하였다. 3개의 

차원은 1)자녀 출산 시기(timing of childbirth), 2)자녀 양육의 관여 정도(involvement in 

child care), 3)일-가정생활 참여 정도(family over the life course and involvement in 

paid work over the life course)이며, 이에 따라 구분된 6가지 유형 및 내용은 다음의 

<표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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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① 조기 경력 중심 성향 유지형

  (early career orientation sustained)

� 자신의 직업경력에 높은 수준으로 

몰입하지만, 가정에서의 역할은 낮게 

몰입하는 유형

② 조기 경력 중심 성향 조정형

  (early career orientation modified)

� 초기에는 직업경력에 높은 수준으로 

몰입하지만, 이후에는 가정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직업경력을 

조정하면서 수행하는 유형

③ 조기 경력-가족 중심 성향 조합형

  (early career and family orientation combined)
� 입직 초기부터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참여를 상호 조절하는 유형

④ 경력-가족-경력 순차형

  (sequencing: career-family-career)

�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력단절이 

이루어지지만,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유형

⑤ 가족-경력 순차형

  (sequencing: family-career)

� 일찍 결혼하여 출산과 자녀 양육을 마친 

후에 입직하여 높은 수준의 경력 몰입을 

보이는 유형

⑥ 조기 가족 중심 성향 유지형

  (early family orientation sustained)
� 처음부터 가정생활에 높은 수준으로 

몰입하는 유형

출처: Lee, M. D. (1994). Variations in career and family involvement over time: Truth and 

consequences. In M. J. Davidson & R. J. Burke (Eds.), Women in management: current 

research issues (pp. 242-258). London: Paul Chapman. 재구성.

<표 Ⅱ-4> 연구자별 기준에 따른 생애 단계 유형

특히 이 연구를 통해 6가지 경력패턴 유형은 경력 성공(career success), 경력 만족

(career satisfaction), 심리적 행복(psychological well-being) 등의 경력 관련 영역과 결

혼생활의 질(quality of marriage), 부모-자녀의 관계(parent-child relations), 자녀의 행

복(children’s well-being) 등 가정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akim(2000)은 여성의 경력패턴 유형이 여성의 선호와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

하면서, 1)가족 중심형(home-centered), 2)일 중심형(work-centered), 3)적응적

(adaptive) 유형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제시하였다.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정 

중심형은 결혼 후 가정 역할에 우선권을 두고 충실하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유급노동을 기피한다. 일 중심형은 가정에서의 역할에 충실하다가 어느 순간 직

업 역할로의 변동이 이루어지는데, 이 유형에 해당하는 여성은 기혼이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돌봐줄 시설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적응적 유형은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에서 모두 시간과 노력을 원하는 유형으로 어느 국가든 전체 여성의 3분의 2정도

가 이 범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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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ng et al.(2006)은 16세~43세에 걸친 549명의 스웨덴 여성의 직업 패턴을 분석하

여 총 8개의 경력패턴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경력패턴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7가지의 경력 

관련 활동 안에서 어떠한 순서로 얼마나 유지했는지에 관한 배열을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

하였다. 7가지 경력 관련 활동은 1)전일제 근로(full-time work), 2)시간제 근로

(part-time work), 3)자녀 양육(parental leave), 4)학업(study), 5)근로와 학업 병행

(work and study), 6)비근로(unemployment), 7)해당 없음(unclassified)이며, 9개의 경력

패턴은 크게 전일제 근로 집중형, 시간제 근로 집중형, 비근로 집중형으로 요약할 수 있

다. 보다 구체적으로 9가지 유형과 그 내용은 다음의 <표 Ⅱ-5>와 같다.

구분 내용

전일제 근로 집중형

① 전일제 근로형(full timers) � 전 생애에 걸쳐 전일제 근로에 몰입하고, 여성의 

생애 사건으로 인한 경력 공백이 거의 없는 유형

② 경력 중심형(career-oriented)
� 오랫동안 학업을 지속한 후, 전일제 근로에 

몰입하지만, 여성의 생애 사건으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시간제 근로를 경험하는 유형

③ 조기 출산 후 전일제 근로형(early 

mother full-time)

� 매우 이른 나이에 결혼 및 출산을 경험하여 자녀 

양육으로 인한 공백 기간이 제일 길지만, 자녀 

양육 이후 전일제 근로에 몰입하는 유형

④ 일하는 어머니형(working mother)
� 매우 이른 나이에 전일제 근로를 시작하지만 

30세 이후에 여성의 생애 사건 등의 이유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는 유형

시간제 근로 집중형

⑤ 늦은 가족 구성형(delayed family 

builders)

� 졸업 후 전일제 근로를 하다가 늦은 나이(33세 

이후)에 여성의 생애 사건으로 인해 경력이 잠시 

단절되지만, 다시 시간제 근로로 복귀하는 유형

⑥ 조기 출산 후 시간제 근로형(early 

mother part-time)

� 졸업 후 전일제 근로를 하다가 매우 이른 

나이(21세경)에 결혼 및 출산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자녀 양육 이후 다시 시간제 

근로로 복귀하는 유형

⑦ 조기 가족 구성형(early family 

builders)

� 졸업 후 전일제 근로를 하다가 6유형보다는 

늦고 5유형보다는 빠른 시기에(27세경) 여성의 

생애 사건을 경험하며 이후에 시간제 근로로 

복귀하는 유형

⑧ 스칸디나비안 가족 

구성형(scandinavian family builders)

� 북유럽 복지 시스템이 반영된 유형으로 전일제 

근로→여성의 생애 사건/경력단절→시간제 

근로→전일제 근로의 순서에 해당하는 유형

<표 계속>

<표 Ⅱ-5> 연구자별 기준에 따른 생애 단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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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근로 집중형

⑨ 비근로형(not-employed)
� 전 생애에 걸쳐 한 번도 근로를 경험하지 않거나 

아주 짧은 기간만 시간제 근로를 경험한 

유형(가정생활에 주된 역할)

출처: Huang, Q., El-Khouri, B. M., Johansson, G., Lindroth, S., & Sverke, M. (2006). Women’s 

Career Patterns: A Study of Swedish women born in 1950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0(3), 387-412. 재구성.

<표 Ⅱ-5> 계속

3) 여성의 경력 관련 이론

여성의 생애 사건 혹은 경력단계에 따라 일과 관련하여 개인의 주된 역할이나 역할에 

대한 주관적 지향점이 바뀌는 것을 여성의 경력전환이라 일컫는다(Fernandez, Fouquereau 

& Heppner, 2008). 여성이 경제활동참여를 선택할 경우 취업 또는 노동시장 재진입이라

는 결과로 나타나 ‘학교에서 일터’ 또는 ‘가정에서 일터’로 경력전환이 발생한다. 반면, 여

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비경제활동 또는 경력이탈이라는 결과가 나타나 ‘학

교에서 가정’으로 또는 ‘일터에서 가정’으로 경력전환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여성의 경력전환 중 경력이탈과 노동시장 재진입은 여성의 생애 사건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경력전환 현상이다. 즉, 가정 및 사회에서의 역할 중요도에 따라 주요한 

역할을 해나가는 과정이 전환되는 것으로 여성이 생애 사건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경력이

탈과 노동시장 재진입은 ‘일에서 가정’으로 또는 ‘가정에서 일’로 주된 역할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Bobek & Robbins, 2005; Fouad & Bynner, 2008; Killy & Borgen, 2000).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여성 경력 관련 이론으로는 성역할 이론이 있다. 생애주

기가 여성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시작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가족 내 역할에 초점을 두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관해 

설명하는 성역할 이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역할이란 성별에 따라 문화권 내에서 인식

되고 기대되는 생활양식, 태도, 인성 등을 포함하는 행동기준을 말한다(조윤경, 1988). 이

러한 성역할 태도는 사회적 역할 구분의 개념으로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본

질적으로 이분화된 것이며, 성에 의해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전통적 태도라고 보

고, 역할이 성에 의해 고정된 것이 아니며 융통성 있게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현대적 태도를 가졌다고 보는 개념이다.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은 여성의 가정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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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강조하여 경력이탈을 촉진하며, 이로 인하여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유휴인력이 되고,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 내에서 가사, 양육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만든다(송은경, 2008). 즉,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이라면 여성의 가정 내 역할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경제활동참여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하여 경력이탈이 촉진되고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의향은 매우 낮아

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교육 수준, 경제활동참여 여부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애란, 2010). 성역할 이론에 따르면, 경제활동참여

는 개인의 주관적 태도에 기인한다고 보며, 성역할 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생애주기, 연령, 교육수준 등의 다른 제약 조건들과는 독립적으로 여성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Bielby, 1992).

두 번째 이론은 만화경 경력 이론(kaleidoscope career theory)으로 Mainiero & 

Sullivan(2005; 2006)이 여성의 경력 관련 독특한 의사결정 양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이론을 정립하였다. 만화경의 통을 흔들 때마다 바닥의 무늬가 달라지듯이 여성은 경력과 

관련하여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생애주기에 따라 각기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만화경 경력 이론에서 여성의 초기 경력에는 도전(challenge), 중기에

는 균형(balance), 후기에는 진정성(authenticity)이 주요 의사결정 요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초기 경력 여성에게 선택한 경력이 충분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항이다. 남성 근로자는 조직에서 어떤 일이라도 하다 보면 임금 상승, 승진 등의 보상이 

따르지만, 여성 근로자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전적인 업무 기회가 조금 주어지고 승

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여 도전 요인에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 경력 중기에는 선택한 

경력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삶의 균형의 가능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고, 이 때 여

성의 생애 단계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과 맞물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경력 후기에는 선택한 경력이 나의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통해 여성은 경력을 선택할 때, 삶 전체의 조화와 통합을 지향하고 여성의 생애 단계와 관

련된 이슈, 관련된 사람들을 고려함으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4) 여성의 경력 관련 선행연구

여성의 경력 관련 선행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논의, 관점 및 

주제로 연구되었다. 선행연구는 크게 경력유지의 배경 및 요인, 경력단절의 원인과 영향,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 및 방안 등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

이 주관적 경력성공을 통해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의 맥락적 차원에서 관계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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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근거하여 경력유지의 배경 및 요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고학력 여성들을 중심으로 점차 결혼과 출산을 당위적인 것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인식

하는 경향이 나타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취업환경을 제공하는 노동시장 위치, 즉 전문직, 공공기관, 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연속적 경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력에 대한 태도와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

히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경력유지를 위해서 자녀 양육이 여성의 일만이 아니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기혼여성들이 가사 노동 및 양육에 따른 부담을 갖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국가 및 조직 차원에서 복리후생제도 필요성을 다수의 연구에서 강조하였다(박시내, 

2009; 성미애, 옥선화, 2006; 신경아, 2010; 이미영, 2003; 임이란, 2006). 

박기남(2007)은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전문직 여성의 노동 경험을 구술 생애사로 

접근하여 일과 가정의 영역의 관계가 시기별, 세대별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며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직 여성이 남성중심적 조

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성보다 더욱 일 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만, 남성과 같아

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좌절하게 된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을 위하여 가정

을 소홀하게 대하거나 가정을 위해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력유지와 관련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여

성 근로자의 특성 및 경력을 지속하는 방법을 유형화하고 있었다(Bennetts, 2011; 

Gomez, Fassinger, Prosser, Cooke, Mejia, & Luna, 2001; Kerstin, 2006; Levinson, 

1978; Richie, Fassinger, Linn, Johnson, Prosser, & Robinson, 1997; Schlosser, 2001).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첫째, 개인 차원에서는 일과 가정에서의 다중역할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비전통적인 배우자를 선택하고 둘째, 직업 차원에서는 자신의 경력을 고무시키고 격

려해주는 멘토나 역할 모델이 있을 때 경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

째, 이들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독서 등의 여가 생활 또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력유지 배경에는 국가의 문화적 배경과 성장기 경험이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성평등의 역사가 긴 핀란드에서는 어려서

부터 부모에게 성공 혹은 성취에 대한 인정과 격려를 통해 일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경력을 유지하며 개발할 수 있는 기회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권한이 남성

보다 미약한 라틴 문화권에서 성장한 여성은 어려서 부모로부터 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여 좌절을 경험했거나 성취에 관한 중의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 19 -

가사 노동에 대한 태도도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핀란드 여성은 남편의 육아

와 가사 분담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라틴계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비전통적 남편

을 만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 

우리나라는 라틴 문화권과 유사하게 가족 응집력이 강하고 남성의 권한이 큰 가부장적 

사회이다. 경력을 유지하는 여성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 방식과 일과 결혼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내면화되었는지, 또한 이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무엇인지 등 경력유지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을 탐색하는 것은 모성보호권과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주요한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여성의 경력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개인 차원의 요인을 구명하는 시

도는 있었지만, 일의 맥락적 차원에서 여성의 경력유지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경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

는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라는 일의 맥락적 측면에서 구명

하고자 한다.

나.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 개념 및 특징

1)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개념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대기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전적 의미에서 대기업이란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따위의 규모가 큰 기업을 

의미한다. 법적 의미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

거하여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자산총액이 약 10조원 이상이거나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이다.

다음으로 제조분야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에서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

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

시키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

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 활동으

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 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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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제조업 분야는 식료품 제

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

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펄프, 종

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

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34개의 중분류로 구분된다.

그리고 사무직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책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말한다. 전통

적인 입장에서 사무직은 사무실에서 하는 문서의 생산, 검색, 유통 및 보존을 중심으로 하

는 서류 작업 또는 무엇을 읽고, 쓰고, 계산하는 서기적인 일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최근

에는 사무직 근로자를 ‘조직 내 규정·지침 또는 조직 내 의사결정권자의 지시와 권한위임

에 기초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전체 또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계획·실행·평

가 업무에 필요한 문서처리, 커뮤니케이션, 정보관리, 의사결정 활동을 사무실 내에서 지

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찬, 정철영, 나승일, 김진모, 강두천, 2008). 

이광재, 김길현, 김상진, 오창섭(2002)은 단순 사무뿐만 아니라 경영 활동에 필요한 제반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평가·보관·검색하는 활동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

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에서 책상에서 문서 작업을 중심으로 

직무수행하는 사람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무실 내에서 경영 활동에 필요한 계

획·실행·평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평가·보관·검색,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등

의 활동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근로자의 정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근로

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

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의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두 가지 정의를 통해 살펴본 여성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

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로 인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는 자본금이나 종사원의 수 따위의 규모가 

큰 조직의 제조분야에 종사하며 사무실 내에서 조직의 경영 활동을 위한 계획·실행·평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평가·보관·검색,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연구 등의 활동

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여성 근로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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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특징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통계청 자료를 통해 우

리나라 일하는 미혼 및 기혼여성의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력단절여성

2009년부터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

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2년에는 50.1%로 15세 이상 여성 인구의 절반 이상 경제활동

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9). 하지만 이 수치는 취업자와 실업자 합계

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여성 취업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OECD(2018)의 자료를 통해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

가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보육 돌봄 인프라 강화,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등 4대 영역 

및 10개 중점 과제를 구성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통계청(2018)에서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 보

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 대비 0.1% 상승한 

56.1%였고, 기혼여성은 전년 대비 0.7% 상승한 63.4%였다. 기혼여성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2%로 전년 대비 0.6% 상승하였다. 미혼여

성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0.3% 상승한 51.4%였고, 기혼여성은 전년 대비 0.6% 상승한 

61.6%였다. 기혼여성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56.7%로 

0.6% 상승하였다.

반면에 15세 이상 54세 이하의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의 수는 2018년 4월 기

준 184만 7천명(20.5%)이며, 연령별로는 30세 이상 39세 이하가 48.0%로 가장 많고, 이

어서 40세 이상 49세 이하가 35.7%로 높았다. 2017년도에 비해 15세 이상 54세 이하의 

기혼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수는 감소했지만 경력단절여성의 수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6> 참조).



- 22 -

구분 2017년 2018년

15세 이상 54세 이하의 기혼여성 9,159 9,005

비취업여성 3,574(39.0) 3,457(38.4)

경력단절여성 1,831(20.0) 1,847(20.5)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주) 단위: 천명(%)

<표 Ⅱ-6> 경력단절여성 규모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으로 구분되는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미취한 자녀를 돌보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지속적인 상승

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Ⅱ-7> 참조).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결혼 911(46.0) 834(38.4) 767(37.0) 668(34.7) 633(34.5) 634(34.3)

임신·출산 418(21.1) 440(20.4) 505(24.3) 505(26.3) 454(24.8) 445(24.2)

육아 578(29.2) 632(29.3) 618(29.7) 578(30.0) 586(32.0) 619(33.5)

자녀교육 74(3.7) 94(4.3) 82(4.0) 81(4.2) 77(4.2) 71(3.8)

가족돌봄 - 164(7.6) 103(5.0) 93(4.8) 82(4.5) 78(4.2)

전체 1,980 2,164 2,073 1,924 1,831 1,847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주1) 2014년 조사부터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가족돌봄’이 추가되었음.

주2) 육아: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일, 자녀교육: 초등학교 자녀교육에 한 함.

주3) 단위: 천명(%)

<표 Ⅱ-7> 경력단절여성 사유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54세 기혼여성 취업자 554만 9천명 가운데 경력단절의 경험이 

있는 여성은 208만 3천명으로 37.5%를 차지하였고, 40~49세(46.7%), 30~39세(26.5%), 

50~54세(23.9%), 30세 미만(2.9%) 순이었다. 여성 취업자의 경력단절 경험 사유를 연령

에 따라 살펴보면 30세 미만은 결혼(45.2%),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임신·출산(38.7%), 

40세 이상 49세 이하는 결혼(37.5%). 50세 이상 55세 미만 역시 결혼(40.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8> 참조).



- 23 -

구분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전체

30세 미만 28(45.2) 21(34.6) 9(15.1) 0(0.7) 3(4.4) 61(2.9)

30~39세 189(34.2) 213(38.7) 99(17.9) 24(4.4) 27(4.8) 552(26.5)

40~49세 365(37.5) 241(24.8) 130(13.4) 85(8.7) 152(15.6) 973(46.7)

50~54세 201(40.4) 83(16.6) 45(9.1) 34(6.9) 134(27.0) 497(23.9)

전체 782(37.5) 559(26.9) 283(13.6) 144(6.9) 316(15.1) 2,083(100.0)

자료: 통계청. (2018). 지역별 고용조사.

주1) 육아: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일, 자녀교육: 초등학교 자녀교육에 한 함.

주2) 단위: 천명(%)

<표 Ⅱ-8> 연령에 따른 여성 취업자의 경력단절 경험 사유

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성 취업자 현황

자녀 수 및 막내 자녀 나이에 따른 고용률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Ⅱ-9>와 같다. 자

녀 수가 1명일 때 고용률이 57.9%, 2명일 때, 56.2%, 3명 이상인 경우 52.1%로 나타나 

자녀 수가 적을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막내 자녀 나이가 6세 이하일 경우 여

성의 고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2017 2018년

고용률 고용률 증감률

자녀 수

1명 57.9 57.9 0.0

2명 55.6 56.2 0.6

3명 이상 49.3 52.1 2.8

전체 56.1 56.7 0.6

막내 자녀 나이

6세 이하 46.4 48.1 1.7

7세 이상 12세 이하 60.1 59.8 -0.3

13세 이상 17세 미만 67.8 68.1 0.3

전체 56.1 56.7 0.6

자료: 통계청. (2018).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 p. 4. 재구성.

주1)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음.

주2) 단위: %, %p

<표 Ⅱ-9> 자녀 수 및 막내 자녀 나이에 따른 여성의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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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연령에 따른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4월 기준 

40세 이상 49세 이하 150만 5천명(52.4%), 30세 이상 39세 이하 111만 5천명(38.8%), 

50세 이상 55세 미만 15만 8천명(5.5%), 30세 미만 9만 4천명(3.3%)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하면 다음의 <표 Ⅱ-10>과 같다. 

연령
2017년 2018년

취업자 취업자 증감 증감률

30세 미만 94(3.3) 94(3.3) -1 -0.8

30세 이상 39세 이하 1,108(38.2) 1,115(38.8) 7 0.6

40세 이상 49세 이하 1,543(53.3) 1,505(52.4) -39 -2.5

50세 이상 55세 미만 152(5.2) 158(5.5) 6 3.9

전체 2,897(100.0) 2,871(100.0) -27 -0.9

자료: 통계청. (2018).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 p. 5. 재구성.

주) 단위: 천명(%)

<표 Ⅱ-10> 연령에 따른 여성 취업자 규모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자녀 수에 따른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4월 

기준 자녀가 1명인 경우는 137만 8천명(48.0%), 2명은 127만 9천명(44.6%), 3명 이상

인 경우는 21만 4천명(7.4%)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하면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여성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11> 참조).

자녀 수
2017년 2018년

취업자 취업자 증감 증감률

1명 1,370(47.3) 1,378(48.0) 8 0.6

2명 1,310(45.2) 1,279(44.6) -30 -2.3

3명 이상 218(7.5) 214(7.4) -4 -2.0

전체 2,897(100.0) 2,871(100.0) -27 -0.9

자료: 통계청. (2018).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 p. 6. 재구성.

주) 단위: 천명(%)

<표 Ⅱ-11> 자녀 수에 따른 여성 취업자 규모

막내 자녀 나이에 따른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109만 3

천명(38.1%),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89만 4천명(31.1%), 13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88만 4천명(30.8%)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하면 

다음의 <표 Ⅱ-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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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자녀 나이
2017년 2018년

취업자 취업자 증감 증감률

6세 이하 1,059(36.5) 1,093(38.1) 34 3.2

7세 이상 12세 이하 890(30.7) 894(31.1) 3 0.4

13세 이상 17세 이하 948(32.7) 884(30.8) -64 -6.8

전체(0세 이상 17세 이하) 2,897(100.0) 2,871(100.0) -27 -0.9

자료: 통계청. (2018).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 p. 6. 재구성.

주1)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음.

주2) 단위: 천명(%)

<표 Ⅱ-12> 막내 자녀 나이에 따른 여성 취업자 규모

2018년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취업 여성 가운데 사무직 종사자는 79만명으

로 전체의 27.5%를 차지하였으며, 2017년과 비교하면 사무직 종사자는 4만 6천명(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연령에 따른 여성의 실업자 수,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인구

통계청(2019)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4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

든 연령에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 연령에 따

른 실업자 수 및 실업률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Ⅱ-13>과 같다.

연령
2017년 2018년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25세 미만 91 10.0 91 10.4

25세 이상 30세 미만 83 7.1 90 7.3

30세 이상 35세 미만 41 3.8 44 4.2

35세 이상 40세 미만 32 2.7 30 2.5

40세 이상 66 2.3 70 2.5

자료: 통계청. (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단위: 천명, %

<표 Ⅱ-13> 연령에 따른 여성의 실업자 수 및 실업률

활동상태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여성은 가사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통학, 육아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비해 비경제활동인

구가 증가하였고, 가사로 인한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표 Ⅱ

-14> 참조). 이는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에 관한 결과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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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상태 2017년 2018년 증감

가사 5,709 5,791 82

통학 1,893 1,827 -66

육아 1,262 1,183 -79

연로 909 930 21

기타 658 710 52

취업준비 285 304 19

심신장애 154 150 -4

전체 10,585 10,590 5

자료: 통계청. (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단위: 천명, %

<표 Ⅱ-14> 활동상태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 수

라)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 관련 연구 종합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기업 여성, 제조분야 

여성, 사무직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대기업 여성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산업, 직종, 고용형태, 직급 및 결혼 여부를 구분한 관계 연구가 있었다. 산

업과 직종이 다양하고 조직 내에서의 직급 체계가 뚜렷하며 다양한 고용형태를 갖추고 있

어 대기업 내에서 다양한 구분을 통해 관계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희령

(2015), 이윤정(2003), 박기남(1998)의 연구에서는 직장 내 성차별, 유리천장 인식, 성별 

직무 분리 등을 다루면서 공통적으로 성별로 인한 조직에서의 차별, 장벽 인식 등에 대한 

관계 연구를 수행하였고, 대상은 대기업 기혼여성, 철강회사 사무직 여성과 일반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비교, 대기업 중간 관리직 여성 근로자였다. 대기업은 규모가 작은 회사에 

비해 조직 구성원의 복지 혜택이 잘 마련되어 있고, 국가 정책 도입이 빠르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리천장 현상과 같은 차별이 조직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부,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분류는 제조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분야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존의 연구에서 제조분야 여성 근로자에 관한 연구는 대부

분 사무직 보다는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근로 환경에 관한 연구, 근로

자의 복지 및 건강 등 의학 및 간호학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과학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제조분야 여성 근로자의 자아존중감, 직무적

성,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복리후생 등과 관련된 관계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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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2008)와 김홍국(2013)은 제조분야 취업 여성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동 시간, 근무 목적 유형(경

제적 이유, 직장 및 사회적 경험과 성취감, 노후대비),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신뢰

와 직무적성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결론에서 제안하는 것은 제조분야 특

성에 따른 교대 근무 시간, 노동 시간의 총 양, 고용형태 및 열악한 환경이 여성의 정신

적, 신체적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연한 근로 조건을 갖춘 조

직 구조, 여성 근로자의 권리 신장, 상사의 지지 및 조직의 일원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에 따르면 전체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가 가장 많이 종

사하는 직종이 사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15> 참조).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 여성 근로자 수(명)

사무 종사자 1,264,97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11,614

단순노무 종사자 430,775

서비스 종사자 376,99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92,746

판매 종사자 263,79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5,284

관리자 20,27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616

전 직종 3,849,064

자료: 고용노동부. (201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세종: 고용노동부.

<표 Ⅱ-15> 2017년 기준 직종별 여성 근로자 현황

또한, 사무직(대분류)은 4개의 중분류, 9개의 소분류, 29개의 세분류, 그리고 63개의 세

세분류로 구분된다. 전체 여성 근로자의 약 72.2%가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중분류)에 

종사하고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내에 경영관련 사무원(소분류)으로는 약 41.7%가 종

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Ⅱ-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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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금융 및 

보험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행정

사무원

경영관련 

사무원

회계 및 

경리 

사무원

비서 및 

사무 

보조원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 

종사자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통계 

관련 

사무원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4,869 527,477 300,494 80,256 120,191 17,645 904 68,414 144,721

913,095 120,191 17,645 214,039

자료: 고용노동부. (201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세종: 고용노동부.

주) 단위: 명

<표 Ⅱ-16> 2017년 기준 사무직 여성 근로자 현황

이처럼 많은 여성이 종사하는 사무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산업별 사무직, 사

무직과 생산직, 전문직과 사무직 등 비교하는 연구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

한 변인들 간의 관계 연구를 통해 사무직 여성 근로자가 더 나은 조직 환경에서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며,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학문적 및 실천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었다. 

지윤희(2017)의 연구에서는 사무직과 생산직 여성 근로자의 소진, 직무자원, 일 열의 

및 주도적 성격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비교 연구 결과를 통해 사무직 근로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최종학력, 재직기간, 임금에서 차이가 나타

났는데,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혹은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이상

이었고,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생산직보다 더 길지만, 월평균 근무 시간

이 더 짧았으며, 임금수준은 더 높았다. 또한, 직무자원(직무자율성)과 주도적 성격이 생

산직 여성 근로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사무직 여성 근로자

의 최종학력은 대부분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혹은 대학원 졸업이었는데, 

이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직무자율성이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조직에서 직무자율성을 부여할수록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일 열의를 높이고 직무소진을 

낮추게 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이 인식하는 직무자율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조력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대기업, 제조

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 각각의 선행연구를 통해 대기업은 규모가 큰 조직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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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직종, 고용형태, 직급, 결혼 여부 등 다양한 특성을 함께 나타낼 수 있어 대상을 구

체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여전히 조직 내 유리천장 인식과 같은 차별이 존재하

기 때문에 이를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개인적 특성인 최종학력과 결혼 여부, 조직적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고

용형태, 재직기간, 임금 등에 영향을 받아 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

공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2. 주관적 경력성공

가. 주관적 경력성공의 개념

1) 경력성공

경력의 정의는 라틴어에서 마차라는 뜻의 ‘carr(us)’와 길이라는 뜻의 ‘carraria’에서 유

래되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경력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경력

이란 ‘여러 가지 일을 겪어 지내옴’ 또는 ‘겪어 지내 온 여러 가지 일’이다. 옥스퍼드 사전

에서 정의하는 경력(career)은 ‘한 사람이 일생에 걸쳐 경험한 과정’ 또는 ‘사회 나아가 전 

세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 생활 또는 고용 과정’이다. 사전적인 의미

에서의 경력은 한 사람이 전 생애 동안 경험한 것과 직업 생활 또는 고용 과정을 통한 개

인 및 사회의 발전으로, 과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학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력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Hall, 1976). Sears(1982)는 한 개인이 일생동안 수행하는 일의 총체라고 정의하였고, 

Super(1994)는 전 생애에서 한 개인이 수행한 역할들의 조합으로 정의하였다. 조직에서의 

경력과 관련된 연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Hall(1976)은 한 개인이 일생을 통해 일과 관

련하여 얻게 되는 총체적 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이재은, 2015). 경력은 주로 개인의 일

과 관련한 이력이나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협의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뿐만 아

니라 현재의 복잡하고 다양화된 사회에서 삶의 대한 일관성(coherence), 연속성

(continuity) 그리고 사회적 의미(social meaning)를 설명하기 위한 광의적 의미로도 활용

되어 왔다. 즉, 경력은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고 조직과 사회에서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유인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공헌하였다(Collin & Youn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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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에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서 주요 초점이 다르게 나타난다. 경력에 대한 접근은 일

반적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되는데, 임금, 승진, 직급, 직무 이동성 등 사회적이고 외

부적 관점의 가시적인 경력과 개인의 직업 또는 경력의 다양한 국면에 대한 주관적이고 

내적인 평가에 근거한 관점이다(Hughes, 1958; van Maanen, 1977). Abele, Spurk, & 

Volmer(2011)는 경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는데 첫째, 개인의 직업적 삶의 과정

에 대한 현재 상태이자 변화, 둘째, 상향적 발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개념, 셋째, 자신의 

직업적 발달에 대한 느낌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경력은 객관적인 상태와 

변화 그리고 개인의 평가 및 느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공(success)의 어원은 라틴어 ‘succedere’로, ‘success’와 ‘follow’라는 의미를 담고 있

다(Webster, 1996). 성공의 의미는 16세기까지 어떤 상황에 대한 결말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다중성을 지니고 있었다. 16세기 이후부터는 어떠한 일의 결과로 긍정적

인 결과를 달성하였을 때를 성공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성공을 종종 부나 지위

의 달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연속성과 긍정적인 결과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 대부분

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결과물을 성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력성공은 ‘개인의 업무 경험의 결과로 축적된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업무 관련 산

출물’을 의미하며, 조직이나 일을 통해 이룬 개인의 성장·발전에 대한 주관적이며 객관적

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서형도, 2011; 심미영, 2012; 윤하나, 2005; 황애영, 

2011; Seibert, Kraimer, & Liden, 2001). 경력성공에 대한 개념은 개인이 경력에 대한 

만족스러운 수준을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경력을 통해서 의도했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며 더 높은 목표의 설정을 통해 새로운 성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경력성공은 조직 내에서의 가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조직 외의 직업적인 측면 

혹은 문화적인 맥락 등에서의 성공을 가리키는 폭넓은 범위를 가진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별, 인종, 문화, 조직 환경 등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무엇을 경력성공으로 보는가는 이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Dries, Pepermans, & Carlier, 2008; Judge, Cable, Boudreau, & Bretz, 1995). 이

처럼 경력성공이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고,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 맥락적인 개념

이라는 주장(Gattiker & Larwood, 1988; Higgins, 2001)이 계속되어 왔으며, 경력성공의 

속성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Arthur, Khapova, & 

Wilderom, 2005).

따라서 지금까지의 경력성공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경력성공이란 일 관련 경험



- 31 -

과 일 이외의 경험을 통한 개인의 경력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상태이며, 이는 임금, 승진, 

직급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와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달성하여 느끼는 만족감의 주관적 

지표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

경력을 객관적 경력과 주관적 경력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관점은 Hughes(1937)에 의

해 제시된 이후부터이다. Hughes(1937)에서는 객관적 경력은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측정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것이지만, 주관적 경력은 자신에 의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력성공 역시 객관적 경력성공(objective 

career success) 혹은 외재적 경력성공(extrinsic career success)과 주관적 경력성공

(subjective career success) 혹은 내재적 경력성공(intrinsic career success)으로 분류되

어 왔다. 객관적 경력성공이란 임금이나 승진, 또는 위계적 지위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측

정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경력 성취를 의미하며(Gutteridge, 1973; van Maanen, 1977), 

주관적 경력성공은 한 개인이 자신의 경력에 대한 내적인 이해나 평가로 정의된다(Arthur 

et al., 2005; van Maanen, 1977).

경력성공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임금, 승진 횟수, 직급 등의 객관적 

경력성공을 예측하는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지만, 최근 경력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주관적 경력

성공과 객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Arthur et 

al.(2005)은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객관적 경력성공이 주관적 경력성공의 선행 변인이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임금, 승진횟수 등 객관적 경력성공 준거들이 개인의 성공에 대한 평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이에 근거하여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Judge et al.(1995)의 경력성공 모형은 경력성공의 선행 변인들이 객관적 경력성공을 매개

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그림 Ⅱ-1] 참조).

둘째,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이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인 관계로 보는 

관점이다. 즉, 임금이나 지위와 같은 객관적 경력성공은 개인의 경력에 대한 평가나 인식

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개인의 목표 설정 등의 과정을 통해 객관적 경력성공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Hall(2002)은 경력성공에 대한 심리적 경력성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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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거나 강화

시키고 이는 목표에 대한 추구 노력을 통해 다시 객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

하였다. 

  

[그림 Ⅱ-1] Judge et al.(1995)의 경력성공 모델
출처: Judge, T. A., Cable, D. M., Boudreau, J. W., & Bretz Jr, R. D. (1995).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predictors of executive career success. Personnel psychology, 48(3), 485-519.

    [그림 Ⅱ-2] Hall(2002)의 경력성공 모형
출처: Hall, D. T. (2002). Careers in and out of organizations. Thousands Oaks, CA: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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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관적 경력성공이 객관적 경력성공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높은 

임금이나 지위가 반드시 자신의 경력에서 성공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례가 보

고되고, 경력을 추구함에 있어 개인의 주도성이 강조되면서 주관적 경력성공을 보다 강조

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입장의 학자들은(Arthur et al., 2005; Heslin, 2005) 경력성공의 

인식에서 사회 맥락적인 요소를 강조한다. 즉, 유사한 경력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이 속한 사회에서 연령 집단, 국가, 문화 등에 따라 성공에 대한 인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력성공의 개념에 대한 차이를 밝히는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사회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입장 모두 경력성공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객관적 경력성공

과 주관적 경력성공이 중요한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 개인의 경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및 평가는 경력성공의 중요한 차원이다. 실제로 많은 연

구자는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 두 가지 측면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Arthur et al., 2005; Hall & Chandler, 2005; Heslin, 2005; Seibert et 

al., 1999). 

그러나 최근 연구는 객관적 경력성공의 영역도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된

다는 관점(Abele et al., 2011; Dries et al., 2008; Gattiker & Larwood, 1986; 

Hennequin, 2007; Nabi, 2001)에 보다 동의하는 추세이며, 실제 현장에서도 점차 조직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개개인의 가치가 다양해짐에 따라 경력성공은 경력을 추구하는 개인

의 판단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Defillippi & Arthur, 1994; Judge et al., 1995; 

Ng, Eby, Sorensen, & Feldman, 2005; Seibert et al., 2001). 이는 객관적인 영역에서의 

성공 지표가 궁극적으로 개인이 그것을 성공이라고 지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의미

이다. 즉, 객관적 경력성공을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성공에 대한 성찰에서 회의감

을 가질 수 있고, 오히려 객관적 경력성공이 증가할수록 경력에 대한 무력감, 스트레스,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Korman, Wittig-Berman, & Lang, 1981), 

경력성공은 매우 주관적인 현상이고(Nabi, 2001) 경력성공에 있어서 주관적 인식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주관적 경력성공

주관적 경력성공은 현재까지의 경력 또는 개인의 경력목표, 경력에 대한 기대감,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른 스스로의 심리적 평가로(이은숙, 2016; Greenhaus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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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lin, 2005; Judge et al., 1995; Seibert et al., 1999; 2001), 주관적 경력성공은 개인

적인 목표와 기대에 대한 성공 느낌을 반영하기 때문에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Arthur et al., 2005; Heslin, 2005; Seibert et al, 1999; 2001).

일과 관련된 경험으로써의 경력에 초점을 맞춘 주관적 경력성공의 대표적인 정의는 

Greenhaus et al.(1990)이 제시한 경력만족으로 현재 주관적 경력성공을 개념화할 때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남중수, 2014). Peluchette(1993)는 주관적 경력성공이 개인의 심

리적 만족과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개인의 동기부여 수준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개

인과 조직 모두의 성과증진을 지향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연구자마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립하고 구인화 하였는데, 이를 Ng & 

Feldman(2014)이 정서기반과 인지기반으로 구분하였다. 정서기반은 개인의 경력성공에 대

한 만족과 그에 대한 정서적 반응 즉, 과거와 현재까지의 경력에 대한 만족감이고, 인지기반

은 자신의 평가와 개인의 경력목표에 대한 전망 및 이를 위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준거를 통하여 정리한 연구자별 주관적 경력성공의 정의는 다음의 

<표 Ⅱ-17>과 같다.

연구자 정의
정서기반

(경력만족)

인지기반

(고용가능성)

Higgins, Dobrow, & 

Chandler(2008)

� 개인 생애에서의 경력 경로에 따른 

경험에 대한 자신의 반응
●

Hofmans, Dries, & 

Pepermans(2008)

� 개인의 경력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평가이며, 경력의 성공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 의미, 미래 전망 등에 대한 탐구

● ●

Pachulicz, Schmitt, 

& Kuljanin(2008)

� 경력만족과 같이 개인의 경력 성취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

Fuller & 

Marler(2009)

� 경력만족, 직무만족과 같은 성공에 대한 

개인의 인식
●

Colakoglu(2011)
� 개인의 경력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에 

대한 자신의 느낌
●

De Vos, Hauw, & 

van der 

Heijden(2011)

� 개인의 성과와 미래 전망에 대한 스스로 

평가에 근거하여 자신의 성공을 

인식하는 것

● ●

Briscoe, Tarique, & 

Schuler(2012)

�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경력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

<표 계속>

<표 Ⅱ-17> 연구자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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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정서기반

(경력만족)

인지기반

(고용가능성)

Stumpf & 

Tymon(2012)

�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의 자부심과 

능력에 대한 평가 및 자신의 경력 

경험에 대한 만족감 등 경력 성과에 

대한 자신의 판단

● ●

Verbruggen(2012)
� 개인의 경력 경험에 대한 자신의 인식 

및 평가
●

Ghosh & Reio(2013)

� 직무만족, 조직몰입, 경력만족, 이직의도 

및 직무성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과 

같이 경력성공에 대한 가시적인 것보다 

정서적 측면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

●

Rodrigues, Guest, &

Budjanovcanin(2013)

� 개인의 경력 선택과 행동에 중요한 

자신의 요구, 가치 및 목표 등 주관적 

요소들을 통해 경력성공을 평가하는 것

●

Kovalenko & 

Mortelmans(2014)

� 개인의 경력 경험에 대한 자신의 내적인 

이해 및 평가
●

Ng & 

Feldman(2014)

� 개인의 경력 경험에 대한 인지적 평가 

및 정서적인 반응
●

Russo, Guo, & 

Baruch(2014)

� 개인의 경력 과정에서 성취한 다양한 

성과들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

Spurk & 

Abele(2014)

� 인지된 경력성공과 같이 개인의 경력 

과정에 대한 자기 평가
●

Stumpf(2014)
� 개인의 경력 경로에서의 축적된 경험에 

대한 만족감
●

Verbruggen, 

Emmerik, van Gils, 

Meng, & 

Grip.(2015)

�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서 얻는 만족감을 

의미하며, 직무만족이나 경력만족으로 

측정

●

출처: 신수진. (2016).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지속학습활동, 경력정체성 및 

경력적응성, 프로티언 경력지향성간의 구조적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4-15. 

재구성.

<표 Ⅱ-17> 계속

지금까지는 일에 초점을 두었지만,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면서 개인의 주

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조직이 개인의 경력을 책임지지 않

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경력을 스스로 책임지는 고용 관계 인식의 변화로 인해 개인의 

가치가 반영된 주관적 경력성공 요인을 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다(Betz, Fitzgerald, & 

Hill, 1989). 현재 주어진 일의 범위를 넘어 생애 전반을 포함한 개념으로의 주관적 경력

성공은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게 강조되면서 주관적 경력성공 영역에 포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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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의 경력성공에 있어서 직업 외적인 대인관계 및 삶의 균형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주관적 경력성공을 설명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남중수, 2014). 변화의 흐름으로 인해 주관적 경력성공의 개념이 직업적 측면 뿐만 아니

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백주현, 2017).

이를 종합하면, 주관적 경력성공은 모든 경력에서의 성공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합

한 개념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일과 관련되어 경험하는 경력에 대한 성취감, 앞으로 개인

의 고용가능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일과 일 외적인 요인 즉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만족

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인

1990년대 후반부터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경력만족

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Aryee, Chay, & Tan, 1994; Greenhaus et al, 1990; 

Nabi, 2001). 최근에는 고용가능성, 직무만족, 일과 삶의 균형, 삶의 만족 등 주관적 경력

성공의 구성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남중수, 2014; 박슬기, 이형룡, 2008).

Gatticker & Larwood(1986)의 연구에서 경력만족이 주관적 경력성공의 중요한 구성요

인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주관적 경력성공은 직무에서의 역할, 대인관계 성공 등과 같이 개

인이 느끼는 내적 지각과 현재 직무에 대한 성과, 경제적·재정적 성공, 위치적 성공 등 외

적 성공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통합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직무와 경력의 결과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경력만족을 통해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Johnson(2001)은 경력에 대한 개념이 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직무 경험을 넘

어 생애 전반에 걸친 직무수행 경험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관적 경력성공의 평가요소에 고

용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용가능성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비롯한 역량으로 현재 조직이 아닌 곳에서 동등하거나 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조직 간 이동이 빈번한 고용시장의 유연성

과 개인이 인지하는 경력에 대한 관점 변화로 인해 고용가능성의 개념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Heslin(2005)의 경우 직무는 넓은 의미에서 경력에 포함되므로 경력만족을 포함하되, 

더 나아가 경력의 범위가 생애 전반으로 확대되어 일과 삶의 균형이 주관적 경력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어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도 주관적 경력성공의 평가요

소로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삶의 만족은 주관적 경력성공의 상위개념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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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될 수 있으며 삶의 전반적인 만족이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인이 되기에는 논리적 오

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이 아닌 Heslin(2005)이 원래 의도한 일과 삶

의 조화를 의미할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을 주관적 경력성공의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내 학술지에서 주관

적 경력성공에 대한 구성요인을 종합해봤을 때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직무만족, 일과 삶

의 균형, 삶의 만족의 빈도순으로 연구에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대인관계성공, 경력성장만족, 인정, 일의 의미, 영향력, 진정성, 성장 및 발전 등으로 구성

요인을 구분하고 있었다. 최근 3년 동안 주관적 경력성공 연구에서의 구성요인을 종합하

면 다음의 <표 Ⅱ-18>과 같다.

연구자
경력

만족

고용

가능성

직무

만족

일-삶 

균형

삶의

만족
기타

강효주(2016) ● ●

고윤승(2016) ● ● ●

김태환(2016)

� 객관적 기준 만족

� 경력성장 만족

� 사회적 관계 만족

� 업무 만족

박지은(2016) ● ● ●

신수진(2016) ● ●

이경은(2016) ● ● ●

이은숙(2016)

� 직무성공

� 임금승진성공

� 대인관계성공

� 삶의성공

이재은, 이찬(2016) ● ●

권재용, 이동영, 

전병렬(2017)
● ●

김승재(2017) ● ●

김지석, 

오석영(2017)

� 객관적 기준 만족

� 경력성장 만족

� 사회적 관계 만족

� 업무 만족

박민정(2017) ● ●

배을규, 박원, 

이민영, 

김정원(2017)

● ● ●

백주현(2017) ● ● ●

<표 계속>

<표 Ⅱ-18> 국내 연구에서의 주관적 경력성공 구성요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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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경력

만족

고용

가능성

직무

만족

일-삶 

균형

삶의

만족
기타

신소연, 탁진국(2017) ●

신소영, 이수용(2017) ● ● ●

신재민, 이희수(2017) ● ●

안석찬(2017) ●

안유리(2017)

� 객관적 기준 만족

� 경력성장 만족

� 사회적 관계 만족

� 업무 만족

이소담(2017)

� 인정

� 일의 질

� 일의 의미

� 영향력

� 진정성

� 개인생활

� 성장 및 발전

� 만족

정민정(2017) ● ●

조형래, 박용호(2017) ● ● ●

최준원(2017) ●

공윤영(2018) ● ● ●

구은정(2018) ● ● ●

김동윤, 진성미(2018) ● ●

문동원, 라세림, 

김윤호(2018)
● ●

윤지혜(2018) ● ●

이민영(2018) ● ● ●

임채경(2018) ● ●

최민아(2018) ● ●

<표 Ⅱ-18> 계속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국외 연구에서는 경력만족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국내 연구에 

비하여 다양한 구성요인을 통해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

외 연구의 특징은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 변인의 관계 연구 뿐만 아니라 주관적 경력성

공의 선행 및 결과 변인 구명, 메타분석, 질적연구, 종단연구,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주관적 경력성공 연구에서의 구성요인을 

종합하면 <표 Ⅱ-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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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경력

만족

고용

가능성

직무

만족

일-삶 

균형

삶의

만족
기타

Spurk, Kauffeld, 

Barthauer, & 

Heinemann(2015)

● ● � 인지된 경력 성공

Xie, Xia, Xin, & 

Zhou(2016)
●

Shockley, Ureksoy, 

Rodopman, Poteat, & 

Dullaghen(2016)

� 인정

� 일의 질

� 일의 의미

� 영향력

� 진정성

� 개인생활

� 성장 및 발전

� 만족

Dahling & 

Lauricella(2017)
●

Elma-Atay(2017) ● ●

� 대인관계 성공

� 직급 성공

� 재정적 성공

Moon & Choi(2017) ●

Park, Kang, Lee, & 

Kim(2017)
●

Al-Hussami, 

Hammad, & 

Alsoleihat(2018)

●

� 내재적 성공

� 직장에서의 역할 

및 대인관계 성공

Rigotti, Korek, & 

Otto(2018)
● � 자아 관련 성공감

Smale et al.(2019) ● � 재정적 성공

Spurk, Keller, & 

Hirschi(2019)
● ● � 일의 의미

<표 Ⅱ-19> 국외 연구에서의 주관적 경력성공 구성요인 종합

국내 연구 결과를 통해 대다수의 연구에서 경력만족과 고용가능성으로 구인화하고, 확

장된 개념을 적용하여 일과 삶의 균형(공윤영, 2018; 구은정, 2018; 김나정, 차종석; 

2018, 남중수, 2014; 박지은, 2016; 백주현, 2017; 조형래, 박용호, 2017) 또는 삶의 만

족(고윤승, 2016)으로 구성하는 연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직무만족은 경력만

족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측정하는데 있어 문항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경력만족을 통해 

지금까지의 일 경험과 현재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다고 하였다(공윤영, 2018; 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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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8; 남중수, 2014; 박지은, 2016; 백주현, 2017; 조형래, 박용호, 2017). 삶의 만족

은 그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단점이 있어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과 평가라고 하더라도 일과 관련된 경력, 또는 생활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신수진, 

2016). 따라서 이 연구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인은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으로 설정하였다.

1) 경력만족

경력만족은 Greenhaus et al.(1990)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자신의 경력에 대한 심리

적인 동일시 정도이며, 구체적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경력 과정을 성공적이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현재까지 자신의 경력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성공 여부, 경력목표 달

성 정도, 임금, 승진, 그리고 새로운 기술 및 능력 개발과 관련한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Greenhaus et al., 1990; Judge et al., 1995; Seibert et al., 1999). 이에 대해 

Hall(1990)은 개인의 가치가 자신의 경력을 통해 실현된 정도라고 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 배을규(2009)는 경력만족을 객관적 관점에서의 직무수행 활동과 

주관적 관점에서의 직무에 대한 가치와 기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고, 조영복, 

하태영(2010)은 개인의 경력 역할에 대한 조직의 기대와 지식·기술·태도의 활용으로 얻게 

되는 개인의 가치에 대한 만족감을 경력만족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시진, 김정원(2010)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량이 있다고 인식하거나, 지금까지 수행한 경

력활동이 성공적이었다고 지각하는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경력만족은 개인이 생

애의 어떤 시점 혹은 현 시점까지 일과 관련한 경력의 성취를 의미한다(Arthur et al., 

2005).

경력만족은 최근까지도 경력성공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주관적 경력

성공의 지표로써 가장 일반화된 요인이다(Heslin, 2005). 현대의 경력 환경은 개인이 자신

의 경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경력개발 및 관리를 해나갈 뿐만 아니라 조직 간 

이동이 증가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외적인 기준보다는 자신이 

유능하며 경력 역할에서 성공적이라고 지각하는 정도인 경력만족으로 경력성공을 측정하

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개인이 갖는 특성, 상황, 배경에 따라 주관적 경력성공

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경력만족의 측정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Greenhaus et al., 1990), 개인의 가치에 따른 성공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경력만족은 유용한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하종원, 2013). 따라서 이 연구에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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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력에서의 전반적인 성공 여부, 경력목표 달성 정도, 임금, 승

진, 역량개발 등에 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고용가능성

고용가능성은 경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경력 성공기준으로 등장한 핵심 개

념이다(Hall, 1996). 최근 주요한 경력 패러다임인 무경계 경력과 프로틴 경력 이론에 근

거하여 Johnson(2001)은 다음과 같이 고용가능성을 정의하였다. 개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

는 지식, 기술 및 역량을 통하여, 소속된 조직 외부에서 현재와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

에 해당하는 구직기회가 있을 때 자신이 고용에 보장될 기회를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Johnson, 2001). 과거 동일한 직장 내에서 경력을 영위하던 것과 달리, 조직 간 이동을 

통해 경력을 관리하는 현대 경력 환경에서의 개인은 외부 고용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

이기 위한 역량 향상과 이를 통해 고용가능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Arthur & Rousseau, 1996; Hall, 1996).

고용가능성 관련 연구는 관점 및 맥락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김성

남, 2009). 첫째, 사회 정책적 관점으로, 이는 주로 영국과 유럽 등지 정부 차원의 고용시

장 관련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경제단체(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1999)는 고용가능성에 대해 ‘사용자와 고객들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직무를 통해 개인의 열망과 잠재력을 실현하게 만드는 것’이라 하였

다. 둘째, 개인적 및 외부적 요인의 통합적 관점으로, 이는 고용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이를 활용하는 외부 노동 시장 모두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Canadian Labour Force Development Board, 1994)는 고용가

능성에 대해 ‘개인 및 고용시장 환경에서 의미 있는 고용을 획득할 수 있는 개인의 상대적

인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셋째, 개인적 관점으로, 이는 변화하는 고용시장에 필요한 역

량 및 적응력, 그리고 유연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Fugate, Kinicki, & Ashforth(2004)는 

고용가능성을 개인이 경력 기회를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한 적극적인 적

응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Groot & Maassen(2000)은 고용가능성을 내적 유연성과 외적 이동의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였다. 내적 유연성은 많은 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조직 내 

다른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외적 이동성은 조직 외부의 고용시장에 나와

도 또 다른 조직에 고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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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용가능성의 개념은 개인적 요인과 함께 외부 환경적 요인을 연계한 다양한 관

점의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력 환경은 조직 간의 이동이 빈번한 고용시장

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개인의 유능성에 더욱 중점을 둔 고용가능성의 개

념이 주관적 경력성공의 대표적인 구성요인으로써 중시되고 있다(Arthur & Rousseau, 

1996; Johnson, 2001).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고용가능성은 개인의 역량 수준으로 현재 

소속된 조직이 아닌 조직에서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스스로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3) 일과 삶의 균형

경력의 개념이 좁은 의미에서는 주로 일 또는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나 인생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주관적 경력성공의 측정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Heslin, 2005).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연구는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개의 영역 간 상호관

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조직에서의 일과 관련된 범위를 넘어 

생애 전반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개념으로 경력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혜정, 2012).

오늘날 일과 삶의 균형은 해외 기업의 경우 핵심인력 유지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으

며, 국내 대기업도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강우란, 배

노조, 정지영, 2006). 특히 국내 대기업은 2004년부터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주 40

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개

인의 자기개발, 취미활동, 건강관리 등의 여가 생활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일과 삶의 균형은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직장 선택의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고 있다

(심철현, 이규태, 2013). 특히 기혼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근로자에게 일

과 삶의 균형은 개인의 여가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가사, 육아, 양육 등의 역할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일과 삶의 균형은 더욱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일과 삶 균형은 일과 일 이외의 영역(개인의 성장, 자기개발, 여가 및 가정)간의 

균형과 상호 영역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조화롭게 수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정

운, 박정열, 2008; 김주엽, 박종찬, 김찬종, 2009). 또한, 일과 삶 균형이란 일 이외의 관

계에서 시간과 신체적, 심리적인 에너지를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함으로써 일과 삶에 대해 

만족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명옥, 2015; 김정운, 박정열, 손영미, 장훈, 2005). 이혜정

(2012)은 일과 삶 두 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기준은 개인마다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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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일과 일 이외의 영역을 균형적 관점에서 배분하는 양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개인

의 주관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일과 삶 영역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심리적인 만족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은 각 영역에 시간과 에너지를 분배하는 양

적 관점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와 판단 기준에 따라 일과 삶의 영역에서 일과 일 

이외의 영역 간의 시간, 에너지, 몰입 등의 자원을 개인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조화롭

게 분배하고 통제하며 조절하는 심리적인 만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측정

이 연구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은 모든 경력에서의 성공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합한 

개념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일과 관련되어 경험하는 경력에 대한 성취감, 앞으로 개인의 

고용가능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일과 일 외적인 요인 즉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만족감으

로 정의하였다.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할 때, 개인의 선호와 가치관이 매우 다양하고 이

러한 모든 주관적 판단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실무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

관적 경력성공의 측정은 개인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가능한 한 풍부하게 포함하면서도 상

대적인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Heslin, 2005). 즉, 과도한 측정을 피하면서도 개인의 주관

적 경력성공을 잘 담아내고 비교 가능한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관적 경력성공을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틀을 제시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Heslin(2005)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채로운 성공의 

측정 기준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채택하는 주관적 경

력성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Ⅱ-20> 참조).

구분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

자기

기준

� 예시: 나의 보수 및 승진에 대한 열망

� 잠재적 상관: 시장의 문화(market 

culture)

� 예시: 일과 삶의 균형과 충족을 향한 목표

� 잠재적 상관: 소명의식, 비선형 

경력(non-linear career)

타인

비교

기준

� 예시: 동료의 급여와 사회적 지위

� 잠재적 상관: 승자독식업계 

(winner-take-all-market), 일과 경력 

중심

� 예시: 나의 동료와 비교하여 

자극(stimulations)과 즐거움(fun)

� 잠재적 상관: 부족 문화(clan culture)

출처: Heslin, P. A. (2005). Conceptualizing and evaluating career succes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 113-136. p.121.

<표 Ⅱ-20> 4가지 형태의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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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타인의 비교기준에 따르면, 주관적 경력성공은 ‘자기 준거(self-referent) 주관

적 경력성공’과 ‘타인 준거(other-referent) 주관적 경력성공’으로 구분될 수 있다(Abele 

& Wiese, 2008; Heslin, 2003; 2005). 자기 준거 주관적 경력성공의 측정은 개인이 자신

의 경력을 개인적 기준이나 목표를 통해 상대 비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경력만족으로 

측정된다. 타인 준거 평가에서는 자신의 경력을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하지만 

경력을 형성하는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준 및 목표에 따라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하는 자기 준거 측정이 더욱 효과적이다.

Derr(1986)는 자신의 가치, 태도 및 동기에 따라 사람들이 일에서의 성공감을 경험하

는 잠재적인 다섯 가지 요인을 밝힘으로써, 주관적 경력성공을 개념화하였다(Baruch, 

2004). 첫째, 선행습득(getting ahead)은 직업적 위치와 조직 구조에서의 지위 모두에서 

앞서 나가는 욕구를 의미한다. 둘째, 상위습득(getting high)은 개인의 직업적 영역에서 전

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술 및 역량 개발과 관련이 있다. 셋째, 안정습득(getting 

secure)은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견고한 직업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다. 넷째, 자유습

득(getting free)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욕구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균형습득

(getting balance)은 개인 생활, 가족 및 일의 통합을 말한다. Derr(1986)가 제시한 5가지 

주관적 경력성공의 요인을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일과 삶의 균형과 비교하면 다음 [그림 

Ⅱ-3]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Ⅱ-3] Derr(1986)이 제시한 주관적 경력성공의 요인과 측정
출처: 남중수. (201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개인 및 

조직특성의 위계적 관계. p.3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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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떠한 관점을 가졌는지에 따라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인화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경력성공은 경력만족과 고용가능성 혹은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의 두 가

지 요인으로,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직무만족 혹은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일과 삶의 균형

의 세 가지 요인으로 혹은 다요인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

한,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도구를 연구 목적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두 가지 혹

은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하는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경력

만족은 Greenhaus et al.(1990)의 측정도구, 고용가능성은 Johnson(2001)의 측정도구, 일

과 삶의 균형은 김정운, 박정열(2008)의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구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Greenhaus et al.(1990)에 의해 개발된 경력만족 측정도구는 경력만족을 5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문항은 전체 자신의 경력 도달에 대한 만족감, 경력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경

력 과정에 대한 만족감, 재정적 수입에 대한 만족감, 승진에 대한 만족감, 기술 및 역량 

향상에 대한 만족감으로 측정된다. 고용가능성은 프로틴 경력(Hall, 1996)과 무경계경력

(Arthur & Rousseau, 1996)에 기초하여 Johnson(2001)이 개발한 7개의 문항을 통해 측

정하고 있으나, 장은주(2002)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5개의 문항으로 수정·보

완하였다. 그 이후 국내 연구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에 고용가능성을 포함하여 구인화하는 

경우, 장은주(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5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

과 삶의 균형은 김정운, 박정열(2008)이 일-가족 균형, 일-여가 균형, 일-성장 균형, 전

반적인 평가 등 4개의 영역을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대표 문항을 발췌하여 

남중수(2014)의 연구에서 5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에서의 일과 삶의 균

형을 측정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변인 이외에 주관적 경력성공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다요인으

로 구성하여 측정하고 있는 연구도 있었다. Gattiker & Larwood(1986)가 개발하고 

Nabi(2001)에 의해 타당성이 검증된 이 도구는 대인관계 성공, 외적 성공, 내적 성공의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수림(2014)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의 측

정도구를 Heslin(2005)의 자기 준거 및 타인 준거 주관적 경력성공 관점으로 구분하여 객

관적 기준 만족, 경력성장 만족, 업무 만족, 사회적 관계 만족으로 구분하여 20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신수림(2014)의 측정도구는 김희령(2015), 김태환(2016), 김지석, 오석영

(2017), 안유리(207) 등의 연구에서 꾸준히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치원 

교사 222명을 대상으로 한 이소담(2017)의 연구에서는 Shcockley, Ureksoy, Rodopman, 

Poteat, & Dullaghan(2016)이 개발한 주관적 경력성공 척도(Subjective Career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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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 SCS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인정, 일의 질, 일의 의미, 영향력, 진정성, 

개인생활, 성장 및 발전, 만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Derr(1986)이 제시한 다섯 가지 요인을 토대로 우리나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한 남중수(201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남중수(2014)의 

측정도구는 주관적 경력성공을 경력의 범위와 생애 전반을 포함하는 시간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구성요인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경력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경력만족, 

앞으로의 고용 기회 인식 정도를 평가하는 고용가능성, 그리고 전 생애에 걸쳐 일 이외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과 삶의 균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도구를 활용하였다.

라.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이론

그동안 경력개발과 관련된 연구에서 다수의 연구자가 개인이 어떻게 주관적 경력성공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왔다. 주관적 경력성공을 설명하는 대표

적인 이론은 경력성공지향성 이론(Career Success Orientation Theory)과 경력성공순환 

이론(Career Success Circle Theory)이다. 두 이론은 개인의 주관적 경력성공 경험이 외

부에서 주어지는 보상 또는 성과 등을 통해 타인과 비교하는 방법과 물리적으로 개인 및 

조직의 자원을 교환하는 방법이 아닌, 심리적 과정을 통해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신념, 

태도, 동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이 이론들은 앞서 논의

한 주관적 경력성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관적 경력성공의 개념 및 구성요인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 경력성공지향성 이론

경력성공지향성은 경력성공에 대한 개인의 가치, 동기, 신념, 태도 등을 반영한 주관적

인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경력성공을 객관적인 측면에서만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

음을 보여준다. Derr(1986)는 Schein(1978)의 경력지향성 개념에서 개인에 따라 경력성

공을 규정하는 기준이 상이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여 개인은 자신의 경력성공을 규정하

는 자신만의 주관적인 방식을 경력성공지향성이라고 하였다. 개인의 주관적 준거는 타인 

또는 사회의 기준과 다를 수 있고, 개인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사람에 따라 상

향적인 이동을 지향할 수도 있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할 수도 있으며, 자율성이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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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과 개인 생활의 조화 등을 지향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5개의 유형으로 개념

을 정립하였다.

외재적인 경력을 중요시하는 과거의 경력성공은 객관적인 요소로 평가되었으며, 개인보

다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Hall, 2002) 정작 스스로는 자신의 성공을 부정적으

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는 자신의 경력에 대해 불안, 무력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주관적 경력성공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개인의 내재적 관점은 

객관적 기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두지만, 자신이 추구하거나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가치에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주

관적 경력성공은 개인의 경력 방향을 결정하며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

음의 <표 Ⅱ-21>은 Derr(1986)이 분류한 경력성공지향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개인이 

추구하는 경력성공의 개념이 자신의 주관적 가치와 신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형 주요 특징

1. 승진추구

� 지위, 권한, 권력의 상승 추구함.

� 부와 명성을 얻고 이를 즐김.

� 개인 생활보다 직업 생활이 우선적 가치임.

2. 전문성추구

� 흥미와 전문성,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함.

� 경험의 보완 및 축적에 전념함.

� 자신이 흥미를 갖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력의 목표임.

3. 안정추구

� 안전, 예측 가능성, 안정을 추구함.

� 장기적인 직업 안전성 보장을 가장 우선시 함.

� 조직에 대한 충성도, 몰입 수준이 높음

4. 자율추구

� 자율과 독립성을 추구함.

� 일에서 외부간섭을 피하고 독자적 업무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 

가치임.

� 다양한 경험을 즐기고, 자신만의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도 함.

5. 균형추구

� 개인과 직업 생활 간의 균형을 추구함.

� 개인과 가정의 생활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하기를 선호함.

� 최근의 인력 및 직업 가치의 다양성이 반영된 유형임.

출처: Derr, C. B. (1986). Five definitions of career success: implications for relationships. 

Applied Psychology, 35(3), 415-435.

<표 Ⅱ-21> 경력성공지향성의 5가지 유형

2) 경력성공순환 이론

경력성공 분야 연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Hall(1976)은 경력성공을 체험하는 

과정에 대한 경력성공순환 이론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심리적 성공의 경험을 통한 자긍

심의 증대는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발하고 몰입을 증대시키며, 증대된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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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시 더욱 높은 목표 설정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림 Ⅱ-4]와 같이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낳는다는 점을 통해 이 모형은 단순히 과업의 영역을 넘어서 경력에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이대근, 2012).

  

[그림 Ⅱ-4] Hall(1976)의 경력성공순환 모형
출처: Hall, D. T. (1976). Careers in organizations. Glenview, IL: Scott, Foresman.

보다 구체적으로 Hall(1976)은 목표 설정과 심리적 성공에 관한 실험연구 결과를 개인

의 경력개발에 확장하여 조직에서 개인이 경력성공을 심리적으로 느끼는 과정과 관계된 

이론을 개발하였다. 그에 따르면 ①개인에게 도전적인 직무(job challenge)와 직무수행의 

자율성(autonomy)을 부여하고 상사로부터 적절한 지원과 피드백이 주어지면, ②목표에 몰

입하게 되고, ③스스로의 노력을 거쳐, 이는 ④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며, ⑤상사의 피드백

과 함께 개인은 심리적 성공감(psychological success)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는 ⑥자

긍심, ⑦직무만족의 향상, ⑧직무몰입, 그리고 ⑨동기부여(motivation)로 연결되고 이어서 

다시 ①피드백에서 제시된 조건이 주어지면 목표에 대한 몰입으로 연결되어 심리적 성공

의 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즉, 경력성공순환 이론은 조직이 개인에게 도전적인 직무를 주고 그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면, 조직 구성원인 개인은 자신의 경력목표에 대해 더욱 몰입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 적절한 지지와 피드백이 주어질 때, 경력목표의 달성으로 이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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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개인은 심리적 경력성공을 경험하게 된다. 이 이론에서도 경력목표에 대한 개인 스

스로가 느끼는 개인적 성취감으로 경력성공을 보는데, 이러한 경력성공의 결과로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이 향상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것이 다시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직무

를 수행할 때 직무도전감과 자율성의 조건이 주어지면 경력목표에 대한 몰입으로 다시 연

결되고, 성공이 다시 성공을 일으키는 경력성공의 선순환이 계속된다고 설명하였다. 

마.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연구

남성과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며, 경력을 사회적 역할

로 간주해 볼 때, 남성과 여성을 다른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이 주관적 경력성공 또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다른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Arnold, 1997; Melamed, 

1995). 여성의 객관적,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 관리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강혜련, 조미영, 2007), 주로 객관적 경력성공의 관계

를 밝힌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Adler, 1993; Melamed, 1995; Powell 

& Maineiro, 1992; Tharenou, 2001; Tharenou & Conroy, 1994). 

국내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관한 연구를 검색하였는데 중복되는 연구와 주관적 경

력성공과 관계없는 연구를 제외한 결과, 총 11편이었다. 다만 경력성공 관련 연구에서 객

관적, 주관적 경력성공을 함께 본 경우와 성별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제외하였다. 대부분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대

상은 여성 건축가,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 외국계 은행 관리직 여성, 비서직 종사자, 호

텔 종사자, 공무원 등 다양한 산업 및 직종의 종사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 선행 및 결과변인은 다음의 <표 Ⅱ-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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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선행 변인

결과변인
개인

(고유의 

특성)

개인(경력 관련 특성) 가정 조직

자아

탄력성

경력

계획/

경력

연계

학습

프로

티언 

경력

태도

/지향성

경력

정체

지각

조직/

경력

몰입

일-

가정 

전이

경력

장애

요인

여성

멘토링

상사의 

지원

/경력

관리

지원

조직 

내·외 

네트

워킹 

조

직

몰

입

직

무

만

족

1 ● ● ●

2 ● ● ●

3 ● ●

4 ●

5 ● ●

6 ●

7 ● ●

8 ●

9 ● ●

10 ● ●

11 ● ●

주) 1번~11번까지의 선행연구 출처를 각주에 표기하였음(p. 50 참조)1).

<표 Ⅱ-22> 국내 여성 주관적 경력성공 연구 선행 및 결과변인 종합

1) 김명희. (2014). 여성 건축가의 일-삶 균형이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김희령. (2015). 대기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 유리천장지각, 조직경력관리지원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신재민. (2013). 여성의 일-삶 균형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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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차원은 개인 고유의 특성 변인 보다는 주로 경력과 관련하여 경력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과업의 난이도 수준은 어떠한지, 주도성을 가지고 수립하였는지, 개인의 경력

지향성은 무엇인지, 몰입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보았다. 조직적 차원의 변인은 대부

분 조직에서 지원하는 활동 수준과 경력개발에 방해가 되는 내부 및 외부 환경 혹은 상황 

등이었다. 다수의 연구에서 일-가정 전이 변인이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중역할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할수록 주관적 경력성공이 낮아

지고(Peluchette, 1993), 직장과 가정은 영역이 서로 다르지만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전이

이론(spillover theory)에 따라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Lambert, 1990; Staines, 1980). 반면에 이 연구에서는 조직 내에서 일의 맥락

적 경험을 통하여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차원 특히 직무, 일과 관련된 변인들에 초점을 두었다.

국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외 연구에서도 국가별로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 

선행 변인을 다양한 차원으로 구명하고 관계를 살펴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요인을 밝

히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여성이 가사, 육아, 양육 혹은 조직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경력정체감을 낮추고, 일-가정 양립, 멘토링, 상사의 지원 및 조직의 경력관리 지원, 조직 

내·외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꾸준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

고 있다.

3.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유리천장 인식

가. 직무자율성

1) 직무자율성 개념

직무자율성은 직무에 대한 의미, 책임 및 피드백을 지각하게 하는 직무가 지닌 성격을 

말하는 직무특성 이론 중 하나로(Hackman & Oldham, 1975), 연구 초기의 직무자율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재량권과 독립성의 정도를 뜻하였다. 하지만 

자율성에 관한 다차원성 연구(Jackson, Wall, Martin, & Davids, 1993), 자율성의 자기결

정성 연구(Deci & Ryan, 2000) 등을 거치면서 직무자율성에 대한 개념이 더욱 정교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념을 더 확장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 일정, 계획, 의사결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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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선택 등에 있어서 자유, 독립, 결정권을 갖는 정도를 의미하고 있다(Breaugh, 1985). 

직무자율성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Hackman & Oldham(1976)은 직

무계획을 세우거나 직무수행 절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직 구성원에게 허용된 자율, 독

립된 재량권의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직무자율성의 구성요인을 직무일정계획, 직무절차, 

직무수행방법으로 구분하였다. Campbell, Converse, & Rodgers(1976)는 직무자율성을 업

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권한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수준

으로 정의하였고, Morris & Feldman(1998)은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과

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의 정도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직무자율성

은 개인에게 주어진 직무수행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재량으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의미하며(Batey & Lewis, 1982), 자신을 통제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Edwards, 1988).

직무자율성은 조직 구성원의 경력개발, 리더십, 전문성, 직무몰입, 직무설계 및 조직 풍

토의 중심 개념으로 연구되면서 조직 변인으로써의 중요한 변인이며(Breaugh & Becker, 

1987) 직무특성 가운데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계속 강조되면서 최근까지

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Morgeson & Humphrey(2006)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The Work Design Questionnaire(WDQ)를 고안하여 직무자율성을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

하였으며, 직무자율성은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일정을 계획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개인에게 허용된 자율, 독립성, 재량권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세 가지 구성요인은 첫째, 일을 처리하는 순서나 계획 수립에 대

한 결정권과 권한에 대한 업무계획(working schedule)의 자율성 둘째, 스스로 독창성이나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재량권에 관한 의사결정(decision-making)의 자율성 

셋째,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독립성이 보장되는 업무방식

(working method)의 자율성이다. 직무자율성의 초기 개념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정의

를 기반으로 수행된 국내의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을 다음의 <표 Ⅱ-23>과 같이 정의하

고 있다.

연구자 정의

Hackman & 

Oldham(1976)

� 직무계획을 세우거나 직무수행 절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직 

구성원에게 허용된 자율, 독립된 재량권의 정도

Campbell, Converse, 

Rodgers(1976)

� 업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권한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수준

<표 계속>

<표 Ⅱ-23> 연구자별 직무자율성 정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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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Morris & Feldman(1988)
�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의 정도

Morgeson & 

Humphrey(2006)

�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일정을 계획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개인에게 허용된 자율, 

독립성, 재량권의 정도

박영주(2017)

�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계획 수립, 직무 수행 방법 

선택, 일정 계획 등 직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자율과 독립 그리고 재량권을 가지는 정도

송수종(2018)

� 조직 구성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에 있어서 개인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하여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과 업무수행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독립성과 재량권 등에 관해 조직이 부여한 

권한의 정도

<표 Ⅱ-23> 계속

이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을 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과 업무 수행 방식, 일정 조율, 목표 수립 등의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독립성 및 재량권에 관하여 조직이 부여한 권한의 정도

로 정의하였다.

2) 직무자율성 관련 이론

직무자율성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론은 직무특성 이론(job characteristic 

theory)이다. 직무특성 이론은 직무의 객관적 속성과 조직 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반응을 

연구한 Turner & Lawrence(1965)에 근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특성을 직무의 

다양성(variety), 자율성(autonomy), 필수적 상호작용(required interaction), 선택적 상호

작용(optional interaction), 직무에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knowledge and skill required), 

책임성(responsibility)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Hackman & Lawler(1971)의 연구에서는 성

과 향상에 필요한 내적 동기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을 마련하는 연구에서 직무특성을 기

능의 다양성(variety), 자율성(autonomy), 작업 정체성(task identity), 피드백(feedback), 

타인과의 상호작용(dealing with others), 동료와의 친밀성 기회(friendship opportunities) 

이렇게 다섯 가지 구성요인을 기반으로 정의하였다.

Hackman & Oldham(1975; 1976)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무를 진단 및 평가와 직무설계를 위한 연구로 기존의 Hackman & Lawler(1971)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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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전시켜 직무특성 이론을 설명하였다. 다섯 가지 직무특성요인(기술 다양성, 과업 정

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은 직무를 통해 경험하는 의미성, 직무성과에 대한 책

임감,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지식 등을 나타내는 조직 구성원의 주요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조직 구성원의 전반적인 직무성과(내재적 동기 상승, 작업의 질 향상, 높은 

만족도, 낮은 결근율 및 이직률)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였다([그림 Ⅱ-5] 참조).

[그림 Ⅱ-5] Hackman & Oldham(1975)의 직무특성 이론 모형
출처: Hackman, J. R., & Oldham, G. R. (1975). Development of the job diagnostic surve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0(2), 159-170. p.161.

    

보다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직무특성요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 다양성(skill 

variety)은 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 및 재능을 포함한 다양한 활

동이 요구되는 정도를 의미하고, 기술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의 확대가 필요하

며 이로 인해 직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다양성이 높은 직무

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과업 정체성(task identity)은 자신의 직무가 전체 과업 

혹은 확인 가능한 일부분의 직무를 완결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는지에 대한 정도이며, 직무

의 완결성이 높을수록 직무의 의미감이 커지며 개인에게 완성된 느낌을 주게 된다. 셋째, 

과업 중요성(task significance)은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가 조직 내·외에서 조직 구성원의 

직무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무가 타인의 상황에 영향

을 미치는 일이라는 것을 느낄 때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간주하고, 개인의 직무가 조직 내 

또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클수록 의미감을 느낄 수 있다. 넷째, 자율성(autonomy)



- 55 -

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업의 일정과 절차를 결정하는데 부여된 자유, 독립성, 

재량권의 정도를 뜻하며, 자율성이 많이 부여된 직무일수록 조직 구성원은 그에 따른 책임

을 크게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피드백(feedback from the job itself)은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서 요

구되는 활동을 수행한 성과의 효과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도

를 의미한다(Hackman & Oldman, 1975). 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

의 결과 또는 성과에 대하여 직무 자체, 상사, 동료 또는 후배 동료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

는다면 피드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개

인은 보다 활발한 피드백을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직무특성 이론은 개인과 직무를 연결하는 효과적인 이론으로 주목받아 왔으며(임지영, 

김미선, 김영희, 2008), 직무자율성은 직무에 대한 개인의 내재적 동기화와 긍정적인 직무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직무특성의 핵심 하위요인이다(Campion, 1988; Dysvik 

& Kuvaas, 2013; Hackman & Oldham, 1976; Kerr, von Glinow, & Schriesheim, 1977).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에게 직무특성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무 차원은 직무자율성이며

(Hackman & Oldham, 1976), Breaugh & Becker(1987)의 연구에서도 다섯 가지 직무특

성요인 가운데 직무자율성이 다른 직무특성보다 조직성과에 더욱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

혔다.

조직 구성원이 직무자율성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개인은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고, 자신이 경력을 발전시키며, 직무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고 직무성과 수준이 높다고 하

였다. 실제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조태

현, 2012),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자율성을 가질 때 책임감을 경험하게 된다

(Hackman & Oldham, 1980). 조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경

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성과 직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이

러한 이유로 다른 직무특성보다 특히 직무자율성이 개인 및 조직성과와 더욱 밀접한 관련

성이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

무자율성의 개념 및 구성요인을 직무특성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직무자율성 측정

이 연구에서의 직무자율성의 개념은 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과 업무 수행 방식, 일정 조율, 목표 수립 등의 의사결정을 자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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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독립성 및 재량권에 관하여 조직이 부여한 권한의 정도를 의미한

다. 직무자율성은 단일 차원의 요인으로 구성한 연구(Brady, Judd, & Javian, 1990), 두 개

의 요인으로 구성한 연구(Batey & Lewis, 1982),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한 연구(Breaugh, 

1985; Hackman & Oldham, 1976; Huh, 1997; Morgeson & Humphrey, 2006; Sims, 

Szilagyi, & Keller, 1976), 다요인 연구(Schutzenhofer, 1983)까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직무자율성은 Hackman & Oldham(1975)이 개발한 직무진단조사(JDS: Job 

Diagnostic Survey)와 Sims et al.(1976)의 직무특성목록(JCI: Job Characteristics 

Inventory)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자율성 수준을 측정해왔고(박은규, 2015), 구성요인을 직

무일정계획, 직무절차, 직무수행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두 개의 측정도구는 현

재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직무자율성과 독립성의 혼돈으로 인한 척도

상의 문제점, 부정적인 설문방식과 상이한 응답척도 형식을 사용한 것 등으로(Harvey, 

Billings, & Nilan, 1985)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Idasak 

& Drasgow, 1987).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직무자율성의 구성요인과 측정도구에 대한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단일 차원의 요인으로 직무자율성을 측정한 Brady, Judd, & Javian(1990)은 

Breaugh(1985)의 후속 연구로 그가 제시한 세 가지 구성요인(직무수행방법 자율성, 일정관

리 자율성, 평가기준설정 자율성)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직무

자율성은 단일 차원의 척도 즉, 전반적인 직무자율성을 측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언급

하였다(권미경, 2013). 직무자율성을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한 Batey & Lewis(1982)는 간

호사의 자율성과 책임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직무자율성을 구조적 자율성과 태도

적 자율성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조적 자율성은 직무 상황에서 정해진 규정 내에

서의 결정에 대한 자율성이고, 태도적 자율성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판단해야 할 자율이 전

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세 개의 구성요인으로 직무자율성 측정도구를 개발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Huh(1997)

는 Engel(1970)이 정의한 이론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책임성, 혁신성의 세 가지 구성요인으

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Morgeson & Humphrey(2006)는 직무특성 이론 초기에 개발된 

직무진단조사와 직무특성목록을 비롯하여 이후에 자기결정성(Deci & Ryan, 2000) 연구와 

자율성에 관한 다차원성 연구(Jackson et al., 1993)를 거쳐 WDQ(The Work Design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최근 국외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Dysvik & 

Kuvaas, 2013; Zacher, 2016) 이 측정도구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직무자율성의 차원성에 

대한 비일관적인 결과를 재검정하여 직무자율성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였다(고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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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용, 2012). 이 연구에서 직무자율성의 구성요인은 의사결정 자율성, 업무방식 자율성, 

업무계획 자율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직무자율성의 다요인 연구를 수행한 

Schutzenhofer(1983)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자율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는데, 성인 여성

의 생애 발달 과정을 고려하면서 자율성을 측정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각 발달 과정에 따

른 구성요인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직무자율성 측정도구는 Morgeson & Humphrey(2006)가 

개발한 WDQ(The Work Design Questionnaire)이었다(권미경, 2009; 2013; 김은지, 2011; 

박영주, 2017; 박은규, 2015; 송수종, 2018). 이 측정도구는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 자율성, 

업무방식 자율성, 업무계획 자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요인별로 3개 문항씩 총 9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밖에도 국내 연구에서 정성한, 박동수(2001)의 연구는 직

무목표 자율성, 직무방법 자율성, 직무일정계획 자율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9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정성한(2000)의 연구에서는 Breaugh(1985)가 개발한 측정도구의 신뢰

성 및 타당성을 검정하였고, 이를 채택하여 김해룡(2006)의 연구에서는 수행방법결정 주체, 

일정계획 주체, 수행방법선택 재량 정도, 수행시기선택 재량 정도, 수행순서결정 자유 정도, 

목표선택 자유 정도 등 7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진두찬, 손은정(2015)은 직무자율성의 구성

요인을 작업 스케줄, 의사결정, 방법론으로 나누어 9개 문항으로 개발한 Work Autonomy 

Scale(WAS) 척도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최해수(2016)의 연구에서는 Hackman & 

Oldham(1976)의 직무자율성 정의와 측정항목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지금까지 직무자율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측정도구를 살펴본 결과, 직무자율성

의 구인은 단일 차원으로 이루어진 연구부터 다요인 연구까지 다양하였다. 직무자율성을 보

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Morgeson & Humphrey(2006)의 측정도구는 국내·외 

다수의 직무자율성 관련 선행연구에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도 직무자율성의 잠

재변인을 의사결정 자율성, 업무방식 자율성, 업무계획 자율성의 세 가지 관찰 변인의 측정

을 통해 구명하였다.

4) 여성의 직무자율성 관련 연구

여성의 직무자율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여성의 자율성, 일터에서 남성과 여성에

서 부여되는 자율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Schutzenhofer(1983)의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의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발달 과정 

및 여성의 경력패턴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성에게 특화된 생애 사건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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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및 경력단계 관련 모델 혹은 이론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제시한 프로이드의 모델로 여성의 자율성을 설명하였다. 남성을 표준이라

고 여기고 여성을 표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며(Chesler, 1973; Davis, 1980; 

Gilligan, 1977), 일에서의 뚜렷한 자기주장, 자율성, 성공 등을 남성적 성격으로 여성은 

수동적이고 공감적이며 돌보는 성격으로 남성적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고정 관념이 있다

고 제시하였다(Bardwick & Douvan, 1972; Chesler, 1973; Davis, 1980; Gilligan 1977; 

1979). 

남성과 여성의 유년기 시절에도 사회화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여성에게는 다

른 사람을 돌보아 주는 예를 들어 간호사와 같은 전통적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

며, 이러한 고정관념은 정체성 형성, 법적 제도에도 녹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성

의 성격, 역할 등을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일터에서 직무자율성을 부여했을 때 기대되

는 태도, 행동 및 직무성과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Jaffee(1989)는 일터에서의 자율성과 권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았다. 직무

자율성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노력 수준과 일에 대한 헌신, 심리적 몰입과 연관이 있기 때

문에, 여성이 직무자율성의 수준이 낮은 직종에 배치된다면 노동시장과 일에 대한 애착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설명하였다(Bielby & Bielby, 1988; Kohn & Schooler, 1983; 

Lorence, 1987). 이 연구에서는 남성의 개념적 직무자율성, 의사결정 및 상사의 권위 수

준이 여성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교육, 고용형태,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일 경험, 인종 및 나이 등 인적자본 가운데 성별이 가장 개념적 직무자율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연구에서 일터에서의 남녀 차이와 관련하여 임금 불평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일의 맥락적 차원에서 직무자율성과 

권위가 얼마나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남녀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Wright(1985)는 직무자율성이 일의 개념적 영역 또는 시간과 관련된 일의 구조를 통제

하는 형태라고 정의하면서 개념적 자율성은 인지적 투입 또는 개인이 일의 개념적 측면을 

통제하는 정도이며, 시간 관련 차원의 직무자율성은 직무수행일정과 직장에서의 자유 시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시간 관련 직무자율성의 예로는 출근 및 

퇴근 시간, 일의 속도 등이며, 여성이 자신의 업무일정을 설정할 때 보다 많은 유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직무자율성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조사한 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Adler(1993)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그들만

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새로운 업무를 도입하고, 언제 근무할지, 언제 퇴근할지, 일의 속

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등을 결정하는 직무자율성의 수준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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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Wright(1985)의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시간 관련 직무자율성의 성별 차

이를 확인한 실증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여성의 생애 및 경력단계와 일의 맥락적 차원을 고려하여 직무자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성 고정관념이 조직에서의 직무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의 다중역할로 인해 조직에서 부여하는 직무자율성이 여성 근

로자에게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나. 직무재창조

1) 직무재창조 개념

직무재창조는 Wrzesniewski & Dutton(2001)에 의해 이론적 개념이 제시되었다. 이들

은 직무재창조를 ‘사람들이 자신의 과업에서 또는 일과의 관계 영역에서 변화시켜 나가는 

신체적 및 인지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모든 업무 수행자는 직무재창조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후에도 여러 연구자가 직무재창조의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Ghitulescu(2006)는 일의 의미를 바꾸고 잠재적으로 개인에게 일 정체성을 줄 수 있는 행

동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직무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직무재창

조를 통해 나아가 개인의 일 정체성을 바꾸어 동기부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정의하였다. Lyons(2008)는 자신의 일을 늘리거나 관계의 정도를 깊이 있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변화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요인을 줄이려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Grant & Ashford(2008)는 직무재창조를 일의 물리적, 인지적, 사회적 특징

에 대한 변화를 시작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Tims & 

Bakker(2010)의 연구에서 직무재창조의 개념을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요구 내에서 그들

에게 주어지는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간의 균형을 만들어 나가는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2012년의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선호, 동기 및 열정에 맞추기 위하여 자기 주

도적으로 변화하는 행동으로, 2013년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이 개인적 특징과 직무 상황 

간에 더욱 잘 맞는 상황 또는 본인 스스로를 수정하는 사전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Tims 

& Bakker(2010)와 Tims, Bakker, & Derks(2012; 2013)는 개인이 자신의 일을 어떻게 

인식하며, 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 등 개인이 가진 특성에 주목하였고 특히 개인이 주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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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력에 대한 열망 그리고 기대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Petrou, Demerouti, & 

Peeters(2012)는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조직 구성원이 자원을 찾거나, 도전적인 일을 찾고 

요구는 줄이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Oldham & Fried(2016)는 직무설계(job design)

와 관련한 연구를 종합하면서 직무재창조의 개념을 강조하였는데, 행동 중심의 직무재창조 

개념이 태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앞서 여러 연구자가 

정의한 직무재창조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24>와 같다. 

연구자 정의

Wrzesniewski & 

Dutton(2001)

� 자신의 일과 관련된 과업 또는 관계 영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신체적 및 

인지적 행동

Ghitulescu(2006)

� 개인이 일의 의미를 바꾸고 잠재적으로 그들의 일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며, 이러한 새로운 의미는 직장에서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

Lyons(2008)
� 자기 일을 늘리거나 관계의 정도를 깊게 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행동

Grant & Ashford(2008)
� 일의 물리적·인지적·사회적 특징에 대한 변화를 시작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식

Tims & Bakker

(2010, 2012, 2013)

�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요구 내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직무요구(job 

demand)와 직무자원(job resource) 간의 균형을 만들어 나가는 

행동

�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선호, 동기 및 열정을 맞추기 위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변화하는 행동

� 조직 구성원이 개인적 특징과 직무 상관 간에 더욱 잘 맞는 상황 또는 

본인 스스로를 수정하는 사전 행동

Petrou et al(2012)
�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조직 구성원이 자원을 찾거나, 도전적인 일을 

찾고 요구를 줄이는 자발적인 행동

<표 Ⅱ-24> 연구자별 직무재창조의 정의

직무재창조의 개념은 영미권과 유럽권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직무재창조의 구성요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Wrzesniewski & Dutton(2001)의 연구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영미

권의 연구에서는 과업(task crafting), 관계(relational crafting), 인지(cognitive crafting)

를 중심으로 세부 영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Tims & Bakker(2010; 2012; 2013)의 연구

를 기초로 한 유럽권에서는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과업 영역(task boundaries)은 직무를 수

행하는 동안 관여하는 활동의 형태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일의 흐

름, 일의 양, 크기 및 순서의 변경, 새로운 업무처리방식 도입, 조합 및 결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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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영역(relational boundaries)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의

미하며, 예를 들어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지, 얼마나 자주 혹은 얼마나 많이 함께하며 일

할지 등이 있다. 인지 영역(cognitive boundaries)은 개인이 직무를 바라보는 관점 및 방

법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일의 목적 바꾸기, 성과에 대한 의미 바꾸기 등이 

있다. 과업, 관계 및 인지 영역의 변화를 통해 직무 및 일하는 환경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

게 되고, 이는 일의 의미와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Bakker & Demerouti(2007)는 직무와 관련된 모든 요인은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으로 구

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직무요구자원 이

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능력과 선호에 따라 직무요구

와 직무자원을 자발적으로 조절하는 경향이 있어 직무요구자원 이론에 의해 직무재창조의 

구성요인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Tims & Bakker, 2010).

첫 번째 유형은 직무자원 증가로 직무자원은 직무요구를 통제하고 성과를 보장하는 기

능을 한다. 직무자원은 부정적인 직무요구를 완화하고 동기부여의 요인으로 긍정적인 성과

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Bakker & Demerouti, 2007; Hakanen & Roodt, 2010). 두 

번째는 도전적 직무요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직무 환경에 자극적인 요인이 너무 많은 경

우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불만과 이직을 초래할 수 있다(Kass, Vodanovich, & Callender, 

2001). 도전적인 직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은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적

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Lepine, Podsakoff, & Lepine, 2005), 조직 구성

원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전적 직무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달성한 

것에 대한 성취감은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다(Gorgievski & Hobfoll, 2008). 

셋째, 방해되는 직무요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직 구성원은 직무요구가 과하다고 여길 

때 요구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으로 이는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건강 문제(Bakker, 

Demerouti, & Euwema, 2005)와 이직률 증가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Kulik, 

Oldham, & Hackman, 1987).

이들은 이론적 틀을 제시할 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지만, 연구를 수행하면서 탐색

적 요인분석을 통해 직무자원 증가를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와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로 분

류하면서 4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Tims, Bakker, & Derks, 2012). 직무자원을 

구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분류한 이유는 구조적 직무자원은 직무와 관련이 있고 자

기 개발, 자율성, 다양성과 같이 직무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직무자원은 

피드백, 상사 및 동료의 조언, 코칭 등 다른 조직 구성원이 제공하는 자원으로 사회적 관

계를 나타내는 직무자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Tims, Bakker, & Derk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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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별 직무재창조의 정의 및 구성요인을 종합하면, 직무재창조는 그들에게 주어진 

과업 혹은 직무를 자발적·주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며, 이러한 변화는 과업적, 관계적, 인

지적 행동 혹은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을 맞춰가려는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직무재창조를 조직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간의 균형을 만들어 나가고 자신의 선호, 동기 등을 맞추면서 더욱 의미 있고 즐

겁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개

인 차원에서는 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일 정체성, 일의 의미 및 직업만족 등에 기

여하고, 조직 차원에서는 보다 높은 성과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직무재창조 관련 이론

직무재창조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론은 직무요구자원 이론이다(Ghitulescu, 

2006; Lyons, 2008; Tims & Bakker, 2010; 2012; Wrzesniewski & Dutton, 2001). 이 

이론은 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2001)에 의해 제안되었고, 이는 

Karesek(1979)의 직무요구통제 이론과 Hobfoll(1989; 2001)의 자원보존이론이 확장된 

형태이다. 직무요구자원 이론은 모든 작업 환경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론

을 통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직무요구통제 이론(Theorell, 

Karasek, & Eneroth, 1990)과 직무특성 이론(Hackman & Oldham, 1976)보다 유연하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직무요구자원 이론은 조직 구성원의 소진, 열의, 

복지, 혹은 웰빙과 효과성이 두 가지 근로 조건에 의해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지를 명시하

는 경험적 모형이다([그림 Ⅱ-6] 참조).

첫 번째 근로 조건은 조직 구성원이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초과한 경우 잠재적으로 부

담을 유발할 수 있는 직무특성을 나타내는 직무요구와 관련이 있다(Bakker, Hakanen, 

Demerouti, & Xanthopoulou, 2007). Karasek(1979)은 직무요구를 조직 구성원이 수행해

야 할 직무가 너무 많거나 제한된 시간 내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Bakker, Demerouti, & Verbeke(2004)는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직무특성 또는 측면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속적

인 육체적·심리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환경에서의 생리적·심리적 비용과 관련이 있다. 직

무요구는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과도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 불안·우울·소진 등

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며 이는 직무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Schaufeli & 

Bakk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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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요구의 구성요인으로 Demerouti et al.(2001)은 육체적 업무 과부하, 시간 압박, 

고객 접촉, 신체적 환경, 교대근무 등으로 제시하였고, Bakker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업무 과부하, 감정적 요구, 직장-가정 갈등으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업무

부담, 업무갈등, 신체적·육체적·감정적 요구, 역할모호성 등으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여 직무

요구를 측정하고 있었다(구효진, 김병용, 고재윤, 2010; 이지영, 지진호, 2007; Bakker et 

al., 2005; Schaufeli & Bakker, 2004; Schaufeli, Bakker, & Rhenen, 2009).

        

[그림 Ⅱ-6] Demerouti et al.(2001)에서 제시한 직무요구자원 이론 모형
출처: Demerouti, E., Bakker, A. B., Nachreiner, F., & Schaufeli, W. B. (2001).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of burnou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3), 

499-512. p.502.

두 번째 근로 조건은 직무가 조직 구성원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Bakker et al., 2007). 직무자원은 ①일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능적일 수 있으며, 

②직무요구 및 관련된 생리적·심리적 비용을 줄이고, ③개인의 성장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 64 -

직무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또는 조직적 측면을 의미한다. 직무자원은 조직 구성원의 

일 열의와 결과적으로 향상된 성과에 가장 주요한 영향요인이며(Xanthopoulou, Bakker, 

Demerouti, & Schaufeli, 2009), 이는 경력기회, 조직지원, 팀 분위기, 의사결정참여, 자율

성 등이 포함된다(Demerouti, Bakker, De Jonge, Janssen, & Schaufeli, 2001).

직무자원은 임금, 고용안정성, 경력 기회 등의 조직 차원의 변인과 상사 및 동료지지, 

조직 풍토와 같은 대인관계 및 사회적 상호작용 차원,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

요성, 자율성, 성과 피드백과 같이 업무 차원의 변인으로 구성한다. 이는 내적 및 외적 동

기부여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Bakker & Demerouti, 2007),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

시키고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Deci & 

Ryan, 2000; van den Broeck, vansteenkiste, De Witte & Lens, 2008). 

직무요구자원 이론을 활용하여 직무재창조의 개념적 틀을 고안하였는데, Tims & 

Bakker(2010)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과 선호를 맞추기 위하여 직무요구 및 직무자

원의 수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개념 및 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Ⅱ-7] 참조).

[그림 Ⅱ-7] Tims & Bakker(2010)의 직무재창조 모형
출처: Tims & Bakker. (2010). Job crafting towards a new model of individual job redesign. SA Journal of 

Industrial Psychology, 36(2), 1-9. p.5. 

직무자원은 일 열의, 몰입,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고, 소진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Bakker et al., 

2005) 조직은 높은 수준의 직무자원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Tims & Bakker, 2010). 

하지만 일부 조직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동료가 없거나, 조직 구성원에게 자

율성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직무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직무자원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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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자원보존이론(Hobfoll, 1989)에서 직무요구는 직무자원이 있는 경우에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직무자원이 풍부할수록 조직 구성원은 보다 높

은 수준의 일 열의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는 선순환 구조를 지녀 긍정적인 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직무재창조를 구성하는 직무자원 관련 하위요인을 구조적 직무자

원 증가와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로 구분하였다.

조직 구성원은 직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더 많은 도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상사로부터 과업을 받거나, 또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추가하여 

직무요구 수준을 높이게 된다(Tims & Bakker, 2010). 이러한 요구를 도전적 요구라고 일

컫으며(LePine et al., 2005) 도전적 직무요구는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고 부정적

인 성과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보다는 목표 달성 및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다

(Cavanaugh, Boswell, Roehling, & Boudreau, 2000). 이는 조직 구성원의 노력을 증가시

킬 수 있고, 어려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만족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직무요

구가 조직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조직 근로자의 역량을 초과했을 때 동료에게 그들의 업무를 도와달라고 요청하

거나, 불필요한 동료와의 상호작용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직무요구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 구성원이 목표 달성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무요구를 

방해적 직무요구라고 일컫으며(Cavanaugh et al., 2000), 예를 들어 역할 모호성, 직업안

정성 및 역할 갈등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LePine et al., 2005). 따라서 조직은 조직 구

성원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방해적 직무요구 수준을 낮추는 방법을 찾

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직무재창조를 구성하는 직무요구 관련 하위요인은 도전

적 직무요구 증가와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직무재창조의 개념 및 

구성요인을 직무요구자원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직무재창조 측정

이 연구에서 직무재창조는 조직 구성원이 현재 주어진 직무를 보다 의미 있고 즐겁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 및 사회적 직무자원은 증가시키고, 방해적 직무요구는 줄이고 도

전적 직무요구는 증가시키며 이를 자발적이며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행동을 의미한

다. 앞서 구성요인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크게 Wrzeniewski & Dutton(2001)의 연구

에서 구분한 과업, 인지, 관계 영역을 중심으로 관계를 살펴본 연구와 Tims et al.(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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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와 같이 직무요구자원 이론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직무재창조의 측정도구 연구는 Ghitulescu(2006)에 의해 시작되었다. Wrzeniewski & 

Dutton(2001)의 모형에서 제시한 구성 개념을 반영하여 과업(17문항), 관계(3문항), 인지

(3문항) 영역으로 구분된 23문항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교사를 대상으로 수행

한 질적 연구이며, FGI(Focus Group Interview)에 의해 경험적으로 도구를 개발하였지만 

타당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후 Leana, Appelbaum, & Shevchuk(2009)의 연구에서

도 보육시설 교사를 대상으로 개인적 잡 크래프팅(6문항)과 협동적 잡 크래프팅(6문항)으

로 구분하여 총 12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상의 두 개의 측정 도구는 교사라는 특정한 직업

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고, 교사의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해서 직무특성상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Slemp & Vella-Brodrick(2013)은 초

기 연구자인 Wrzeniewski & Dutton(2001)의 연구에서 강조했던 인지 영역과 일 정체성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JCQ(Job Crafting Questionnaire)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Tims et al.(2012)은 Schaufeli & Bakker(2004)가 제안한 직무요구자원 이론을 기반

으로 JCS(Job Crafting Scale)를 개발하였는데, 이 도구는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의 네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

었고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국내와 국외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직무재창조의 측정도구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국내 연구에서는 Slemp & Vella-Brodrick(2013)의 측정도구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Ghitulescu(2006), Tims et al.(201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외 연구에서는 Tims et 

al.(2012)의 측정도구를 주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국내·외 모든 연구에서 문항

을 대상에 따라 수정·보완하거나 기존 도구를 보완하여 문항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 연구의 경우 국외에서 개발된 도구를 번안해서 사용하거나,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구 타당화를 시도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었다. Tims et al.(2012)의 도구는 모든 직무

와 직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연구의 대상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에

게도 적합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재창조의 잠재변인을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로 구분하여 네 

가지 관찰변인의 측정을 통해 구명하였다.

4) 여성의 직무재창조 관련 연구

직무재창조 연구 가운데 여성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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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상황에서 서로 어울리고 보살피는 행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보살핌과 어

울림 이론(tend and befriend theory)(Taylor, 2006)과 직무재창조 선행연구에서의 남성

과 여성 차이 등을 기반으로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Taylor(2006)는 보살핌과 어울림 이론을 통해 여성이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엄마의 보살핌은 

아이를 진정시키고 주위 환경에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다양한 종류의 위협

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어울림은 사회에 의존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성은 그렇지 못한 여성보다 성공적으로 위협에 대처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

다. 이를 조직 상황에 적용해 보면, 조직에서 상사 및 동료와 함께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상황을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를 통해 직무재창조를 함으로써 여성

이 남성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직무재창조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Rudolph, Katz, Lavigne, & Zacher(2017)의 연

구에서는 직무재창조 이론(Demerouti, 2014; Tims & Bakker, 2010, Wang, Demerouti, 

& Le Blanc, 2017)에서 직무재창조 이론의 발전을 위해서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

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를 살펴보고(Tornau & Frese, 2013)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의 직무재창조 유형을 아는 것

도 조직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직무재창조 관련 선행연구에서 성별 차이의 결과가 다소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Petrou, Demerouti, & Xanthopoulou(2016)는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

보다 직무재창조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van Hooff & van Hooft(2014)

의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였다. 직무재창조의 구성요인 수준에 따른 효과 차이를 

보았는데, van Hooff & van Hooft(2014)는 여성이 남성보다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와 도

전적 직무요구 증가를 통해 직무재창조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경력개발 관련 연구에 따르

면, 여성은 남성보다 도전적 직무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Lyness & Thompson, 

2000; Ohlott, Ruderman, & McCauley, 1994; van Velsor & Hughes, 1990), 도전적인 

직무를 추구하는 것은 경력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Mainiero, 1994; Ragins, Townsend, & 

Mattis, 1998) 직무재창조는 여성의 경력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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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 열의

1) 일 열의 개념

일 열의(work engagement)의 개념은 Kahn(1990)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는 일 열의를 개인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에너지를 투여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Maslach & Leiter(1997)는 일 열의가 소진

(burnout)의 반대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소진을 고갈(exhaustion), 냉소

(cynicism), 무능(inefficacy)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반대 개념인 에너지

(energy), 관여(involvement), 그리고 효능(efficacy)을 일 열의의 구성요인으로 보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 열의가 소진의 반대 개념보다는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독립

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Schaufeli & Bakker, 2004). Rothbard(2001)는 일 열의란 개인

이 심리적으로 어떠한 일에 몰입하는 상태로 정의하였고, 이를 관심(attention)과 몰두

(absorption)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일 열의의 개념과 구성요인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소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아

직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다(Christian, Garza, & Slaughter, 2011; Macey & 

Schneider, 2008). 하지만 공통된 의견으로 일 열의는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하더라도 개

인이 투입하는 에너지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지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유익한 점

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조직 구성원의 성과에 영향을 끼친다(백수진, 2016). 특히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에서의 일 열의가 더욱 중

시되고 있다(예지은, 2015). 

일 열의를 해석하는 관점은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는 것과 상태에 초점을 두는 두 가

지 관점이 있다(Sonnentag, 2003; Sonnentag, Dormann, & Demerouti, 2010). 개인의 특

성 관점은 일에 대한 열의가 높은 사람이 가진 독특한 특성을 강조하고, 상태 관점에서는 

일에 대한 열의가 있거나 없는 개인의 상태를 강조한다. 일 열의를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

로 해석한다면 특성이란 잘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학

습하기는 쉽지 않다. 일 열의를 상태로 해석하는 이유는 사람은 매일 같은 수준의 일에 대

한 열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외부의 환경적 요인 혹은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등의 관

계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 열의가 상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 열의

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황적·환경적 요인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Schaufeli, Salanova, Gonzalez-Roma, & Bakker(2002)가 일 열의의 측정 도구를 개발

한 이후에 활발한 일 열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과거에는 소진이라는 부정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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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 분야에서 일 열의에 대

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Luthans, 2002; Salanova & Schaufeli, 2008; Seligman, 

2002). 이들은 일 열의를 일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헌신하며 몰두하는 자세라고 정의하면

서 활력(vigor), 전념(dedication), 그리고 몰두(absorption)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

하였다.

첫째, 활력은 일하는 동안 높은 수준의 에너지, 정신적 회복 탄력성, 자신이 맡은 일에 

노력을 투자하겠다는 의지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의 인내력 등을 의미한다. 

둘째, 전념은 일에 대한 도전의식, 열정, 자긍심, 자부심 등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입되

는 상태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몰두는 일에 대한 완전한 집중,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집중

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떠나서는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

(Schaufeli & Bakker, 2004; Schaufeli, Bakker, & Salanova, 2006).

선행연구에서는 일 열의가 조직 행동의 기존 개념인 조직몰입, 직무관여도, 직무만족, 

직무몰입 등과 구분되는 새로운 개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 열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태도 혹은 조직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는 조직몰입과 구분되며

(Saks, 2006), 개인이 일할 때 스스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차원에서 헌신한다는 점이 

직무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인 직무관여도와 차이를 나타낸다(Kanungo, 1982). 직무만족

은 개인의 직무 또는 직무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말하는데(Locke, 1976) 이

는 직무조건 또는 직무특성에 대한 평가적 기술을 의미하고, 일 열의는 일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경험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Christian et al., 2011). 그리고 직무몰입

은 직무가 개인 정체성에서 중요한 정도를 의미하며(Lawler & Hall, 1970), 직무가 개인

의 니즈를 얼마나 충족시켜주는지에 대한 인지적 판단의 결과이다. 이에 반해서 일 열의는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직무만족은 직무와 관련된 정서

적 반응을, 직무몰입은 직무와 관련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노윤, 2011).

이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 열의를 조직 구성원이 일을 수행할 때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활력과 함께 일에 전념하며 몰두하는 자세라고 정의하였다.

2) 일 열의 관련 이론

일 열의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론은 직무요구자원 이론이다(Bakker, Demerouti, 

& Sanz-Vergel, 2014; Demerouti et al., 2001; Hackman & Oldham, 1975;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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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sek, 1979; Schaufeli & Bakker, 2004). 직무요구자원 이론은 Hackman & 

Oldham(1975)이 제안한 직무특성 이론과 Karasek(1979)이 제안한 직무요구통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직무설계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조직 구성원의 내적 동기 

및 만족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직무요구통제 이론에서는 직무성과로 부정적인 영향요인들과 결과적 측면을 중심으로 

보았다면, 직무요구자원 이론은 긍정적인 변인들을 포함함으로써 직무요구통제 이론이 가

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정서적 안녕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조건 및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직무요구자원 이론에서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활력을 가지고 헌신하며 몰두하는 일 열의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구명

하였다(Bakker, Schaufeli, Leiter & Taris, 2008; de Lange, de Witte, & Notelaers, 

2008; Halbesleben & Wheeler, 2008).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및 결과에 관한 모형으로 Schaufeli & Bakker(2004)는 

Demerouti et al.(2001)의 연구를 활용하여 활동적 과정과 동기부여 과정으로 두 가지 이

론적 경로를 설명하였다([그림 Ⅱ-8] 참조). 두 경로 가운데 일 열의와 관련된 동기부여 

과정(motivational process)은 직무자원이 조직 구성원의 내적·외적 동기를 향상시켜서 긍

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과정이다. 소진은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모두 관련이 되어있지만 

일 열의의 선행요인으로는 직무자원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Ⅱ-8] Schaufeli & Bakker(2004)의 직무요구자원 이론 모형
출처: Schaufeli & Bakker. (2004).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rnout and 

engagement: A multi‐sample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5(3), 293-315.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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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ker & Demerouti(2007; 2008)는 Schaufeli & Bakker(2004)의 직무요구와 직무자

원의 두 가지 이론적 경로를 정교하게 만들고 일 열의를 예측하기 위한 직무요구자원 이

론 모형을 [그림 Ⅱ-9]와 같이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개인 자원이 일 열의의 예측 

변인으로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Ⅱ-9] Bakker & Demerouti(2007)의 직무요구자원 이론 모형
출처: Bakker, A. B. & Demerouti, E. (2007).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state of the art.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2, 309-328. p.313. 재구성.

  

[그림 Ⅱ-10]과 같이 Bakke et al.(2014)의 연구에서도 개인 및 직무자원의 상호작용

을 통해 일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나아가 직무성과를 향상시킨다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

다.

또한, 동기부여 과정은 Meijman & Mulder(1998)의 노력-보상 모형(effort-recovery 

model)과 기대가치 이론(expectancy value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노력-보상 모형

에 의하면 직무자원이 조직 구성원의 노력을 통한 직무목표 성취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직무자원은 외재적 동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기대가치 이론에서는 개인이 합리적

인 선택을 함으로써 노력과 보상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며, 조직 구성원은 기대가 클수록 

그 일에 대한 노력과 열의가 높아진다고 하였다(조성일, 2005). 따라서 동기부여 과정은 

직무자원을 통한 조직 구성원의 내재적, 외재적 동기를 높이는데 즉, 일 열의가 높아져 긍

정적 결과를 이끄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 열의의 개념 및 구성요인을 

직무요구자원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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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Bakker, Demerouti, & San-Vergel(2014)의 직무요구자원 이론 모형
출처: Bakker, Demerouti, & Sanz-Vergel. (2014). Burnout and work engagement: The JD–R approach. 

Annual Review Organizational Psychology Organizational Behavior. 1(1), 389-411. p.400.

  

  

3) 일 열의 측정

이 연구에서는 일 열의를 조직 구성원이 일을 수행할 때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

서 높은 수준의 활력과 함께 헌신을 다하여 일에 몰두하는 자세라고 정의하였다. 일 열의

에 대한 개념은 Kahn(1990)이 제안하였고 심리적 존재의 전반적인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

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 시키지 않았다. Maslach, Schaufeli, & Leiter(2001)는 소진과 일 

열의는 개인과 업무환경 즉, 개인에게 주어지는 업무의 양, 보상, 공정성, 가치, 공동체 의

식 등이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에 비례하여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Maslach Burnout 

Inventory(Maslach & Jackson, 1981)를 개발하여 소진의 수준이 낮은 경우 일 열의가 높

다고 판단하였다. Schaufeli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소진과 일 열의가 서로 다른 도구

를 통해 독립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일 열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이론적 분석(Schaufeli & Bakker, 2001)에 기반으로 두고 일과 관련된 웰

빙의 두 가지 차원인 활력과 전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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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 번째 차원은 서로 양극단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소진은 전

문적 효능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 열의는 몰두하는 것을 말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렇

게 활력, 전념, 몰두의 세 가지 구성요인으로 UWES(Utch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는 최초 24개 문항으로 개발되었으나, 측정도구 평가 후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 7

개의 문항은 삭제되어 17개 문항으로 사용되었다(Schaufeli et al., 2002). 각 문항은 활력 

6개, 전념 5개, 몰두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연구자들은 응답자가 설문하는데 불필요

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각 변인을 최소화하여 하위요인별로 3개씩 총 9개의 단축형 측

정도구를 개발하였고(Schaufeli et al., 2006) 10개국(호주,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

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스페인)의 14,251명을 대상으로 측정도구의 신

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UWES-9는 UWES-17의 측정도구와 80% 이상의 상관관계

를 가지며, 30개 사례 중 3개(10%)를 제외하고 나머지 27개 사례에서 Cronbach’s α값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Christian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Macey & Schneider(2008)의 개념 틀을 

활용하여 직무 태도에 대한 판별 타당성과 기준 타당성을 밝혀내고, 일 열의에 대한 합의

된 정의와 그 고유성 구성요인의 네트워크를 구명하였다. UWES를 포함한 연구자별 6개

의 각기 다른 측정도구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Ⅱ-25>와 같다.

측정도구 연구자 문항 수 주요 구성요인 정의 문항 예시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UWES)

Schaufeli, 

Salanova, 

Gonzalez-Roma 

& 

Bakker(2002)

9-17개

� 긍정적이고, 충족되며 

일과 관련된 마음 

상태

� 지속적인 

정서적-인지적 상태

� 일하는 동안의 

에너지와 정신적 

회복탄력성

� 중요성, 열정, 영감, 

자부심 및 도전

� 일에 집중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직장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

� 나는 일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한다.

� 나는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 직장에서 나는 

활력이 넘친다.

<표 계속>

<표 Ⅱ-25> 일 열의 측정도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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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연구자 문항 수 주요 구성요인 정의 문항 예시

비열의

(disengagement)

Demerouti, 

Bakker, 

Vardakou, & 

Kantas(2003)

8개

� 일에 대한 감정

� 동일한 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의지, 열의와 관련하여 

조직 구성원과 직무의 

관계

� 나는 점점 나의 일에 

열의를 갖게 된다.

� 나는 내 일이 

긍정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항상 나의 일이 

새롭고 흥미로운 

점을 발견한다.

Shirom

-Melamed

활력 측정도구

Melamed, 

Shirom, Toker, 

Berliner, & 

Shapira(2004)

14개

� 조직 맥락에서 정서적 

반응

� 체력, 정서적 에너지, 

인지적 밝음에 대한 

느낌

� 나는 활기차다.

� 나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온기를 

보여줄 수 있다.

심리적 열의
May, Gilson, & 

Harter(2004)
13개

� 조직 구성원의 일 

역할에 스스로 

동력화할 수 있는 

의지

� 역할 수행 중에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인 고용 및 

표현

� 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하면 다른 모든 

것을 잊을 정도로 

몰입한다.

� 나는 종종 직무에서 

벗어난 느낌이 

들었다.

일 열의
Rich, LePine, & 

Crawford(2010)
18개

� 역할 수행에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에너지를 동시에 투자

� 나는 내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 나는 내 일에 

열중한다.

� 직장에서 나는 일에 

열의를 갖고 임한다.

일 열의 Saks(2006) 6개

� 개인이 조직에서의 

특별한 역할에 대한 

심리적 수준

� 나는 내 직업에 

나를 온전히 

쏟는다.

� 가끔 일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 나는 내 직업에 

모든 것을 쏟는다.

출처: Christian, M. S., Garza, A. S., & Slaughter, J. E. (2011). Work engagement: A 

quantitative review and test of its relations with task and contextual performance. 

Personnel psychology, 64(1), 89-136. pp.92-93.

<표 Ⅱ-25> 계속

대부분의 연구에서 UWES를 사용하여 일 열의를 측정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다

수의 연구에서 UWES-17 또는 UWES-9를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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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김정숙, 2016; 김지혜, 2018; 박인혜, 2018; 백수진, 2016; 손영아, 2018; 이강연, 

2018; 이유영, 2018). 이 연구에서도 많은 연구에서 타당성을 확인한 Schaufeli et 

al.(2006)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활력, 전념, 몰두 세 가지 관찰변인의 측정을 통해 구명

하였다. 

4) 여성의 일 열의 관련 연구

여성의 일 열의 관련 연구는 선행연구에서의 남성과 여성 차이와 Banihani, Lewis, & 

Syed(2013)의 연구를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Schaufeli et al.(2006)의 연구 결과에서는 일 열의와 성별 간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캐나다, 호주, 프랑스 샘플에서는 일 열의와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그리고 핀란드 샘플에서는 남성이 여성 근

로자 보다 높은 일 열의 수준을 보였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스페인은 여성이 남성보다 

일 열의 수준이 높았다. 

Banihani et al.(2013)의 연구는 일 열의 이론과 성별 조직 이론(gendered organization 

theory) 고찰을 통해 일 열의의 성별적 특성을 구명하였다. 조직의 구조는 여성보다 남성

이 보다 용이하게 일에 대한 열의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개념적 모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그림 Ⅱ-11] 참조).

                 

[그림 Ⅱ-11] 성별에 따른 일 열의의 개념적 모형

출처: Banihani, M., Lewis, P., & Syed, J. (2013). Is work engagement gendered?. Gender 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28(7), 400-423. p.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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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일 열의는 세 가지 심리적 조건 의미성, 안정성, 유용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고, 조직의 구조, 문화 및 이데올로기로 인해 남성 근로자가 여성에 비해 일 열의를 보

다 쉽게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첫째, 심리적 의미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인지적, 또는 정서적 에너지 내에서 투자한 만큼 되돌려 받는 느낌으로(Kahn, 1990), 남

성이 여성보다 심리적 의미성에 대한 경험을 보다 쉽게 한다는 것을 구명하였다. 이는 주

로 조직이 남성의 특성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러한 특성이 이상적인 모습인 것처

럼 여기기 때문이다. 

둘째, 심리적 안정성은 자아상, 지위, 또는 경력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느낌이다(Kahn, 1990). 남성이 여성보다 심리적 안정성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터

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는 안정성에 대한 

낮은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조직은 남성의 특성과 차이점을 강조하여 남성 근로자

가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반면 여성은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유용성은 특정 순간에 개인적으로 열의를 나타낼 수 있는 물리적, 

정서적, 심리적 자원을 갖는 감각이다(Kahn, 1990). 조직 내 직무는 지속적인 업무를 수

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은 주로 가족에 대한 책임(가사, 육아, 양육 등)으로 인해 남성에 

비해 심리적 유용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선행연구 결과 일 열의와 성별 간의 관계는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으

며, 일 열의와 성별 조직 이론을 기반으로 남성과 여성의 일 열의 차이를 본 Banihani et 

al.(2013)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심리적 의미성, 안정성, 유용성을 통해 일 열의의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에서 남성 근로자의 특성이 이상적인 조직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제조분야는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가 

가장 많이 종사한다는 특징이 있으나, 남성 근로자 역시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이기 때

문에 이들이 이상적인 조직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조분야에 종

사하는 여성 근로자의 일 열의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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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리천장 인식

1) 유리천장의 개념

유리천장(glass ceiling)은 1986년 Wall street journal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여성 

근로자가 상위층(임원 또는 관리직)으로 진급하는데 장애가 되던 사회적인 편견과 같은 

보이지 않는 인위적인 장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이다(Still, 1992). 이전에 유

리천장은 승진장벽으로 사용되면서 1970년대 여성운동 과정에서 등장하였다(Ayto, 

2006). Morrison(1987)은 직장에서 일하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불

평등 중 하나로, 여성이 기업에서 특정 지위로 진급하는 것을 막는 유리와 같은 장애물이

라고 정의하였다. Wirth(2001)는 겉으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

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직위에 머무르는 유리천장은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경제적·사회적인 불평등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소

수 민족의 출신자 또는 인종이 다를 경우 겪는 차별 현상까지도 포괄적으로 사용하게 되

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성의 차별적 고용구조와 노동조건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

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여성 인력 활용방안을 모색

하였다. 제도적 차원에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등

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

등적인 구조와 문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

닌 국가 발전에도 저해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장영, 2004).

국내 연구에서도 유리천장 초기의 연구에서는 유리천장을 승진장벽의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홍표근(2005)은 조직 내에서 여성들이 승진과정에서 겪게 되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나 장벽이라는 뜻으로 정의하였고, 서철현, 이상돈(2006)의 연구에서

도 승진장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성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승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나아가다 보면 장벽으로 인해 승진하는 것이 어려운 현상이라고 정의하였

다.

최근 연구에서의 유리천장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재일(2014)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

격이나 역량에 관계없이 소수자와 여성이 조직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는데 보이지는 않

지만 깨지지 않는 장벽이라 정의하였으며, 남성진(2014)은 유리천장 인식의 개념을 조직

에서의 승진, 부서배치, 근무조건, 임금 등에서 여성 근로자가 지각하는 구조적 차별이라

고 정의하였다. 안현정(2019)의 연구에서는 호텔 여성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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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 연구에서 유리천장 인식은 능력이나 경력 등에서 남성과 비교하여 뛰어난 실력

을 갖추었음에도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승진에 대한 차별과 교육훈련 측면

에서의 차별을 의미한다.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유리천장의 개념이 확장되었지만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에서 크

게 변하지 않았다. 민정아(2010), 정재일(2014), 이용석(2017)의 연구에서는 유리천장의 

개념에 유리벽(glass wall), 이중유리천장(double glazed glass ceiling), 유리문(glass doo

r) 등의 개념을 종합하여 정의하기도 하였다. 유리벽은 조직 내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역

할과 직무가 제한되어 핵심적인 역할에서 배제되어 단순한 업무의 부서에 종속시키는 것

을 뜻하며, 이중유리천장은 유리천장을 어렵게 극복하고 관리직으로의 진입에 성공한 여성

이 조직의 최고위층으로 승진하는데 있어 다시 유리천장에 부딪히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유리천장 개념에서 파생된 유사개념인 유리문은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요한 보직 

및 업무에 여성과 소수인종들은 배제되는 것을 뜻하거나, 임금이 낮은 업무에 여성과 소수

인종이 집중되는 현상을 일컫는다(Lopez, 1992). 이러한 장벽은 조직문화와 의식적인 면

이 결부되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므로, 보편적인 차별 즉, 업무에 있어서 명백한 차별과 

같이 법률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정의

하고 있는 유리천장의 개념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Ⅱ-26>과 같다. 

용어 연구자 정의

승진장벽

홍표근(2005)
� 조직 내에서 여성들이 승진과정에서 겪게 되는 보이지 않는 차별

이나 장벽

서철현, 

이상돈(2006)

� 여성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승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

상 나아가다 보면 장벽으로 인해 승진하는 것이 어려운 현상

유리천장 

인식

남성진(2014)
� 조직에서의 승진, 부서배치, 근무조건, 임금 등에서 여성 근로자가 

지각하는 구조적 차별

이용석(2017)
�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에 관계없이 여성이 조직에서 

고위직급으로 올라가는데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깨지지 않는 장벽

안현정(2019)

� 능력이나 경력 등에서 남성과 비교하여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승진 및 교

육훈련 측면에서의 차별

유리벽

� 유리벽은 조직 내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직무가 제한되어 

핵심적인 역할에서 배제되어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종속시

키는 것

이중유리천장
� 유리천장을 어렵게 극복하고 관리직으로 진입에 성공한 여성이 최

고위층으로 승진하는데 있어 다시 유리천장에 부딪히게 되는 현상

유리문
�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요한 보직 및 업무에 여성이 배제되

는 것 또는 임금이 낮은 업무에 여성이 집중되는 현상

<표 Ⅱ-26> 유리천장 인식 관련 용어에 따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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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유리천장은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여성 근로자가 승진, 부서배치, 근무조

건, 임금 등에 의한 구조적 차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유리천장 인식은 여성 

근로자가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 채용 및 부서배치, 승진, 모성보호제도 등과 

관련된 복리후생 등에서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차별과 역할과 임무가 제한되어 이로 인해 

관리직 혹은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2) 유리천장 인식 관련 이론

유리천장 인식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론은 성 스키마 이론(gender schema 

theory), 성 역할 고정관념 이론(sex-role stereotype theory), 사회적 편견 이론(social 

stereotype theory),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귀인 이론(attribution 

theory), 그리고 문화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김희령, 2015; 장영, 장수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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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로써(Bem, 1981), 사람들은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때 유사

한 경험 또는 사건들로부터 형성된 스키마를 이용하게 된다. 이 때 성(gender)과 관련된 

스키마가 남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즉, 여성의 역할은 가사, 육아 및 양육과 관련되어 

있으며, 남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직 내 

발생하는 유리천장 현상을 성 역할에 대한 스키마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

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직장과 가정이라는 이중부담까지 

가지게 되어, 여성의 경력개발을 어렵게 한다(Large & Saunders, 1995).

둘째, 성 역할 고정관념은 성 스키마 이론과 비슷한 이론으로, 이는 한 문화권에서 공유

하고 있는 성별에 따라 기대하는 태도, 행동 등을 포함한 일련의 생각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자들이 분석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여성의 특성은 수동적, 가정 지향적, 주관적, 양

육적, 협조적, 온정적, 표현적, 순종적인 것으로 묘사된다고 언급하였다(Broverman, Vogel, 

Broverman, Clarkson, & Rosenkrants, 1972). 이러한 고정관념은 여성 근로자가 가사, 육

아 및 양육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거나 휴직하는 경우 여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에 충실

하지만 일에 대한 열의, 조직몰입 등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조직에서 일에 대한 태도가 적

극적인 경우 가정에 소홀하거나 기가 센 여성으로 표현되어 여성 근로자의 고충이 큰 것

으로 나타난다(Broverman et al., 1972). 이에 개인의 좋고 싫음에 대한 선호와 판단이 

더해지면, 편견으로 이어지게 되어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이는 유리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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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사회적 편견 이론과 사회적 정체성 이론을 통해 유리천장 현상 및 인식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편견은 사람을 일정한 범주로 묶어서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사람

들은 여성을 여성이라는 범주에 넣고, 이들의 역할과 가치를 판단한다. 타인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분하고(Capozza & Brown, 2000), 다른 여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 정체성에 따라 문제의 원인

을 귀인할 가능성이 있다(장영, 장수덕, 2006). 사회적 정체성 이론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

라는 성별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 혈연 등 특유의 사회적 정체성으로 남성들도 유리천장

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유리천장 연구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

며, 유리천장 인식이 경력만족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강하게 반응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장영, 장수덕, 2006).

넷째, 귀인 이론은 자신 혹은 타인의 행동 원인을 찾기 위하여 추론하는 과정을 설명하

는 이론으로(Daley, 1998), 추론 과정에서 개인의 기질, 성격 특성, 태도, 역량, 노력 등으

로 결정되는 것에 귀인하는 것을 내적 요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적 요소 예를 들

어, 사회적 규범, 우연한 기회 등에 귀인하는 것을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Heider, 1958) 

개인이 지각한 상황을 내적 혹은 외적 요인 가운데 어느 것에 귀인 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귀인 이론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가 여성보다 내적 귀인 성향이 높

지만, 여성의 경우 그 원인을 외적 요인에 의한 결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Lemon, 

1996; Nieva & Guteck, 1982). 따라서 여성들의 귀인 성향에 따라, 개인의 조직 내에서 

채용 및 부서배치, 승진, 복리후생 등 유리천장 인식을 외적 요인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데

에서 유리천장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문화 이론적 관점에 따르면, 가족 친화적이지 않고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유

리천장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Wrigley, 2002). 한 조직에서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15% 

이하일 경우, 여성은 실질적인 힘을 지니지 못하게 되고 상징적으로 명목적인 지위를 형성

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Kanter, 1977). 또한, 여성 근로자는 남성적인 조직문화를 

선호하지 않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남성 중심적 문화이면서 연결망 강화에 활용

되는 사례는 회식문화를 들 수 있다(손승영, 2005). 최근에는 회식문화가 개선되고 있지

만 잦은 술자리와 이를 강요하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 문화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

에게도 부담을 주는 문화이다(손승영, 1995). 비공식적인 술자리 또는 여성을 의도적으로 

따돌리기 위하여 작용하기도 하는 회식문화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경쟁하기 힘든 구

조를 만든다(손승영, 2005). 결과적으로 이는 여성이 고위직 또는 관리직으로 진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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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van Vianen & Fischer, 2002).

3) 유리천장 인식의 측정

이 연구에서는 유리천장을 여성 근로자가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 채용 및 

부서배치, 승진, 모성보호제도 등과 관련된 복리후생 등에서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차별과 

역할과 임무가 제한되어 이로 인해 관리직 혹은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장

벽을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국외 연구의 경우, 유리천장 현상을 성별에 따른 차별 

뿐만 아니라 인종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인식을 측정하였다. 또한, 여

성의 승진장벽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승진을 승진횟수 또는 직급이 가진 권위로 개념

화 하였다(Naff, 1994; Wright, Baxter, & Birkelund, 1995).

반면에 국내 연구에서는 유리천장을 중간관리자 또는 관리자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시

간, 남녀관리자의 비율, 승진의 한계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승진을 보다 확대하여 채용, 보

직 배치, 교육·훈련, 임금, 휴가, 복리후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보이지 않는 차별 등을 

포괄하여 유리천장 인식을 측정하였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2장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서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영역

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예를 들어,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리천장 인식의 구성요인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노

동시장에서 받는 구조적 차별의 요인들이 바로 유리천장을 측정하게 하는 구성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리천장 현상을 주제로 하는 연구에서 승진과 보직 배치에 관한 차별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다. 승진은 이동의 한 형태로써, 조직 구성원의 조직 내 직무 혹은 자격 

서열의 상승을 의미한다. 승진의 기회는 기업 내부에서 주어지며,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능력과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인정과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 및 능률 향상에도 영향

을 준다(민정아, 2010). 보직 배치의 경우,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의 배치가 배제되

면 여성 근로자는 고위직으로의 승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이에 나아가 홍

미영(2004)의 연구에서는 채용에서부터 차별이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조직 내 승진 

또는 핵심부서로의 배치 뿐만 아니라 채용 시 고정관념에 의해 특정한 직종에 여성이 최

초 진입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상을 밝혔다.

또 다른 측정요인은 임금으로, 임금 격차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성차별이다(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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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임금은 근로자에게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수입의 원천이며, 기업이 직원을 모집, 

채용, 유지 및 근로의욕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Reynold, 1974). Still(1992)은 공직 

내 유리천장과 유리벽에 의한 남녀의 직무 분리는 수직적, 수평적 분리가 되는데 이러한 

직종의 분리는 임금 격차라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유리천장 현상을 근무조건, 제도의 활용, 복리후생 등의 차원을 포함하

는 포괄적인 인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나정미, 2011; 남성진, 2014; 민정아, 

2010).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여성의 출산과 자녀 양육 및 가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으로 

인해 기업에서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 유리천장 현상을 여성 근로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영향요

인, 극복방안, 조직성과와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았는데 대상에 따라 유리천장 인식을 측정

하는 요인을 상이하게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 및 민간기업에서 조직 구성원

이 입사 후 받게 되는 교육·훈련 또는 전문성 및 승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차별은 점

차 줄어들고 있으며, 조직 내 학습공동체를 시행 및 자신의 역량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학

습으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차별을 제외한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승진 

차별,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로 구성요인을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분류하는 

유리천장 인식의 구성요인 및 측정요인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Ⅱ-27, 28>과 같다.

연구자
구성요인

채용 승진 배치 교육훈련 복리후생 비고

Glass ceiling 

questionnaire(2002)
● ● ● ● ●

장영, 장수덕(2006) ● ● ●

민정아(2010) ● ● ● ● ●

남성진(2014) ● ● ● ● ● 임금

정재일(2014) ● ● ● ● ●

김희령(2015) ● ● ●

박인영(2015) ● ● ● ●

이용석(2017) ● ● ●

문희정(2017) ● ● ●

안현정(2019) ● ●

<표 Ⅱ-27> 유리천장 인식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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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요인 1 2 3 4 5 6 7 8 9 10

채용

� 여성에 비해 남성 채용이 많음. ● ●

� 여성은 입사 지원 시 단순 업무에 

응시해야 채용됨.
● ● ● ● ● ●

� 직원 채용 시 남성을 선호함. ● ● ● ● ●

� 여성이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적음. ● ●

� 여성에 비해 남성을 우선시 함. ● ●

부서

배치

�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많이 배치됨.
● ● ● ● ● ● ●

� 여성이 부서 내 단순 보조 업무를 많이 

수행함.
● ● ● ● ● ● ● ●

� 여성이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배치됨.
● ● ● ●

부서

배치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함.
● ● ●

� 부서의 직속 상사가 여성이라면 타 

부서로 옮기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승진

� 여성의 경영층 진급이 어려움. ● ● ● ● ● ● ● ● ● ●

� 여성의 진급과정이 복잡함. ● ● ●

� 여성의 중간관리자 진입시간이 오래 걸림. ● ● ● ● ● ● ● ● ● ●

� 여성이 중간관리자까지의 진급이 어려움. ● ● ●

� 여성의 중간관리자 이상의 진급이 어려움. ● ● ● ● ● ● ● ● ● ●

� 여성이 중간관리자 이상 진급하는 비율이 

적음.
●

복리

후생

� 임금 책정 시, 남성에 비해 차별받음. ● ● ● ● ●

� 여성의 휴가(임신, 출산에 따른 휴가 

포함) 사용 시 차별받음.
● ● ● ● ● ●

� 여성이 결혼 후 근무하기 어려움. ● ● ● ● ● ●

� 결혼, 임신, 출산 후 타 부서로의 이동 

또는 퇴직해야 하는 분위기임.
● ● ● ● ● ● ●

1. Glass ceiling questionnaire(2002)

2. 장영·장수덕(2006)

3. 민정아(2010)

4. 남성진(2014)

5. 정재일(2014)

6. 김희령(2015)

7. 박인영(2015)

8. 이용석(2017)

9. 문희정(2017)

10. 안현정(2019)

<표 Ⅱ-28> 유리천장 구성요인의 측정요인 선정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민정아(2010)의 측정도구를 활용하고 있는데, 민정아(2010)의 

연구에서는 장영, 장수덕(2006)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조직에 채용되는 시점에서부터 적

응하는 과정 및 승진, 보상까지 모든 차별적 요인을 포함하여 교육훈련 및 채용 차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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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및 부서배치 차별, 복리후생 차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장영, 장수덕(2006)은 Glass 

Ceiling Questionnaire(2002)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다. 단일요인으로 유리천장 

인식을 측정하거나 여러 구성요인을 통해 측정하기도 하는데, 구성요인과 관계없이 측정요

인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장영, 장수덕(2006)과 민정아(2010)의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나정미, 2011; 남성진, 2014; 문희정, 2017; 박인영, 2015; 

안현정, 2019; 장정순, 2015; 정재일, 2014), 이 연구에서도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에게 적합하도록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승진 차별, 그

리고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의 세 가지 관찰변인의 측정을 통해 구명하였다.

4) 여성의 유리천장 인식 관련 연구

유리천장 인식 관련 연구는 유리천장 현상을 밝히는 연구(권경득, 2000; 김성국, 1998; 

성현정, 2007; Groot & van Den Brink, 1996; Joan, 2009; Lyness & Thompson, 1997; 

Maume, 1999; Morrison, White, White, & van Velsor, 1987; Tompson, 1997; Wrigley, 

2002), 영향요인이 무엇인지(김은희, 2009; 이선이, 윤소연, 김혜숙, 2008; 주희진, 2005; 

Eyring & Stead, 1998; Large & Sanuders, 1995; Morrison & Cummings, 1992; Still, 

1992; van Vianen & Fischer, 2002), 이를 극복 또는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

지(김용순, 권문호, 2006; 송현진, 조윤직, 2014; 장영, 2006; 홍미영, 2004; Joo, 2001; 

Knutson & Schmidgall, 1999; Lemons & Parzinger, 2001; Meyerson & Fletcher, 

2000; Miller & Lemons, 1998)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유리천장 현상 자체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Morrison 

et al.(1987)는 여성 관리자들 가운데 임원급으로 승진하는데 있어서 장벽이 존재함을 발

견하였고, Groot & Brink(1996)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승진 비율에 대한 차이점을 비

교하였다. 이 밖에도 승진 뿐만 아니라 같은 직급에 있더라도 조직에서 부여하는 권위, 권

한, 주식 등의 차별(Tompson, 1997)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한편 이러한 유리천장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 조직,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영향요인은 주로 유리천장의 발생 원인을 여성의 교육 및 생

리적 특성 등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여성의 경험 및 자질, 리더십 등이 남성 근로자에 비

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다(Still, 1992).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남녀 관리자들의 개인 

수준을 볼 때 실제 업무의 능력 또는 효율성 측면에서 성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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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였다(주희진, 2005). 또한, 남성의 업무방식이 경쟁적이고 독단적인데 비해 여성

의 협동적이고 민주적인 업무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등장하였다(김성희, 2003; 

Eagly & Johannesen, 2001; Large & Saunders, 1995). 실제 유리천장 현상의 개인적 영

향요인은 가사, 육아 및 양육에 대한 부분이며 자신의 경력과 일 그리고 가정과 삶을 균형 

있게 만들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개인 차원의 유리천장 인식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및 경력개발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둘째, 조직 차원의 유리천장 영향요인이란 남성 근로자의 주도적인 조직문화 혹은 남성 

우월적인 조직문화를 의미하며(Morrison, 1992), 이러한 문화는 여성이 상위 직급으로 진

출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한다(van Vianen & Fischer, 2002). Branda(2006)는 홍보 및 통

신, 경영 분야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리천장 조직 내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가 유리천장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였고, 이 밖에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성별 노동 

분화, 성별 직종 분리 현상에 대한 연구였다. 성별에 따른 노동 분화 및 직종 분리 현상으

로 인해 남성은 경영 지원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하고 여성은 이러한 남성의 직무를 주로 

보조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배치되는 수평적 분리 현상과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낮은 일에 

집중된 수직적 성별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Wrigley(2002)는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는 

유리천장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셋째, 사회·문화적 차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 역할 고정관념 유형과 성 스키마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이 제대로 직무수행을 못 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조직 내 높은 수준의 직무 및 과업을 할당받지 못하게 하여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조차 얻

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김은희, 2009; 이선이 외., 2007; Morrison, 1992). 여성이 주로 

조직 내 하위 직무에 적합하다는 편견으로 인해 조직 내에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하여 회

의적일 수 있고 여성 상사를 꺼리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Riger & Gallign, 1980). 

Eagly & Karau(2002)는 여성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이들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여성 관

리자에 대한 편견 특성은 성 역할 및 여성의 특성과 지도자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성 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리천장을 극복 또는 해결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영학, 여성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유리천장 발생 원인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극복방안의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유리천장 발생 원인을 사회적 차원에서 

보는 경우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하여 평등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구축을 강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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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직 차원에서 보는 경우는 조직 내 여성의 승진, 경력개발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장

벽을 허물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문희정, 2017).

Joo(2001)는 한국과 미국의 유리천장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두 국가의 유

리천장 인식 차이를 구명하고 유리천장 인식을 없애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멘토링의 중요

성을 제시하였다. 홍미영(2004)의 연구에서는 조직 내 유리천장 이식 개선을 위한 여성에

게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숙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리더십 교육 참석 비율 또

한 조직 내·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개인의 특성 고려, 

조직에 대한 애착, 정서적 몰입 수준 높이는 전략, 상사에 대한 신뢰, 정부 차원의 지속적

인 노력과 관심 등이 있었다(김상호, 2013; 김용순, 권문호, 2006; 송현진, 조윤직, 2014; 

장영, 2006).

이를 종합하면, 유리천장 인식은 현상 그 자체, 영향요인,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 다양

한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 인

식이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관계에서 어떻게 조절효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가.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는 경력성공순환 이론과 목표설정이론, 자기결정 

이론과 기본심리욕구 이론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기

저이론인 경력성공순환 이론에서 개인의 심리적 성공감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조직 구성원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데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언급하고 있다(Hall, 1976). 목표설정이론(Locke, 1968)에 따르면, 자율성이 개인의 직

무수행에 대한 만족감이나 조직의 효율성을 다룰 때 유용한 도구로써 기능한다고 하였다

(Steers, 1984).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있었으며(강효주, 2016; 고지영, 

2012; 권민경, 2011; 김동윤, 진성미, 2017; 김희경, 2005; 오은혜. 2012; 임경윤, 2012), 

자신의 경력에 대한 목표 및 계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개인이 주체적으로 직무수행 중

에 참여하고, 일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받을수록 주관적 경력성공 및 경력만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 이론에서의 자기결정성은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결정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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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외부의 보상 또는 압력에 의해서 강요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관하

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결정 이론은 자율성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은 심리

적 성장과 통합을 향한 능동적인 경향성과 보다 정교화되고 통합된 자아를 발달시키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자기결정 이론은 다수의 하위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본심리욕구 이론을 통해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을 설명할 수 있다. 개

인은 행동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과 가치 있

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며(Ryan & Deci, 2000), 이러한 기본 심리적 욕구를 

만족할수록 삶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를 조직의 장면에 적용하

여 직무자율성으로 대입해서 보면, 조직 구성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면 자율성 욕구가 충

족되어 자신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와 끈기, 동기 등으로 인해(김은영, 

2012) 궁극적으로 일과 경력에 대한 만족감 및 성공감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찰변인 가운데 하나인 일과 삶의 균형의 관계에 대

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수행되었는데, 이는 일과 가정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두 변인 간

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었다. 다수의 연구에서 직무자율성이 부여되지 않는 것은 일과 가정

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Frone, Russell, & Cooper, 1992; Grzywacz & 

Butler, 2005). Voydanoff(2005)는 이론적 모형을 통해, 직무자율성은 가정에서의 일에 

대한 갈등을 감소시키고 일에서의 가정에 대한 촉진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직무자율성이 삶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주장

하였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이를 높이기 위하여 조직에서 직무자율성을 제공

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이 경직된 조직은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Kossek, 

Lewis, & Hammer, 2009). Perrons(2003)는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일과 삶의 균

형을 위하여 직무자율성을 원하는 조직 구성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개인 뿐만 아

니라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새로운 경제와 환경의 변화에서 일과 삶

의 균형에 대한 개념적 탐구를 한 Baral & Bhargava(2010)는 실증연구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직무자율성의 부여가 조직 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

였다. 국내에서도 직무자율성이 일과 가정의 상호작용과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구명하기 위하여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김옥선, 김효선, 

2012; 김은지, 2011; 신동은, 2015; 안관영, 2008).

이처럼 직무자율성은 조직 구성원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Kahn & Byosserie, 

1992; Karasek, 1998)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Fisher & Ashkan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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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또한, 직무자율성은 현대사회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직무특성의 

핵심차원이며 일과 가정의 상호작용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Kinman & Jones, 2008; Tausig & Fenwick, 2001), 따라서 이와 같

은 이론적 제안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직접적인 정적 영향 관계를 구명할 것이다.

나. 직무자율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

직무자율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는 직무재창조 모형과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Wrzesniewski & Dutton(2001)은 직무재창조의 선행 변인은 직무재창조를 위한 

기회 인식으로 보았고 그 가운데 하나로 직무자율성을 언급하였다. 조직 구성원은 기존의 

직무를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동기부여는 조직 구성원이 직무재창조의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활발히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직무재창조의 기회는 

직무자율성,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생각, 유능함 또는 행동방식에 의해 인식된다

(Jackson & Dutton, 1988; Lazarus & Folkman, 1984).

직무재창조의 개념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한 Ghitulescu(2006)는 

Wrzesniewski & Dutton(2001)의 직무재창조 개념 및 3가지 구성요인을 토대로 일의 구

조적 및 관계적 맥락요인과 결과 변인을 제시하고 직무재창조의 측정도구 및 변인 간 인

과관계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일의 구조적 맥락 측면에서 일에서의 재량권이 있는 

사람은 자아효능감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고 의미 

있음을 느끼게 되어 직무재창조의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의 관계적 맥락 

측면에서는 수직적 조직이 아닌 수평적 조직에서의 사회적 규범을 통해 일의 의미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일에 대한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 선행연구들에서도 직무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직 구조와 직무설계일수록 직무재창조의 기회를 더욱 많이 부여하며, 

조직 구성원은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

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g, Wrzesniewski, & 

Dutton, 2010; Leana et al., 2009; Petrou et al., 2012). 

직무재창조의 초기 연구부터 최근 연구까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조직 구성

원이 자신의 생각 혹은 아이디어를 스스로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의 구조가 수평

적인 분위기이고(Tims & Bakker, 2010), 직무자율성이 부여되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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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새롭게 시도하려는 동기는 직무재창조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

한다는 것이다(Amabile, Hill, Hennessey, & Tighe, 1994; Jackson & Dutton, 1988; 

Lazarus & Folkman, 1984; Tims & Bakker, 2010; Wrzesniewski & Dutton, 2001). 이

러한 기회를 인식하여 자신의 직무영역에서의 직무자원과 직무요구의 균형을 맞추고 보다 

직무를 의미 있고 즐겁게 하도록 직무영역에 변화를 주기 위한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적 제안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과 직무재

창조의 직접적인 정적 관계를 구명할 것이다.

다. 직무자율성과 일 열의의 관계

직무자율성과 일 열의의 관계는 직무특성 이론, 직무요구자원 이론, 그리고 다수의 선행

연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직무자율성은 일 열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

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김면식, 2014; 오아라, 2013; 지윤희, 2015; Hakanen & 

Roodt, 2010), 국내·외 다양한 대상, 사회·문화적 배경 및 맥락을 통해 직무자율성이 높을

수록 일 열의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밝혔다(성한영, 전인, 오선희, 2017; 진두찬, 손은

정, 2015; Koyuncu et al., 2006).

두 변인 간의 관계는 직무특성 이론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직무자율성은 조직 구성원

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통해 자신의 역량에 대한 확신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는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일 열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하였다(권

나영, 2015). 또한, 직무자율성이 부여되는 것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여 조직 구성

원의 지식 및 기술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며, 일에 대

한 열의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Holman & Wall, 2002; 

Langfred & Moye, 2004; Liden, Wayne, & Sparrowe, 2000; Morgeson & Campion, 

2003; Parker, Wall, & Cordery, 2001; Wall, Jackson, & Davids, 1992).

직무특성 이론에서 확장한 Bakker & Geurts(2004)의 연구에서도 직무자율성, 피드백, 

직무개발 가능성이 일 열의의 선행 변인임을 밝혔으며, 특히 직무자율성과 같은 직무자원

이 일 열의를 향상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Schaufeli & Salanova, 2011). 또한, 직무요

구자원 이론을 기반으로 한 Schaufeli & Bakker(2004)와 Bakker & Demerouti(2007)의 

모형을 통해서도 직무자원은 일 열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개인은 직무요구의 

부담이 크더라도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직무자원이 충분하면 완충작용을 통해 일 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조은정, 한태영, 송채수, 2018). 이와 같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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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안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과 일 열의의 직접적인 정적 관

계를 구명할 것이다.

라.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의 관계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의 관계는 직무요구자원 이론과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Tims & Bakker(2010)는 직무재창조의 구성요인을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로 분류하였고 이는 직무요구

자원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구조적 및 사회적 직무자원은 일 열의의 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김효연, 방지영, 류기상, 2015; 김희진, 현성협, 

김인신, 2013; 유선욱, 2013; Breevaart, Bakker, & Demerouti, 2014) 직무자원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와 긍정적인 태도의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Bakker, Tims, & Derks, 2012; 

Demerouti, Bakker, & Halbesleben, 2015; Tims et al., 2013) 보다 적극적으로 직무자

원을 추구하려는 행동 즉, 직무재창조가 일 열의에도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는 조직 구성원에게 도전적 직무요구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여 자

신의 역량을 활용하여 개인이 성장과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조직 구성원은 일

에 대한 열의를 높이게 된다(Brenninkmeijer & Hekkert-Koning, 2015; Petrou et al., 

2012; Tims et al., 2013). 직무도전은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스킬을 활용

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어 일 열의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구명하였다(Bakker et al., 2012; Petrou et al., 2012; Tims et al., 2013). 

한편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와 일 열의에 대한 연구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는

다. 직무요구자원 이론에 따른 직무요구는 직무 스트레스, 소진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

정으로 직무에 대한 수동적인 대처를 하게 되고, 방해적 직무요구가 감소되었을 때 조직 

구성원은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심리적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일 열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ims et al., 2012; 2013). 또한, 일 열의와 정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거나(Tims et al., 2012; 2013), 부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

를 나타내거나(Tims, Bakker, & Derks, 2015), 부적 영향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Brenninkmeijer & Hekkert-Koning, 2015; Demerouti et al., 2015; Petrou et al., 

2012; Tims et al., 2013). 

이러한 이유는 직무요구를 감소시키는 것은 일을 거부하거나 냉소주의적인 태도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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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므로(Tims et al., 2013), 직무요구를 감소시키는 행동이 일 열의와 정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부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백수진, 2016). 이와 같은 이론적 

제안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의 직접적인 정적 관계

를 구명할 것이다.

마. 일 열의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

일 열의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는 일 열의의 메타분석 결과를 포함한 다수의 선행연

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Ng & Feldman(2014)의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경

력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물을 직면하게 되고, 그 장애물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주관적 경력성공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경력성공의 방해가 되는 선행 요인이 무

엇인지 살펴보았다. 지난 30년간 출판된 216개의 샘플(N=94,090)의 메타분석을 사용하

여 배경, 특성, 동기, 기술, 소셜 네트워크, 조직 및 직무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일 열의는 동기적 차원의 변인이었으며, 일 열의 외의 조직 몰입, 직업 몰입, 직무 몰입, 

직무 동기, 그리고 일 중심성의 변인들로 동기적 차원의 선행 변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

구결과 조직 구성원이 일에 대한 열의가 낮을수록 주관적 경력성공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적 차원의 선행 변인 가운데 일 열의가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나

타내어 조직 구성원의 일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 경력성공의 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Demerouti & Cropanzano(2010), Schauefeli & Salanova(2007; 2008), Schaufeli & 

Bakker(2004)와 Sonnentag(2003)의 연구에서는 일 열의를 경험한 조직 구성원은 일과 

관련된 경험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국가

별로 일 열의의 잠재적 선행 변인과 결과 변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터키, 중국 그리고 이집트이다. 먼저, Koyuncu, Burke, & 

Fiksenbaum(2006)은 터키 은행 여성 관리자 28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일 

열의의 잠재적 결과 변인으로 경력만족, 직무만족, 이직의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일 열

의가 높을수록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은 높아지고 이직의도가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특히 높

은 수준의 전념과 헌신을 보이는 여성 관리자가 높은 수준의 직무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호텔 관리자 309명을 대상으로 일 열의의 잠재적 선

행 및 결과 변인이 무엇인지 연구를 수행하였다(Burke, Koyunce, Jing, & Fiksenbaum 

2009). 일 열의는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높은 활력과 헌신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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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나타날수록 호텔 관리자의 직무만족과 경력만족 수준 또한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마

지막으로 이집트에서는 Burke & El-Kot(2010)에 의해 242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구

가 수행되었다.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일에 대한 강한 열의를 보일수록 경력만족과 직

무만족 수준은 높았으며, 특히 활력과 전념이 높을수록 헌신은 낮을수록 경력만족과 직무

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hankar & Bhatnagar(2010)는 일과 삶의 균형의 영역을 문헌 리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과 삶의 균형과 일 열의, 감정적 일치 및 불일치, 그리고 이직의도의 관계를 개

념적 모형과 경쟁 모형을 통해 설명하였는데, 일 중심성, 가족 중심성, 개인 영역 중심성, 

일과 삶의 갈등 및 충실화의 감정적 일치에 따라 일 열의 수준이 달라지고 이는 일과 삶

의 균형에 대한 주관적 경험과 나아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찰 변인 가운데 하나인 경력만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일 열의가 높은 조직 구성원은 직무, 일 그리고 경력을 향한 지속적인 열정을 

보여주게 되며 경력에 더욱 만족하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Barnes & Collier, 2013; Karatepe, 2012; Lashinger, 2012). 이와 같은 이론적 제안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일 열의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직접적인 정적 영향 관

계를 구명할 것이다.

바.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의 매개효과

1)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일 열의의 매개효과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일 열의의 매개효과는 일 열의의 개념을 설

명하는 이론인 직무특성 이론, 직무요구자원 이론, 자기결정이론 그리고 일 열의의 메타분

석 결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Demerouti et al.(2001)의 연구에서 제시한 직무요구자원 이론의 관점은 일 열의, 소진, 

직무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 기저 이론이다. 직무자원이란 조직 구성원이 자

신의 과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능적인 역할을 하며 직무요구로 인한 여러 부정적인 심리

적·생리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학습 및 개발을 

촉진하는 직무특성을 가지고 있다(Bakker & Demerouti, 2007; Hakanen, Schaufeli, & A

hola, 2008; van den Broeck et al., 2008). 특히 직무특성 가운데 직무자율성은 일 열의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그들의 직무와 직장, 일을 보다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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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고 언급하였다(Hackman & Oldham, 1976). 또한, 조직 구성원에게 직무에 대한 자

율성이 부여되었을 때 자율성 욕구가 충족되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자기결정 이론을 통

해 확인하였고,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인해 일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며(오아라, 김성

환, 2016) 나아가 직무, 경력 등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Saks(2006)의 연구에서는 일 열의의 선행 및 결과 변인을 메타분석을 통해 구명하였는

데, 보다 구체적으로 선행 변인인 직무특성(직무자율성), 조직지원인식, 상사지원인식, 보

상과 인정,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과 일 열의와의 관계, 결과 변인으로는 직무성과 관련 

변인과 일 열의의 관계, 마지막으로 선행 변인과 결과 변인 간의 관계에서 일 열의의 매개

효과를 보았다. 이 연구에서 직무특성 중 하나인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

서 일 열의가 매개효과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 열의의 연구는 직무요구통제 이론 및 직무요구자원 이론을 바탕으로 다수의 실증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무요구자원 및 직무성과의 매개효과를 보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었다(김유찬, 송해덕, 2015; 김현성, 박세영, 2011; 양병철, 지성호, 강영순, 2015; 오아

라, 김성환, 2016; 이은주, 전재균, 2019). 이 연구에서도 직무자율성과 일 열의의 관계, 

일 열의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를 고찰하여 이론적 제안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무

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일 열의의 매개효과를 구명함으로써 이론적 모델을 

실증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2)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의 다중매개

효과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의 다중매개효과는 직

무요구자원 이론, 직무재창조의 모형과 Bakker et al.(2014)이 제시한 직무요구자원 이론 

모형 그리고 메타분석 결과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직무재창조는 직무의 요구와 자원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과

정이며, 구조적 및 사회적 자원과 도전적 직무요구를 증가하고 방해적 직무요구를 감소시

켜 조직 구성원을 성취 동기를 자극하여 일 열의를 높인다. 이는 직무에 대한 스킬을 향상

시키게 되고 앞으로 맡게 되는 직무에서는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여 

일에 대한 만족도와 나아가 미래의 자신의 고용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Bakker et al., 2012; Demerouti et al., 2015; LePine et al., 2005; Petrou et 

al., 2012; Tims et al., 2012; 2013).



- 94 -

직무재창조 모형을 제시하였던 Ghitulescu(2006)와 Tims & Bakker(2010)는 일 열의

가 직무재창조의 중요한 결과 변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Tims & Bakker(2010)의 연구에

서는 일 차원의 직무자율성은 직무재창조를 촉진시켜 일에 대한 열의, 회복탄력성, 개인-

직무 적합성, 성과, 일의 의미 향상 및 경력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직무재창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략이자 수단이 될 수 있고, 이

는 나아가 조직 구성원의 태도, 마음가짐, 웰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직에

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Bakker et al.(2014)는 개

인자원과 직무자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이는 직무성과를 향상

시키는데, 이 때 직무자원과 일 열의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구

명하였다.

Rudolph et al.(2017)는 지난 10년간 출판된 문헌에서 샘플(N=35,670)의 메타분석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 개인 특성, 직무 특성으로 선행 변인을 구분하였고 이러한 

선행 변인과 일 성과 간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명하였다. 인구통

계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재직기간, 교육수준, 근무 시간을, 개인 특성 변인으로는 

일반적 자아효능감, 성격 5요인, 주도적 성격, 조절 초점을, 직무 특성 변인은 직무자율성

과 업무부담을 설정하였다. 이 중 직무자율성은 Demerouti(2014)와 Wang, Demerouti, & 

Bakker(2017)의 연구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연구결과 직무자율성은 직무

재창조에 유의미한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무재창조를 매개로 일 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경력만족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재창조의 모형, 직무요구자원 이론의 확장 모형 및 메타분석(Bakker et al., 2014; 

Ghitulescu, 2006; Rudolph et al., 2017; Tims & Bakker, 2010)을 통해 직무재창조의 

결과 변인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선행연구 및 메타분석(Burke & El-Kot, 2010; Burke et 

al., 2009; Koyuncu et al., 2006; Ng & Feldman, 2014; Saks, 2006)의 결과로 일 열의

가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 간의 관

계에서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미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도 각 변인 간 관계를 고찰하여 이론적 제안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 간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의 다중매개효과를 구명함으로써 이

론적 모델을 실증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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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관련 연구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유리천장 인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 비교를 조직풍토, 조직문화, 조직공정성의 개념과 유리천장 인식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Mowday, Steers, & Porter(1979)의 연구에서 조직풍토는 일하는 환경에서 발견되는 

속성으로 조직에 의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취해지는 태도 및 행동들의 결과이며, 이러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 성격이라고 정의하였다. 한 조직을 다른 조직과 구별하게 

하고 그렇게 형성된 분위기가 오래 지속되면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Forehand & Gilmer, 1964), 그 분위기는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하는 인식이

기도 하다(Schneider & Reichers, 1983). 급변하는 사회에서 조직의 맥락, 조직에 대하여 

느끼는 개인의 인식이 조직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직풍토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손찬수, 2016). 암묵적으로 혹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공유

되는 인식이 유리천장 현상으로 조직 내 자리하면, 유리천장 현상을 높게 인식하는 조직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과 행동 그 태도에 영향을 주어 일에 대한 열의가 

낮아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주관적 경력성공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조직문화의 유형 가운데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일과 가정

의 조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원하며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Thompson, Beauvais, & Lyness, 1999). 국가 차원에서 모성보호제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조직에서 이 제도를 지지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실효

성을 거둘 수 없다. 모성보호제도를 지지하는 조직문화가 정착하기 위하여 조직에서 자유

롭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분위기를 인

식하는 조직 구성원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과 자신의 경력, 조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

는 것으로 나타났다(LaRocco, House, & French, 1980). 이러한 환경적 지원의 완충효과

는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지만, 유리천장 인식을 통해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편이

다.

조직공정성은 Adams(1965)가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의 

심리를 반영한 동기부여 이론과 인간행동 이론을 연결하여 교환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는 

조직 구성원이 인식하는 형평성, 공평한 정도, 윤리적 인식 등으로 정의되고(Cropanzano, 

1993), 분배적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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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으로 구분된다. 즉, 조직공정성은 성과에 대하여 조직 구성원

에게 분배하는 결정에서의 공평함(Greenberg, 1982), 분배를 위하여 활용되는 절차 또는 

규칙에 대하여 지각한 공정성(Thibaut & Walker, 1975), 마지막으로 조직의 정책과 절차

에 대하여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인식 정도를 의미한다. 특히 절차적 공정성 기준에

서 유리천장 인식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데, Leventhal(1980)은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편

견(bias)을 배제하고(suppression), 정확성(accuracy)을 가져야 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

을 수 있는 판단력(correctability)으로 대표성(representativeness)과 윤리성(ethicality) 

등의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조직 구성원에게 임금 또는 승진 등과 같은 보상을 분배하

는 과정과 조직에서 내리는 결정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이 유리천장 현상과 같은 편견이 

개입되어 공정하지 못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유리천장 현상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과 낮게 인식하는 집단을 구분하여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고자 

한다.

유리천장 인식은 메트릭 변인으로 조절효과를 볼 경우, 집단 간 차이를 보지만 이에 대

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변인 간 관계에서 유리천장 인식의 조절효과를 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선영(2012)의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무기계

약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경험의 조절효과를 구명하였다. 임금, 교육연수훈련, 승진, 복리후생 차별로 구

성된 임금 및 근로조건은 유리천장 인식의 관찰변인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고용안정성

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적으로 이러한 차별이 존

재할 때 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지영(2009)의 연구에서는 헌

신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임금 격차의 조절효과를 보았는데,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협력을 기반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금 격차는 이를 저해하고 갈

등을 일으켜 직무에 대한 만족과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feffer 

& Langton(1993)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조직 구성원 간의 긍

정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임금 격차가 직무에 대한 만족감과 생산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밖의 연구에서도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몰입 혹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환경적으로 유리천장 현상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 비하여 긍정적인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김용호, 2006; 이주희, 2002; 최우성, 2011). 이와 같은 이론적 제안과 실증적 연구



- 97 -

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

에서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구명하였다.

아. 종합

이상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Ⅱ-29>

와 같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

관적 경력성공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면서 

유리천장 현상에 대한 인식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최근의 실증연구 및 조직풍토

와 문화 관련 이론을 고려하여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

계에서 유리천장 인식의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기저 이론은 직무요구자원 이론과 경력성공순환 이론이

다. Bakker & Demerouti(2007)와 Bakker et al.(2014)에서 제시한 직무요구자원 이론의 

확장 모형([그림 Ⅱ-9, 10] 참조)과 Hall(1976)의 경력성공순환 모형([그림 Ⅱ-4])을 

통해 직무자원 가운데 가장 핵심 직무특성인 직무자율성은 조직 구성원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 기능을 하고, 개인의 독립적인 노력인 직무재창조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

게 되며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개인의 직무 및 

경력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심리적인 성공감을 경험하게 되고, 조직 차원에서는 성과를 향

상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변인들 간의 관계 주요 이론 및 선행연구

직무자율성 → 주관적 경력성공

� 경력성공순환 이론, 목표설정 이론, 자기결정 이론, 기본심리욕구 

이론

� 강효주(2016), 고지영(2012), 권민경(2011), 김동윤(2017), 김옥선, 

김은지(2011), 김효선(2012), 김희경(2005), 신동은(2015), 

안관영(2008), 오은혜(2012), 임경윤(2012)

� Baral & Bhargaya(2010), Fisher & Ashkanasy(2000), Fried & 

Ferris(1987), Frone, Russell, & Cooper(1992), Grzywacz & 

Butler(2005), Hackman & Oldham(1975; 1976), Kinman & 

Jones(2008), Kossek, Lewis, & Hammer(2009), Perrons(2003), 

Steers(1984), Tausig & Fenwich(2001), Voydanoff(2005)

<표 계속>

<표 Ⅱ-29>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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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 간의 관계 주요 이론 및 선행연구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 직무재창조 모형

� Akkermans & Tims(2017), Amabile, Hill, Hennessey, & 

Tighe(1994), Berg et al.(2010), Ghitulescu(2006), Hall(1976), 

Jackson & Dutton(1988), Lazarus & Folkman(1984), Leana et 

al.(2009), Petrou et al.(2012), Tims & Bakker(2010), Wrzesniewski 

& Dutton(2001)

직무자율성 → 일 열의

� 직무특성 이론, 직무요구자원 이론

� 김면식(2014), 성한영, 전인, 오선희(2017), 오아라(2013), 조은정, 한

태영, 송채수(2018), 진두찬, 손은정(2015), 진윤희(2015)

� Bakker & Demerouti(2007), Bakker & Geruts(2004), Holman & 

Wall(2002), Koyuncu et al.(2006), Langfred & Moye(2004), Liden 

et al.(2000), Morgeson & Campion(2003), Parker et al.(2001); 

Schaufeli & Bakker(2004), Toodt & Hakanen(2010), Wall et 

al.(1992)

직무재창조→ 일 열의

� 직무요구자원 이론

� 김효연, 방지영, 류기상(2015), 김희진, 현성협, 김인신(2013), 백수진

(2016), 유선욱(2013)

� Bakker & Halbesleben(2015), Bakker et al.(2012), Breevaart et 

al.(2014), Brenninkmeijer & Hekkert-Koning(2015), Demerouti et 

al.(2015), Petrou et al.(2012), Tims & Bakker(2010), Tims et 

al.(2013)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 Barnes & Collier(2013), Burke & El-Kot(2010), Burke, Koyunce, 

Jing, & Fiksenbaum(2009), Demerouti & Cropanzano(2010), 

Karatepe(2012), Koyuncu & Burke(2006), Lashinger(2012), Ng & 

Feldman(2014), Schaufeli & Bakker(2004), Schauefeli & 

Salanova(2007; 2008), Shankar & Bhatnagar(2010), 

Sonnentag(2003)

직무자율성 →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 직무특성 이론, 직무요구자원 이론, 자기결정이론

� Demerouti et al.(2001), Saks(2006)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 직무요구자원 이론, 직무재창조 모형

� Bakker & Demerouti(2007), Bakker et al(2012; 2014), 

Demerouti et al.(2015), Lepine et al.(2005), Petrou et 

al.(2012), Rudolph et al.(2017), Tims et al(2012; 2013)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 조직문화 이론, 조직풍토 이론, 조직공정성 이론

� 권선영(2012), 김용호(2006), 박지영(2008), 손귀현(2018), 이

주희(2001), 최우성(2011)

� Bloom & Michael(2002), Pfeffer & Langton(1993)

<표 Ⅱ-2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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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주관적 경력성

공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그리고 일 열의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들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변인 간의 가설적 연구 모

형([그림 Ⅲ-1] 참조)을 설정하였다.

[그림 Ⅲ-1] 가설적 연구 모형

연구 모형에 따르면 첫째, 직무자율성은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에 직

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직무자율성은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를 매개로 주관적 경력성

공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직무재창조는 일 열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

을 미치고, 또한 직무재창조는 일 열의를 매개로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

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

조 및 일 열의의 관계는 유리천장 인식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 모형의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모형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직무자율성은 업무계획 자율성, 의사결정 자율성, 업무방식 자

율성으로 구성된다. 매개변인에 해당하는 직무재창조는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사회적 직

무자원 증가,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로 구성되고, 일 열의는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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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념, 몰두로 구성되어 있다. 유리천장 인식은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승진 차별, 모성보

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주관적 경력성공

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존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확장시켜 일과 삶의 균형, 경력만족, 고

용가능성의 3가지 요인으로 구인화하였다.

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는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

재창조, 일 열의 및 유리천장 인식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한다는 목적에 따라 연구의 대상

은 우리나라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이다.

우선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기업 규모를 제한한 이유는 유리천장 인식을 측정해

야 하기 때문이다. 유리천장 인식은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승진 차별, 모성보호제도 관

련 복리후생 차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기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조직의 규모

가 크고 부서의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채용, 승진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모

성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며, 직급의 구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산업과 직종을 제조분야 사무 종사자로 제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수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며, 

여성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산업이 제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Ⅲ-1> 참조). 다수

의 남성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에서 여성의 유리천장 인식과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은 보

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여성 근로자 남성 근로자 전체

전체 전체
여-남성

근로자 차이

A 농업, 임업 및 어업 5,784 18,872 -13,088

B 광업 1,194 11,124 -9,930

C 제조업 755,348 2,361,295 -1,605,947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721 54,373 -44,652

<표 계속>

<표 Ⅲ-1> 2017년 기준 산업별 여성 근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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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여성 근로자 남성 근로자 전체

전체 전체
여-남성

근로자 차이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9,642 55,733 -46,091

F 건설업 88,659 470,404 -381,745

G 도매 및 소매업 415,445 625,257 -209,812

H 운수업 88,893 463,869 -374,976

I 숙박 및 음식점업 178,266 130,688 47,578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2,630 305,876 -183,246

K 금융 및 보험업 167,546 228,012 -60,466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80,742 187,830 -107,08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6,710 529,175 -292,465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28,712 408,000 20,712

P 교육 서비스업 223,542 208,979 14,563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93,514 211,178 682,336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0,215 52,345 -12,13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2,502 181,706 -79,204

전체 3,849,064 6,504,718 -2,655,654

자료: 고용노동부. (201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세종: 고용노동부.

주) 단위: 명

<표 Ⅲ-1> 계속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에 따르면 전체 여성 근로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이 사무직

이며, 그 중에서도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내에 경영관련 사무원(소분류)으로 약 

41.7%가 종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의 대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대

기업을 분류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하여 업종별

로 상시 종사자 수와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따르면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조업을 기준으로 볼 때, 최대 상시 종사자 수

가 300인 미만, 매출액 200억원 이하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이 중소

기업이며 그 이상인 경우를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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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집

이 연구에서 설정한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집단의 표본프레

임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의 유의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유의 표집과 같은 비확률표집의 

경우 신뢰도에 따른 적절한 표본 크기에 대한 통계적인 규칙이 제시되지 않고, 비확률표집

의 경우에는 일반화를 위해 더 큰 표본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

(McMillan & Kozlowski, 2000). 또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수

에 상관없이 표본집단의 절대 수에 기인하며, 사회과학에서는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만한 

표본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류근관, 2005). Krejcie & Morgan(1970)에 따르면 모집

단의 크기가 10만 명 이상일 때 적정표본의 수는 384명이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필요

로 하는 적정 수준의 표본 크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가 크지만 대체로 적정 

표집 수는 모델의 복잡성 및 크기, 추정법, 모형적합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배병렬, 

2013).

일반적으로 모델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가 많게 되면 모델이 복잡하게 되고, 모델이 복

잡하게 되면 추정되는 모수의 수도 증가하게 된다. Jӧreskog & Sӧrbom(1989)은 연구모

델 하의 관찰변인의 수를 기준으로 적절한 표본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하

고 있는데, 이 연구와 같이 관찰변인의 수가 12개 이상이면 적절한 피험자의 수는 n=1.5*

관찰변인의 수(관찰변인의 수+1)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외에도 

Jackson(2003)은 측정모델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방정식의 모델에서는 ‘자유모수치:피험자

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적절한 표본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최소한 1:10~20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표집 크기는 200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구조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추정법인 최대우도법(maximun likelihood)에 적절한 최

소한의 표본크기는 일반적으로 100~150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Ding, Velicer, & 

Harlow, 1995). 표본 크기가 커지면 최대우도법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로 인해 모

델적합도가 나쁜 것으로 보고될 수 있다(배병렬, 2013).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연구에서는 100~408명의 표본 수가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최소 2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 및 적정표본의 수가 384명이라는 기준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

서는 450명을 표집으로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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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2018년 5월에 지정한 우리나라 10대 그룹 가운데 대기업 제조분야 기업 리스트

를 활용하여 종사자 수가 만 명 이상이거나 만 명 미만이지만 협조 가능한 12개의 기업을 

선정하였고(<표 Ⅲ-2> 참조), 무응답이나 불성실 응답자가 있다는 점과 회수율 등을 고

려하여 각 기업당 50부씩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룹명 기업명 종사자 수 자산총액 매출액

삼성

삼성디스플레이(주) 23,237 50,723,199 30,111,427

삼성전기(주) 10,837 4,943,604 5,003,041

삼성전자(주) 94,470 198,241,360 161,915,007

삼성중공업(주) 10,832 13,249,441 7,396,889

현대

자동차

기아자동차(주) 34,526 39,095,688 32,109,883

현대자동차(주) 67,604 70,130,650 41,604,869

현대제철(주) 11,302 31,189,897 16,889,331

SK SK하이닉스(주) 22,941 44,312,846 29,718,939

LG ㈜LG화학 17,157 21,148,136 20,880,236

포스코 ㈜ 포스코 17,182 54,125,980 30,659,425  

한화
㈜ 한화 6,243 7,778,277  5,224,248

한화케미칼(주) 2,427 7,820,590 3,997,665

주) 단위: 명, 백만원

<표 Ⅲ-2> 2018년 5월 기준 10대 그룹 내 제조업 기업 리스트 종합

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연구

자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개념을 바탕으로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유리천장 인식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변인의 조사도구는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

존 도구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표 Ⅲ-3>과 같다.

구분 문항 수 연구자

주관적 경력성공

일과 삶의 균형 5

남중수(2014)경력만족 5

고용가능성 5

직무자율성

업무계획 자율성 3
Morgeson & 

Humphrey(2006)
의사결정 자율성 3

업무방식 자율성 3

<표 계속>

<표 Ⅲ-3> 조사도구의 구성 및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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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 연구자

직무재창조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5

Tims & Bakker(2012)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5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5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6

일 열의

활력 3
Schaufeli, Bakker, & 

Salanova(2006)
전념 3

몰두 3

유리천장 인식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3
민정아(2010)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재구성
승진 차별 3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3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

연령

11 -

최종 학력

결혼여부

자녀의 수

막내 자녀의 나이

자녀 돌봄 주체

고용형태

직급

직무

현 직장 재직기간

총 경력 기간

총 문항 수 79 -

<표 Ⅲ-3> 계속

가. 주관적 경력성공

이 연구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은 개인의 모든 경력에서의 성공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합한 개념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일과 관련되어 경험하는 경력에 대한 성취감, 앞으로 

개인의 고용가능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일과 일 외적인 요인 즉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남중수(2014)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경력성공은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일과 삶의 균형은 각각 5문항으로 총 1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반응양식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다음의 <표 Ⅲ-4>와 같다. 이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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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에서 .886이며, 각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일과 삶의 균형 .833, 경력만족 

.900, 고용가능성 .894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 이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840이며, 각 하

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일과 삶의 균형 .835, 경력만족 .873, 고용가능성 .875로 나타났

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172) 본조사(n=523)

주관적 경력성공 .886 .840

일과 삶의 균형 .833 .835

경력만족 .900 .873

고용가능성 .894 .875

<표 Ⅲ-4> 주관적 경력성공의 신뢰도 계수

나. 직무자율성

이 연구에서 직무자율성은 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업무에 대

한 계획 수립과 업무 수행 방식, 일정 조율, 목표 수립 등의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자유, 독립성 및 재량권에 관하여 조직이 부여한 권한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Morgeson & Humphrey(2006)가 개발한 WDQ(The Work Design 

Questionnaire)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직무자율성은 업무방식 자율성 3문항, 의사결정 

자율성 3문항, 업무계획 자율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반응

양식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

자율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다음의 <표 Ⅲ-5>와 같다. 이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919이며, 각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업무계획 자율성 .887, 의사결정 자

율성 .886, 업무방식 자율성 .878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 이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916

이며, 각 학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업무계획 자율성 .849, 의사결정 자율성 .873, 업무방

식 자율성 .849로 나타났다.



- 106 -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172) 본조사(n=523)

직무자율성 .919 .916

업무계획 자율성 .887 .849

의사결정 자율성 .886 .873

업무방식 자율성 .878 .849

<표 Ⅲ-5> 직무자율성의 신뢰도 계수

다. 직무재창조

이 연구에서 직무재창조는 조직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간의 균형을 

만들어 나가고 자신의 선호, 동기 등을 맞추면서 더욱 의미 있고 즐겁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Tims & 

Bakker(2012)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직무재창조는 총 21개의 문항이며, 구조

적 직무자원 증가 5문항,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5문항,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5문항, 방해

적 직무요구 감소 6문항으로 구성된다. 반응양식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재창조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원 도구에서 직무재창조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구조적 자원 

증가 .82, 사회적 자원 증가 .77, 도전적 요구 증가 .75, 방해적 요구 감소 .79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다음의 <표 Ⅲ-6>과 같다. 이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866이며, 각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834,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722,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836,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781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 이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877이며, 각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구조적 직

무자원 증가 .831,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806,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807, 방해적 직무

요구 감소 .70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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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172) 본조사(n=523)

직무재창조 .866 .877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834 .831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836 .806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781 .807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722 .709

<표 Ⅲ-6> 직무재창조의 신뢰도 계수

라. 일 열의

이 연구에서 일 열의는 조직 구성원이 일을 수행할 때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활력과 함께 일에 전념하며 몰두하는 자세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

하여 Schaufeli, Bakker, & Salanova(2006)가 개발한 UWES-9(Dutch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일 영역은 총 9개의 문항이며, 활력 3개, 전

념 3개, 몰두 3개로 구성된다. 반응양식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일 열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

에서 일 열의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활력 .86, 전념 .90, 몰두 .86

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다음의 <표 Ⅲ-7>과 같다. 이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888이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활력 .741, 전념 .839, 몰두 .765 로 나

타났다. 본조사에서 이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884이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활력 

.714, 전념 .843, 몰두 .726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172) 본조사(n=523)

일 열의 .888 .884

활력 .741 .714

전념 .839 .843

몰두 .765 .726

<표 Ⅲ-7> 일 열의의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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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리천장 인식

이 연구에서 유리천장 인식은 여성 근로자가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 채용 

및 부서배치, 승진, 모성보호제도 등과 관련된 복리후생 등에서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차별

과 역할과 임무가 제한되어 이로 인해 관리직 혹은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대기업 제조분야 사

무직 여성 근로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할 측정도

구의 바탕이 되는 민정아(2010)의 도구는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높은 점수

를 보일수록 유리천장을 더욱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측정도구는 채용, 승진, 

배치, 교육훈련, 복리후생의 5개 하위요인과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

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연구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민정아(2010)의 측정도구 및 

기존 유리천장 인식 측정도구의 하위요인 및 문항 내용을 고찰하여 하위요인 추출 및 문

항 작성, 전문가 검토 및 문항 수정, 예비조사를 통해 5점 척도 및 9개 문항으로 재구성하

였다(<표 Ⅲ-8> 참조).

절차 내용

선행연구 고찰 및 내용 구조화

� 선행연구 기존 하위요인 및 문항내용 분석

-Glass ceiling questionnaire(2002)

-장영, 장수덕(2006)의 유리천장 인식 측정도구

-민정아(2010)의 유리천장 인식 측정도구

-남성진(2014)의 유리천장 인식 측정도구

-정재일(2014)의 유리천장 인식 측정도구

-김희령(2015)의 유리천장 인식 측정도구

-박인영(2015)의 유리천장 인식 측정도구

-이용석(2017)의 유리천장 인식 측정도구

-문희정(2017)의 유리천장 인식 측정도구

-안현정(2019)의 유리천장 인식 측정도구

�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을 통해 적합한 요인과 문항 추출

-채용 및 부서배치, 승진,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통합 및 재구성하여 도출

설문문항 작성 � 하위요인별 문항 추출, 수정 및 보완

전문가 검토 및 문항 수정 � 교수 3명, 박사 2명의 검토를 통한 타당도 분석 후 문항 수정

예비조사

�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 실시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통한 요인분석, 요인 회전방

법은 Varimax 방식에 의한 직교회전 방식 활용

도구 완성 � 본조사 도구 완성 후 본조사 실시

<표 Ⅲ-8> 유리천장 인식 하위요인 및 문항 재구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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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한 문항은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내적 일치도 계수 분석

을 시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aiser-Meyer-Olkim(KMO) 측도는 .736으로 기

준치 .50보다 높게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lett의 구형성 검정

의 유의수준도 .000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학식, 임지훈, 

2017). 그리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성이 0.4 미만인 문항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항을 수정하지 않았다(<표 Ⅲ-9> 참조).

구분 초기 추출

유리천장 인식_1 1.000 .423

유리천장 인식_2 1.000 .793

유리천장 인식_3 1.000 .795

유리천장 인식_4 1.000 .831

유리천장 인식_5 1.000 .864

유리천장 인식_6 1.000 .767

유리천장 인식_7 1.000 .507

유리천장 인식_8 1.000 .891

유리천장 인식_9 1.000 .880

주)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표 Ⅲ-9> 유리천장 인식 탐색적 요인분석(공통성)

Varimax 요인회전을 적용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던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1~3번), 승진 차별(4~6번),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7~9번)의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됨을 확인하였다(<표 Ⅲ-10> 참조).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유리천장 인식_1 .312 .569 .039

유리천장 인식_2 .181 .861 .136

유리천장 인식_3 .205 .853 .163

유리천장 인식_4 .846 .326 .095

유리천장 인식_5 .838 .402 -.003

유리천장 인식_6 .864 .142 .009

유리천장 인식_7 .419 .044 .574

유리천장 인식_8 -.036 .145 .932

유리천장 인식_9        -.050 .126 .928

주1)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주2)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Varimax

<표 Ⅲ-10> 유리천장 인식 탐색적 요인분석(회전된 요인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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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한 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다음의 <표 Ⅲ-11>과 같다. 이 도구에 대한 신

뢰도는 예비조사에서 .821이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780, 승

진 차별 .898,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767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 이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873이며,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824, 승진 차별 .890, 모성보호제도 관

련 복리후생 차별 .859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172) 본조사(n=523)

유리천장 인식 .821 .873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780 .824

승진 차별 .898 .890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767 .859

<표 Ⅲ-11> 유리천장 인식의 신뢰도 계수

바.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 연구에서는 연령, 최종 학력,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및 막내 자녀의 나이, 고용형태, 

직급, 직무, 현 직장 재직기간, 총 경력 기간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설정하였다. 최종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석사 졸업, 박사 졸

업으로, 고용형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직급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급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직무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 기준에 따라 구분

하였고, 현 재직기간 및 경력 기간은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조직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자녀 유무 및 수(이동희, 2015)와 

연령, 최종학력 및 고용형태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황형서, 2013; Adler, 1993; 

Johnson, 2001; Judge et al., 1995; Powell & Mainiero,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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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우편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표집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1명의 조사 

협력자를 섭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우편조사에서는 각 기업의 조사 협력자와 사전에 조사의 취지와 설문 진행 시 유의 사

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발송된 우편물에도 설문 

진행에서의 당부 사항을 기록한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였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편을 이용한 설문의 경우 낮은 회수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의 수집은 회

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Dilman(2000)이 제시한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각 기업의 조사 협력자를 확보하고,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며, 조

사 가능한 인원을 파악한 뒤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조사 협력자가 설문지를 받고 

1주일 후에는 전화통화를 통해 설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설문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설문조사 진행을 독려하였다. 인쇄물을 통한 설문조사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조사를 

활용하였는데, 일부 기업의 경우 보안시스템으로 인해 일부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6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551부가 회수되어 91.8%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551부의 설문 중에서 응답자가 이 연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

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 중복 응답, 불성실 응답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회

수된 설문지 7부는 사무직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각 측정 변인 중에서 이상치(평균에서의 표준편차 

거리 │3│이상)로 판단되는 자료 21부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총 523부가 

분석에 사용되어 94.9%의 유효자료율을 보였다.

이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최종 523명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2>와 같다. 

먼저 연령은 평균 31.93세로 30대가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부분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49.9%였으며, 석사 졸업(22.0%), 전문대학 졸업(18.0%) 순으로 나타

났다. 미혼자(61.6%)가 기혼자(38.4%)에 비해 많았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73.6%이었

다. 자녀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자녀 1명(16.6%)이 가장 많았고, 막내 자녀의 나이가 

3세 이상 8세 미만이 53.3%, 3세 미만이 30.7%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가 84.1%였

다. 자녀 돌봄 주체는 친정부모(35.5%), 보육시설(27.0%), 시부모(16.8%) 순이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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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89.1%)이고, 직급은 사원급(53.0%), 대리급(22.4%), 과장급(17.0%), 차장급

(6.3%), 부장급 이상(1.3%)순이었다. 응답자의 현 직장 재직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 

31.4%, 1년 이상 3년 미만 23.7%, 10년 이상 21.2%. 1년 미만 15.5%, 3년 이상 5년 미

만 8.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총 경력 기간은 10년 이상 33.1%, 5년 이상 

10년 미만 26.4%, 1년 이상 3년 미만 22.8%, 1년 미만 11.1%, 3년 이상 5년 미만 6.7%

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연령

25세 미만 37 7.1

-

25세 이상 30세 미만 164 31.4

30세 이상 35세 미만 178 34.0

35세 이상 40세 미만 66 12.6

40세 이상 78 14.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52 9.9

-

전문대학 졸업 94 18.0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261 49.9

석사 졸업 115 22.0

박사 졸업 1 0.2

결혼 여부
미혼 322 61.6

-
기혼 201 38.4

자녀 수

없음 385 73.6
� 자녀 유: 137

� 자녀 무: 385

(기혼여성 가운데 

자녀 무: 64)

1명 87 16.6

2명 40 7.6

3명 10 2.2

4명 이상 - 0.0

막내 

자녀의 

나이

3세 미만 42 30.7

� 자녀 수: 137

3세 이상 8세 미만 73 53.3

8세 이상 14세 미만(초등) 19 13.9

14세 이상 19세 미만(중등) 2 1.5

19세 이상(성인) 1 0.6

자녀 돌봄 

주체

친정부모 49 35.8

� 자녀 수: 137

� 기타: 본인, 

배우자

시부모 23 16.8

일가친척 10 7.3

육아 및 가사도우미 7 5.1

보육시설 37 27.0

기타 11 8.0

고용형태

정규직 466 89.1

� 기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2 0.4

비정규직 47 9.0

기타 8 1.5

<표 계속>

<표 Ⅲ-1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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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직급

사원급 277 53.0

-

대리급 177 22.4

과장급 89 17.0

차장급 33 6.3

부장급 이상 7 1.3

직무

기획 및 마케팅 189 36.1

� 기타: 총무, 재무, 

경영관리, 회계. 

연구

인사 및 교육·훈련 103 19.7

자재, 생산 및 품질 관리 116 22.2

기타 115 22.0

현 직장 

재직기간

1년 미만 81 15.5

-

1년 이상 3년 미만 124 23.7

3년 이상 5년 미만 43 8.2

5년 이상 10년 미만 164 31.4

10년 이상 111 21.2

총 경력 

기간

1년 미만 58 11.1

-

1년 이상 3년 미만 119 22.8

3년 이상 5년 미만 35 6.7

5년 이상 10년 미만 138 26.4

10년 이상 173 33.1

주) n=523

<표 Ⅲ-1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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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자율

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유리천장 인식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 및 가설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분석방법은 <표 Ⅲ-13>과 같다.

구분 연구가설 통계방법

- � 자료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정, F검정

가설 1 

�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유리천장 인식 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변인 간 구조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가설 2
�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일 열의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4 

�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5

�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유리천장 인식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다중집단분석

<표 Ⅲ-13> 연구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이를 위해 SPSS for Window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정, F검정)을 실시하였고, AMOS 21.0 통계 패키지를 통해 가설적 연

구모형에 대한 구조 관계 구명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001 수준에서도 유의도를 판단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입력 자료는 원자료를 활용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입력 자료

로는 상관행렬과 공분산 행렬이 사용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다변량 정규성이 확보되지 못

한 측면을 고려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였기에 원자료를 입력 자료로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을 때 매우 적절

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전반적인 

적합도, 변인들 사이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하여 복잡한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방정식은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변인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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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잠재변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측정오차를 분리하여 판단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

서 주관적 경력성공을 이끄는 심리적인 과정을 구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실

제 측정하기 어려운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 관계를 구명하여 이론적 모델을 만드는데 효과

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Anderson & Gerbing(1988)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의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이 단계 접근법은 측정모형을 먼저 검토하여 개념측정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한 후, 구조모형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오류가 발생

할 시, 오류의 원인이 측정의 오류에서부터 발생하였는지 또는 구조 관계 설정의 오류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 연구 결과 해석의 정확성을 높여 준다. 따라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동시에 분석하는 일 단계 접근법보다 이 단계 접근법이 이 연구에 적합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분석이 필요로 

하는 몇 가지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구조방정식 분석이 여러 단

계의 회귀분석을 동시에 하는 분석으로서 회귀모형이 필요로 하는 가정을 구조방정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위해서 다

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입력자료 점검

1) 이상치 제거

이상치란 반응의 극단값(extreme value)을 말하며, 어떤 경우이든 분석을 수행하기 이

전에 이상치는 분석에서 제외해야 결과를 신뢰하고 일반화할 수 있다(양병화, 2006). 이

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이상치를 포함한 사례를 제외하거나, 이상치를 포함한 변수를 

제외하거나, 점수분포가 정상성을 이루도록 자료를 적절히 변환시켜 주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치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산포도(scatter plot)를 통해 제거하는 그래

픽적 방법과 평균에서의 표준화 잔차(standardized residuals)값 |3|이상을 기준으로 이상

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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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측치 처리

결측치는 입력 자료의 행렬을 계산하는 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추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처리한 다음 분석해야 한다(배병렬, 2013). 본 자료의 결측치는 기대-

최대화(Expectation-Maximization: EM) 방식에 의해 처리하였다. EM은 결측자료의 분포의 

모양을 가정하고, 그 분포 하에서 결측치에 대한 우도값을 추정하는 접근법으로 실제 자료에 

가장 근접하게 추정되는 결측치 대체법 중 하나이다(Little & Rubin, 1987).

3) 다변량 정규성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용되는 측정치들은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가

정하고 있다. 다변량 정규성은 모든 단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2개의 변수들이 동

시에 이루는 결합분포가 이변량 정규성을 만족해야 하며, 모든 이변량 산포도가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결합 빈도 분포를 살펴보는 것

이 어렵기 때문에, 각 변수의 단변량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각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살펴볼 수 있는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살펴봄으로써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단변량 정규성 기준은 Curran, West, & 

Finch(1996)가 제시한 왜도지표 ｜3.0｜이내, 첨도지표 ｜8.0-20.0｜ 이내로 설정하였다.

4) 다중공선성 확인

다중공선성이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독립변인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립변인들의 높은 상관관계는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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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10)와 분산팽창지수

(VIF<10)를 활용하였다.

나.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분석

이 연구는 Anderson &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활용하였다. 2단계 접근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동시에 검토하는 1단계 접근법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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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일단 먼저 측정모형을 검토하여 개념측정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한 후, 구조회귀모형을 

검토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1단계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측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것이 인과관계의 오류와 구분되지 않아 해석적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측정의 적합도를 먼저 검토하고, 후에 측정모

형이 포함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2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모형에서는 통제변인을 도입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혼동(confounding)시

키는 것을 통제하여 보다 정확한 계수를 얻을 수 있는데, 통제변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독립변인이다.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변인으로 연령, 최종학력, 자녀 수 및 고용형태를 통제변인으

로 설정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1) 측정모형 분석

첫 번째로 측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측정모형 설정이란 잠재변인, 관찰변인, 오차를 활용

하여 잠재변인이 관찰변인을 설명하는 형태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찰

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올바르게 측정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회귀분석이나 경로분석

에서는 이러한 측정오차가 없음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으

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이러한 오차를 제거하기 때문에 더욱 신뢰로운 분석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는 잠재변인

에서 관찰변인으로의 경로계수가 도출되며 이는 요인계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러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측정오차가 구해지는데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잠재변인이 

관찰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곧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세 번째로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는 관찰변인들 이 추상

적 개념인 잠재변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 연구에서는 

요인계수, 잠재변인 간의 상관, 개념신뢰도(CR) 및 평균분산추출(AVE)을 확인하여 측정

모형의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네 번째로 이 연구는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두 개 이상의 변인에 대해 자기보고자료(self

-reported data)로 응답 결과를 획득하였기에 동일방법편의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할 예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와 측정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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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일방법편의를 감소시키는 방법(질문의 순서 고려 등)을 적용하였지만, 이는 동일방

법편의 문제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지만,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확

신할 수 없기에 분석단계에서도 통계적 분석기법을 통해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는 다양한 방법 중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 방법(Har

man's single factor test)을 활용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였다.

2) 구조모형 분석

구조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변인, 즉 잠재변인을 관찰변인들이 올바르게 측정하였는

지 확인한 후에는 실제 이 연구의 가설인 연구모형의 적합성,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 관계

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모형을 분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조모형 분석은 측정모형을 통

해 구성된 개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포함한다. 이 연

구에서는 이러한 구조모형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조모형을 설정한다는 것은 이 연구에서 정의한 주

관적 경력성공,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가설적 구조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다. 이에 따라 직무자율성을 외생변인으로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을 내

생변인으로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모수를 추정할 예정이다. 모수추정을 위해서 부트스트래핑 추정법을 사용하

였다. 부트스트래핑 추정법은 다변량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은 자료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

법에 있어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 중 하나(문수백, 2013)로 이 연구에서는 

AMO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이 방법은 원자료를 활용

해야 하므로 자료의 투입은 원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이란 모수추정치들

의 표본분포를 추정하는 방법(배병렬, 2013)으로서 자료를 통해 얻어진 표본상관행렬로부

터 무선표본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의 유의확률을 구하는 방법

이다. 이러한 방법은 모수의 분포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써, 자료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충족시킨다는 가정의 제

약으로부터 벗어나 모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부트스트래

핑 방식은 모집단에 분포에 대하여 모수적 가정을 하지 않고 표본자료의 추론으로 모수를 

추론하게 된다(김계수, 2010).

이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재표집화 횟수는 1,000회로 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부트스트래핑 반복횟수가 적어지면 검증력 손실(power loss)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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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준에서는 1,000번 이상 반복할 필요가 있으며(Stine, 1989),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

해 최소 399번 이상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입증되었다(Mackinnon, 2000).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percentile(PC)과 bias-corrected

(BC) 방법이 있는데 추정치의 표본분포가 편포를 이룰 경우, BC의 방법이 더 정확한 결

과를 얻을 수 있기에(이현응, 2014) 다변량 정규성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 이 

연구에서는 BC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95% 신뢰구간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모형을 평가하였다. 이는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추정된 경로계수의 유의

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우선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모형부합도 지수를 확인

하는 방법이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부합도 지수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을 만큼(Kenny & McCoach, 2003) 그 수가 많으며 연구자마다 보고하고 있는 모형부

합도 지수의 종류와 수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합도 지수 선택에 있어 구조방정식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 선택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문

수백, 2013) 여러 연구자들(Boomsma, 2000; McDonald & Ho, 2002)은 공통적으로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결과에 최소한 ① 연구모델의 χ2값, ②  Jöreskog & Sötbom이 개발한 

RMR의 표준화 지수인 SRMR, ③ Steiger-Lind의 90% 신뢰구간인 RMSEA, ④ Turker 

& Lewis(1973)의 TLI(NNFI), ⑤ Bentler의 CFI를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연구

에서는 다음의 <표 Ⅲ-14>와 같은 기준으로 모형적합도 지수들을 활용하여 모형적합도

를 판단하였고, 이후 추정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경로계수를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Chi-Square p > .05

SRMR(Standard Root Mean square Residual)
≤ .05: 양호

≤ .10: 대체로 양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5: 매우 좋음

≤ .08: 좋은 편임

≤ .10: 적합

TLI(Tucker & Lewis Index) ≥ .90

CFI(Comparative Fit Index) ≥ .90

NFI(Normed Fit Index) ≥ .90

IFI(Incremental Fit Index) ≥ .90

PRATIO(Parsimony Ratio) ≥ .50, .60

PNFI(Parsimony NFI) ≥ .50, .60

PCFI(Parismony CFI) ≥ .50, .60

출처: 문수백. (2013).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표 Ⅲ-14> 모형적합지수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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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서는 Sobel 검증과 부트스

트래핑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트스트래핑 방식은 모집단의 분포에 

대하여 모수적 가정을 하지 않고 표본자료의 추론으로 모수를 추론하게 된다(김계수, 

2010). 이에 반해 Sobel 검증은 매개변수를 사이로 존재하는 비표준화 경로계수들과 표준

오차를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도출하고 z검정을 활용한다(Kline, 2005; 2010). 

이는 모집단의 분포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만족한다는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자료는 단변량 정규성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다변량 정규성을 완벽히 만족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팬텀변인은 일종의 가상의 변인으로 모형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인

(Cheung, 2007; Macho & Ledermann, 2011)으로 이 연구에서는 배병렬(2013)이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구조모형에 개별 매개경로에 대한 팬텀변인을 생

성하고 각 경로에 대한 직접효과의 곱의 형태로 된 간접효과를 하나의 단일계수로 취급하

게 된다. 이후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통해 단일계수로 표시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다섯 번째로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집단분석

(multiple group analysis)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 및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였다. 이는 둘 

이상의 집단을 분석하여 모형 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단순히 경로계수의 절대적 수치가 크다고 해서 그 경로가 더욱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럴 경우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우종필, 2012).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집단 간 확

인적 요인분석을 하는 것으로써, 주로 교차타당성(cross validation)을 검증할 때 사용한

다. 교차타당성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에서 얻은 결과가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

한 다른 표본에서 얻은 결과와 동일한지를 검증할 때 이용하는데, 개념적으로는 같은 모집

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이를 응용하여 이질적 모

집단으로부터 얻은 표본끼리 교차타당성을 분석하기도 한다.

교차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하다. 측정동일성은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측정모형과 같은 결과를 보이는지에 대

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게 된다(Mu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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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Myers, Calantone, Page, & Taylor, 2000). 이처럼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후 다중집단 구조모형 및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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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관찰변인 분석 결과

가.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변인인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유리천장 인식의 관찰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을 산출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평균은 3.09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이를 측정하는 관찰변인의 평

균은 경력만족(3.18점), 고용가능성(3.10점), 일과 삶의 균형(3.00점)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자율성의 평균은 3.30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이를 측정하는 관찰변인의 평균은 업

무방식 자율성(3.43점), 업무계획 자율성(3.26점), 의사결정 자율성(3.20점) 순으로 나타

났다. 직무재창조의 평균은 3.44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직무재창조를 측정하는 관찰변

인의 평균은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3.65점),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3.47점), 사회적 직무

자원 증가(3.37점) 도전적 직무요구 감소(3.2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일 열의의 평균은 

3.1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이를 측정하는 관찰변인의 평균은 몰두(3.47점), 전념

(3.15점), 활력(2.83점)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리천장 인식의 평균은 3.38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이를 측정하는 관찰변인의 평균은 승진 차별(3.82점), 채용 및 복리후

생 차별(3.65점),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2.66점)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주관적 경력성공 15 3.09 .508 1.67 4.27

일과 삶의 균형 5 3.00 .741 1.00 5.00

경력만족 5 3.18 .747 1.00 5.00

고용가능성 5 3.10 .714 1.00 4.80

직무자율성 9 3.30 .672 1.00 5.00

업무계획 자율성 3 3.26 .760 1.00 5.00

의사결정 자율성 3 3.20 .784 1.00 5.00

업무방식 자율성 3 3.43 .787 1.00 5.00

<표 계속>

<표 Ⅳ-1>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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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직무재창조 21 3.44 .465 1.62 4.76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5 3.65 .607 1.80 5.00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6 3.47 .533 1.00 5.00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5 3.37 .693 1.20 5.00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5 3.25 .685 1.00 5.00

일 열의 9 3.15 .617 1.00 4.78

활력 3 2.83 .714 1.00 4.67

전념 3 3.15 .747 1.00 5.00

몰두 3 3.47 .655 1.00 5.00

유리천장 인식 9 3.38 .799 1.00 5.00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3 3.65 .937 1.00 5.00

승진 차별 3 3.82 .970 1.00 5.00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3 2.66 1.095 1.00 5.00

주) n=523

<표 Ⅳ-1> 계속

다음으로 관찰변인 간의 상관행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2>와 같다. 관찰변

인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였다. 또한, 잠재변인별 관찰변인의 상관

계수는 다른 상관계수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잠재변인을 도출하는데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단,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찰변인 중 일과 삶의 균형과 직무재창조의 

관찰변인 중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하지

만 직무재창조와 주관적 경력성공은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보지 않고, 직무재창조는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한 변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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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3-4 4 4-1 4-2 4-3

1. 주관적 경력성공 1

1-1. 일과 삶의 균형 .573** 1

1-2. 경력만족 .774** .123** 1

1-3. 고용가능성 .729** .055 .477** 1

2. 직무자율성 .510** .261** .444** .354** 1

2-1. 업무계획자율성 .388** .140** .356** .310** .820** 1

2-2. 의사결정자율성 .463** .251** .398** .312** .903** .573** 1

2-3. 업무방식자율성 .491** .295** .414** .308** .906** .588** .795** 1

3. 직무재창조 .460** .131** .422** .404** .536** .450** .484** .476** 1

3-1.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386** .076 .350** .379** .426** .395** .358** .369** .751** 1

3-2.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193** .137** .137** .126** .302** .265** .276** .253** .648** .274** 1

3-3.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324** .070 .339** .264** .384** .277** .362** .371** .737** .359** .312** 1

3-4.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461** .108* .421** .431** .479** .404** .437** .417** .834** .634** .355** .478** 1

4. 일 열의 .589** .201** .539** .486** .503** .388** .452** .483** .587** .487** .277** .371** .607** 1

4-1. 활력 .472** .261** .392** .325** .436** .276** .450** .419** .485** .383** .249** .295** .512** .864** 1

4-2. 전념 .613** .141** .605** .528** .483** .411** .413** .446** .571** .476** .229** .388** .598** .916** .706** 1

4-3. 몰두 .451** .122** .403** .415** .394** .327** .314** .398* .477** .415** .247** .283** .474** .837** .545** .675** 1

주) **p<.01, *p<.05

<표 Ⅳ-2> 관찰변인 상관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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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찰변인의 정규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관찰변인의 단변량 정규성 및 다변량 정규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경험적 기준에 따르면 왜도지표 │3.0│이내, 첨도지표 │8.0~20.0│이내의 경우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Hong, Malik, & 

Lee(2003)는 왜도 2, 첨도 4 이내의 기준을 만족하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상분포조건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에 따른 기각률(Critical Ratio: CR)을 통해 판단

할 수도 있다. 검정통계량과 같은 이 기각률은 유의수준 .01에서 절대값이 2.58 이상일 경

우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왜도와 첨도에 따른 기각률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에(Curran, West, & Finch, 1997). 이 연구에서는 검정통계량 보다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의 크기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표 Ⅳ-3>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관찰변인의 왜도의 절대값 지수는 

.023~.690, 첨도의 절대값 지수는 .009~.805로 모든 관찰변인의 왜도 및 첨도의 지수가 

│3.0│이내, │8.0~20.0│ 이내로 나타나 단변량 정규성 기준을 만족하였다.

한편 다변량 정규성은 다변량 첨도(multivariate kurtosis)의 값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다변량 첨도의 검정통계량의 절대값이 1.96을 초과하거나(유의수준 .05 기준) 혹은 2.58

(유의수준 .01 기준) 분포가 비정규성을 갖게 된다(배병렬, 2013).

이 연구에서 다변량 첨도 지수가 34.329이며, 이의 검정통계량은 19.877로 유의수준 

.01에서 정규성 가정을 기각하여 비정규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변량 정규성의 가

정이 충족되는 자료는 드물기에 단변량 정규성의 검토를 통해 큰 문제가 없으면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으나(배병렬, 2013) 보다 엄격하게 

자료가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은 비정규자료(non-normal)인 경우, Amos에서는 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에 의해 비정규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다

변량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은 자료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에 있어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 연구의 자료는 단변량 정규성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다변량 

정규성을 완벽히 만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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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지수 t값(CR) 지수 t값(CR)

주관적 경력성공

일과 삶의 균형 .023 .214 -.114 -.533

경력만족 -.375 -3.498 -.392 -1.829

고용가능성 -.325 -3.037 -.394 -1.838

직무자율성

업무계획 자율성 -.459 -4.282 -.278 -1.299

의사결정 자율성 -.380 -3.551 -.079 -.371

업무방식 자율성 -.205 -1.913 .009 .041

직무재창조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150 -1.404 -.206 -.961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105 -.977 .662 3.091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141 -1.320 -.050 -.232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167 -1.556 .236 1.103

일 열의

활력 -.161 -1.500 -.286 -1.335

전념 -.590 -5.505 .458 2.137

몰두 -.690 -6.446 .805 3.756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34.329 19.877

<표 Ⅳ-3> 관찰변인의 단변량 정규성 및 다변량 정규성 분석 결과

다.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구조방정식 모형의 안정적인 분석을 위하여 관찰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다

중공선성이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독립변인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이러한 독립변인들의 높은 상관관계는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된 분석을 유도할 수 있다(김준우, 2007). 따라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작업

이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공차(>.10)와 분산팽창지수

(VIF<10)를 활용하였다.

다음의 <표 Ⅳ-4>와 같이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를 보면 공차의 경우 

.341~.845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의 경우 1.183~2.930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

한 기준인 공차 .10 이상, 분산팽창지수 10 이하를 만족하기에 심각한 다중공선성은 없다

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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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공차 분산팽창지수(VIF)

직무자율성

업무계획 자율성 .624 1.603

의사결정 자율성 .350 2.855

업무방식 자율성 .341 2.930

직무재창조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592 1.688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845 1.183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745 1.343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510 1.961

일 열의

활력 .494 2.026

전념 .382 2.618

몰두 .535 1.869

주) 종속변인: 주관적 경력성공

<표 Ⅳ-4>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1)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연령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Ⅳ-5> 참조),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자율

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유리천장 인식 다섯 개의 모든 잠재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찰변인인 일과 삶의 균형, 경력만족, 고용가능성과 직무자율

성의 관찰변인인 업무계획 자율성, 의사결정 자율성, 업무방식 자율성, 그리고 직무재창조

의 관찰변인 가운데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일 열의의 관찰변인인 활력, 전념, 몰두와 유리천장 인식의 관찰변인 가운데 모성보호

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의 평균은 40세 이상이 가장 높았으

며, 반면에 30세 이상 35세 미만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또한, 40세 이상 집단이 가

장 높게 나타난 관찰변인은 경력만족(3.62점), 업무계획 자율성(3.82점), 의사결정 자율성

(3.57점), 업무방식 자율성(3.52점),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3.61점), 사회적 직무자원 증

가(3.52점),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3.56점), 활력(3.35점), 전념(3.62점), 몰두(3.67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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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밖에 잠재 및 관찰변인은 일과 삶의 균형(3.21점), 고용가능성(3.29점), 구조적 직

무자원 증가(3.83점), 유리천장 인식(3.69점),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3.87점), 승진 차별

(4.14점),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3.07점)로 모두 25세 미만 집단의 평균이 가

장 높았다.

35세 이상 35세 미만 집단이 가장 낮은 경우는 일과 삶의 균형(2.78점), 방해적 직무요

구 감소(3.40점)였고, 30세 이상 35세 미만 집단은 주관적 경력성공(2.90점), 경력만족

(2.91점), 고용가능성(2.93점), 직무자율성(3.18점), 의사결정 자율성(3.04점), 업무방식 

자율성(3.09점), 직무재창조(3.35점),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3.58점), 도전적 직무요구 증

가(3.12점), 일 열의(3.04점), 전념(2.97점)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업무계획 자

율성(3.26점), 활력(2.68점), 몰두(3.40점), 유리천장 인식(3.24점), 채용 및 부서배치 차

별(3.54점), 승진 차별(3.72점),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차별(2.45점)은 25세 이상 

30세 미만 집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재창조의 관찰변인인 사

회적 직무자원 증가의 평균이 25세 미만에서 가장 낮았다.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주관적 경력성공, 일과 삶의 균형,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직무자율성, 업무계획 자율성, 의사결정 자율성, 업무방식 자율성, 직무재창조, 사회적 직

무자원 증가,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일 열의, 활력, 전념, 몰두, 유리천장 인식, 모성보호

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후 사후검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경력성공은 25세 미만 집단과 30세 이상 3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집단과 30세 이상 35세 미만, 그리고 40세 이상 집단과 30세 이상 35세 미만 집단 간 차

이를 보였고, 일과 삶의 균형은 25세 이상 30세 미만 집단과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경력만족은 25세 이상 30세 미만 집단과 30세 

이상 35세 미만 그리고 40세 이상 집단과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집단이 차이를 보였다. 고용가능성은 25세 이상 30세 미만 집단과 

30세 이상 35세 미만, 그리고 40세 이상 집단과 30세 이상 35세 미만 집단 간 차이가 나

타났다. 

직무자율성과 의사결정 자율성은 40세 이상 집단과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업무계획 자율성은 40세 이상 

집단과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업무방식 자율성은 40세 이상 집단과 30세 이상 35세 미만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직

무재창조는 40세 이상 집단과 30세 이상 35세 미만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사회적 직무

자원 증가는 25세 이상 30세 미만 집단과 25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그리고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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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집단과 25세 미만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는 40세 이상 집

단과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일 열의와 전념은 40세 이상 집단과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및 

35세 이상 40세 미만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활력은 40세 이상 집단과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간 차이를 보였으며, 몰두는 

사후검정 Dunnett T3 분석을 통해 40세 이상 집단과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유리천장 인식과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

별은 25세 미만 집단과 25세 이상 30세 미만, 그리고 40세 이상 집단과 25세 이상 30세 

미만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변인 전체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F값

Scheffe

/Dunnett T3

주관적 경력성공
3.10

(.508)

3.23

(.462)

3.19

(.498)

2.90

(.453)

3.03

(.567)

3.32

(.451)
14.538*** ①>③

②>③

일과 삶의 

균형

3.00

(.741)

3.21

(.637)

3.17

(.731)

2.84

(.760)

2.78

(.699)

3.08

(.691)
6.916*** ②>③,④

경력만족
3.18

(.747)

3.21

(.656)

3.23

(.727)

2.91

(.739)

3.20

(.739)

3.62

(.616)
13.786*** ②>③

⑤>②,③,④

고용가능성
3.10

(.714)

3.29

(.461)

3.17

(.704)

2.93

(.700)

3.10

(.799)

3.27

(.720)
4.728** ②>③

⑤>③

직무자율성
3.30

(.672)

3.27

(.577)

3.28

(.713)

3.18

(.698)

3.26

(.559)

3.64

(.547)
6.798*** ⑤>②,③,④

업무계획 

자율성

3.43

(.760)

3.36

(.759)

3.26

(.798)

3.41

(.764)

3.47

(.684)

3.82

(.583)
7.738*** ⑤>①,②,③

의사결정 

자율성

3.20

(.784)

3.13

(.687)

3.24

(.822)

3.04

(.813)

3.08

(.608)

3.57

(.684)
7.141*** ⑤>②,③,④

업무방식 

자율성

3.26

(.757)

3.33

(.577)

3.33

(.832)

3.09

(.785)

3.23

(.608)

3.52

(.619)
5.280*** ⑤>③

직무재창조
3.43

(.465)

3.35

(.376)

3.48

(.472)

3.35

(.454)

3.43

(.536)

3.61

(.395)
5.099*** ⑤>③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3.65

(.607)

3.83

(.628)

3.66

(.640)

3.58

(.587)

3.59

(.659)

3.76

(.500)
2.132 -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3.47

(.533)

3.42

(.474)

3.48

(.560)

3.43

(.493)

3.40

(.648)

3.61

(.465)
2.003 -

<표 계속>

<표 Ⅳ-5>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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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F값 Scheffe

직무재창조 -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3.37

(.693)

3.01

(.560)

3.51

(.727)

3.24

(.667)

3.38

(.769)

3.52

(.552)
6.926*** ②>①,③

⑤>①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3.25

(.685)

3.14

(.713)

3.25

(.641)

3.12

(.702)

3.32

(.793)

3.56

(.518)
6.127*** ⑤>②,③,④

일 열의
3.15

(.617)

3.19

(.588)

3.06

(.585)

3.04

(.621)

3.16

(.721)

3.55

(.400)
11.281*** ⑤>②,③,④

활력
2.83

(.714)

2.78

(.771)

2.68

(.654)

2.72

(.713)

2.86

(.735)

3.35

(.550)
14.516*** ⑤>①,②,③,④

전념
3.15

(.747)

3.19

(.660)

3.10

(.720)

2.97

(.772)

3.18

(.821)

3.62

(.489)
11.451*** ⑤>②,③,④

몰두
3.47

(.655)

3.60

(.576)

3.40

(.604)

3.43

(.708)

3.43

(.784)

3.67

(.497)
2.998* ⑤>③,④

유리천장 인식
3.38

(.799)

3.69

(.777)

3.24

(.861)

3.35

(.791)

3.35

(.798)

3.61

(.598)
4.546** ①>②

⑤>②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3.65

(.937)

3.87

(.931)

3.54

(1.012)

3.66

(.943)

3.59

(.939)

3.81

(.714)
1.670 -

승진 차별
3.82

(.970)

4.14

(.768)

3.72

(1.001)

3.79

(1.022)

3.79

(1.070)

3.99

(.711)
2.147 -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2.66

(1.095)

3.07

(1.075)

2.45

(1.130)

2.59

(1.069)

2.67

(.951)

3.03

(1.080)
5.376*** ①>②

⑤>②

주1) 전체 n=523, ① 25세 미만 n=37, ② 25세 이상 30세 미만 n=164, ③ 30세 이상 35세 미만 n=178, 

④ 35세 이상 40세 미만 n=66, ⑤ 40세 이상 n=78

주2) *p<.05, **p<.01,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5> 계속

2)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최종학력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Ⅳ-6> 참조),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자

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유리천장 인식 다섯 개의 모든 잠재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찰변인인 일과 삶의 균형, 경력만족, 고용가능성과 직무자율



- 132 -

성의 관찰변인인 의사결정 자율성, 업무방식 자율성, 직무재창조의 관찰변인인 구조적 직

무자원 증가,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일 열

의의 관찰변인인 활력, 전념, 몰두, 유리천장 인식의 관찰변인인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는 대학원 졸업 집단의 평균이 가

장 높았고 유리천장 인식은 전문대학 졸업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주관적 경

력성공과 직무재창조는 전문대학 졸업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았고, 직무자율성과 일 열의

는 대학교 졸업 집단이, 그리고 유리천장 인식은 대학교 졸업 및 대학원 졸업 집단이 낮게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잠재 및 관찰변인은 경력만족

(3.49점), 고용가능성(3.43점), 업무계획 자율성(3.57점), 의사결정 자율성(3.56점), 업무

방식 자율성(3.45점),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3.86점),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3.61점), 사

회적 직무자원 증가(3.53점),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3.48점), 활력(3.06점), 전념(3.39점), 

몰두(3.61점)였다.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4.00점)과 승진 차별(4.00점)은 전문대학 졸업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일과 삶의 균형(3.15점)과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2.98점)은 고등학교 졸업 집단이 가장 높았다.

대학원 졸업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은 관찰변인은 일과 삶의 균형(2.82점)과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3.46점)이었고, 대학원 졸업 집단의 경우는 경력만족(3.08점), 업무계획 자

율성(3.38점), 의사결정 자율성(3.05점), 업무방식 자율성(3.18점), 활력(2.72점), 전념

(3.04점), 몰두(3.04점)였다. 전문대학 졸업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은 관찰변인은 고용가

능성(2.87점), 업무방식 자율성(3.18점),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3.52점),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3.06점),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2.44점)이었으며,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졸업 집단은 경력만족(3.08점),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3.41점),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3.23점), 승진 차별(3.72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주관적 경력성공, 일과 삶의 균형, 직무자율성, 의사결정 

자율성, 업무방식 자율성, 직무재창조,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사회

적 직무자원 증가,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일 열의, 활력, 전념, 몰두, 채용 및 부서배치 차

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주관적 경력성공은 대학원 졸업 집단과 전문대학 졸

업, 대학교 졸업 집단 간 차이가 보였고, 일과 삶의 균형은 사후검정 Dunnett T3 분석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 집단과 대학원 졸업 집단 간 차이가 보였으며, 경력만족과 고용가능성

은 대학원 졸업 집단과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집단 간 차이가 나타

났다. 직무자율성과 의사결정 자율성은 대학원 졸업 집단과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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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업무방식 자율성은 대학원 졸업 집단과 대학교 졸업 집단 간 차

이가 나타났다. 직무재창조는 대학원 졸업 집단과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와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는 대학원 졸

업 집단과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는 

대학원 졸업 집단과 대학교 졸업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는 대학원 

졸업 집단과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일 열의, 활력 및 전

념은 대학원 졸업 집단과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몰두는 대

학원 졸업 집단과 대학교 졸업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은 전문대학 

졸업 집단과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

생 차별은 고등학교 졸업 집단과 전문대학 졸업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변인 전체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F값

Scheffe

/Dunnett T3

주관적 경력성공
3.09

(.508)

3.08

(.519)

3.02

(.532)

3.05

(.501)

3.25

(.471)
4.979** ④>②,③

일과 삶의 균형
3.00

(.741)

3.15

(.492)

3.07

(.737)

3.03

(.738)

2.82

(.817)
3.546* ①>④

경력만족
3.18

(.747)

3.08

(.770)

3.11

(.809)

3.08

(.745)

3.49

(.595)
9.413

*** ④>①,②,③

고용가능성
3.10

(.714)

3.02

(.671)

2.87

(.674)

3.06

(.712)

3.43

(.660)
13.243

*** ④>①,②,③

직무자율성
3.30

(.672)

3.34

(.558)

3.24

(.668)

3.21

(.695)

3.53

(.621)
6.749

*** ④>②,③

업무계획 

자율성

3.43

(.760)

3.34

(.614)

3.44

(.712)

3.38

(.801)

3.57

(.753)
1.916 -

의사결정 

자율성

3.20

(.784)

3.29

(.649)

3.09

(.787)

3.05

(.807)

3.56

(.657)
13.048

*** ④>②,③

업무방식 

자율성

3.26

(.757)

3.38

(.648)

3.18

(.783)

3.18

(.751)

3.45

(.761)
4.375

** ④>③

직무재창조
3.44

(.465)

3.41

(.385)

3.34

(.486)

3.39

(.472)

3.63

(.414)
9.274*** ④>①,②,③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3.65

(.607)

3.72

(.627)

3.52

(.571)

3.60

(.594)

3.86

(.610)
7.034*** ④>②,③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3.47

(.533)

3.41

(.465)

3.44

(.579)

3.43

(.554)

3.61

(.452)
3.328* ④>③

<표 계속>

<표 Ⅳ-6>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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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F값 Scheffe

직무재창조 -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3.37

(.693)

3.23

(.573)

3.33

(.778)

3.31

(.666)

3.58

(.694)
5.130

** ④>①,③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3.25

(.685)

3.29

(.585)

3.06

(.698)

3.21

(.693)

3.48

(.644)
7.369*** ④>②,③

일 열의
3.15

(.617)

3.25

(.561)

3.08

(.619)

3.06

(.641)

3.35

(.527)
7.415*** ④>②,③

활력
2.83

(.714)

2.94

(.705)

2.76

(.655)

2.72

(.736)

3.06

(.660)
6.908

*** ④>②,③

전념
3.15

(.747)

3.29

(.692)

3.06

(.734)

3.04

(.762)

3.39

(.689)
6.974

*** ④>②,③

몰두
3.47

(.655)

3.54

(.520)

3.43

(.678)

3.40

(.710)

3.61

(.530)
3.193

* ④>③

유리천장 인식
3.38

(.799)

3.43

(.921)

3.48

(.819)

3.34

(.802)

3.34

(.716)
.841 -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3.65

(.937)

3.58

(.931)

4.00

(.968)

3.62

(.928)

3.46

(.866)
6.463*** ②>③,④

승진 차별
3.82

(.970)

3.72

(1.000)

4.00

(.975)

3.76

(1.011)

3.86

(.840)
1.716 -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2.66

(1.095)

2.98

(1.157)

2.44

(1.134)

2.65

(1.046)

2.70

(1.114)
2.886* ①>②

주1) 전체 n=523, ① 고등학교 졸업 n=52, ② 전문대학 졸업 n=94, ③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n=261, 

④ 대학원(석사, 박사) 졸업 n=116

주2) *p<.05, **p<.01,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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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결혼 여부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Ⅳ-7> 참조), 잠재변인인 주관적 경

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찰변인 가운데 일과 삶의 균형, 직무자율성의 관찰변인 가

운데 업무계획 자율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경력성공, 일과 삶의 균형, 경력

만족, 고용가능성, 직무자율성의 관찰변인인 의사결정 자율성, 직무재창조의 관찰변인인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일 열의, 활력, 전념, 몰두, 유리천장 인식,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의 평균값은 기혼여성보다 미혼여성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직무자율성, 업무계획 자율성, 직무재창조,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도전

적 직무요구 증가, 유리천장 인식의 관찰변인인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과 승진 차별은 미

혼여성보다 기혼여성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변인 전체(n=523)
미혼

(n=322)

기혼

(n=201)
t값

주관적 경력성공 3.09(.508) 3.15(.495) 3.00(.517) 3.139**

일과 삶의 균형 3.00(.741) 3.08(.783) 2.88(.653) 3.040**

경력만족 3.18(.747) 3.22(.730) 3.10(.768) 1.862

고용가능성 3.10(.714) 3.14(.696) 3.04(.739) 1.681

직무자율성 3.30(.672) 3.28(.683) 3.32(.656) -.633

업무계획 자율성 3.43(.760) 3.38(.772) 3.52(.734) -2.104**

의사결정 자율성 3.20(.784) 3.21(.804) 3.18(.753) .405

업무방식 자율성 3.26(.757) 3.26(.768) 3.26(.740) -.002

직무재창조 3.44(.465) 3.42(.447) 3.46(.493) -.854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3.65(.607) 3.66(.587) 3.64(.640) .420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3.47(.533) 3.47(.525) 3.46(.547) .193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3.37(.693) 3.34(.694) 3.41(.692) -1.197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3.25(.685) 3.21(.648) 3.32(.738) -1.780

일 열의 3.15(.617) 3.15(.562) 3.14(.696) .165

활력 2.83(.714) 2.79(.711) 2.88(.718) -1.314

전념 3.15(.747) 3.15(.678) 3.14(.848) .071

몰두 3.47(.655) 3.51(.609) 3.40(.719) 1.820

유리천장 인식 3.38(.799) 3.38(.815) 3.37(.776) .128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3.65(.937) 3.63(.943) 3.69(.928) -.787

승진 차별 3.82(.970) 3.81(.949) 3.84(1.004) -.351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2.66(1.095) 2.70(1.169) 2.58(.961) 1.266

주1) *p<.05, **p<.01, ***p<.001

주2)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7>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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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 수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기혼여성 가운데 자녀 수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Ⅳ-8> 참조), 잠재변

인 가운데 일 열의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찰변인인 경력만족, 직무자율성의 관찰변인인 

업무계획 자율성, 일 열의의 관찰변인인 활력, 전념, 몰두, 그리고 유리천장 인식의 관찰변

인인 승진 차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그리고 유리천장 인식의 평균은 자

녀가 2명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았고, 이 밖에도 경력만족(3.31점), 업무계획 자율성(3.75

점), 업무방식 자율성(3.38점),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3.76점),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3.49점), 활력(3.20점), 전념(3.50점), 몰두(3.67점),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3.89점), 승

진 차별(4.13점)의 평균이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가장 높았다. 자녀가 1명인 집단의 평균

이 가장 높은 경우는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3.51점),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3.42점)였고, 

일과 삶의 균형(3.00점), 고용가능성(3.14점), 의사결정 자율성(3.21점),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3.42점),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2.74점)은 자녀가 없는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력만족(2.92점), 업무계획 자율성(3.40점), 직무재창조(3.40점), 구조적 직무

자원 증가(3.59점),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3.39점),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3.19점), 일 열

의(2.93점), 활력(2.65점), 전념(2.89점), 몰두(3.24점), 유리천장 인식(3.32점),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3.54점), 승진 차별(3.69점)은 자녀가 없는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명인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경우는 주관적 경력성공(2.96점), 

고용가능성(2.94점), 직무자율성(3.27점), 의사결정 자율성(3.15점), 업무방식 자율성

(3.20점)이었고, 일과 삶의 균형(2.79점)과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3.40점),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2.44점)은 자녀가 2명 이상인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경력만족, 업무계획 자율성, 일 열의, 활력, 전념, 승진 차

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후 사후검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력만족은 자녀 

2명 이상 집단과 자녀 0명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업무계획 자율성과 몰두도 자녀 2명 

이상 집단과 자녀 0명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일 열의, 활력 및 전념에서 자녀 2명 이

상 집단과 자녀 0명, 자녀 1명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 차별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 137 -

변인
전체

(n=201)

0명

(n=64)

1명

(n=87)

2명 이상

(n=50)
F값 Scheffe

주관적 경력성공
3.00

(.517)

3.02

(.599)

2.96

(.514)

3.06

(.399)
.545 -

일과 삶의 균형
2.87

(.682)

3.00

(.651)

2.81

(.730)

2.79

(.621)
1.765 -

경력만족
3.10

(.768)

2.92

(.903)

3.11

(.701)

3.31

(.642)
3.794* ③>①

고용가능성
3.04

(.739)

3.14

(.853)

2.94

(.683)

3.07

(.665)
1.400 -

직무자율성
3.32

(.657)

3.29

(.715)

3.27

(.649)

3.44

(.588)
1.052 -

업무계획 자율성
3.52

(.734)

3.40

(.738)

3.47

(.723)

3.75

(.712)
3.476* ③>①

의사결정 자율성
3.18

(.753)

3.21

(.809)

3.15

(.748)

3.18

(.697)
.128 -

업무방식 자율성
3.26

(.740)

3.26

(.900)

3.20

(.700)

3.38

(.559)
.981 -

직무재창조
3.46

(.493)

3.40

(.482)

3.47

(.533)

3.53

(.430)
1.008 -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3.64

(.640)

3.59

(.695)

3.61

(.682)

3.76

(.465)
1.124 -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3.46

(.547)

3.39

(.524)

3.51

(.576)

3.47

(.524)
.944 -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3.41

(.692)

3.42

(.772)

3.42

(.693)

3.40

(.585)
.025 -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3.32

(.738)

3.19

(.671)

3.32

(.828)

3.49

(.620)
2.427 -

일 열의
3.14

(.697)

2.93

(.790)

3.12

(.688)

3.46

(.433)
8.837*** ③>①,②

활력
2.88

(.718)

2.65

(.788)

2.86

(.664)

3.20

(.598)
8.920*** ③>①,②

전념
3.14

(.848)

2.89

(.976)

3.13

(.829)

3.50

(.540)
7.772** ③>①,②

몰두
3.40

(.719)

3.24

(.785)

3.37

(.708)

3.67

(.575)
5.361** ③>①

유리천장 인식
3.37

(.776)

3.32

(.949)

3.34

(.718)

3.49

(.616)
.779 -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3.69

(.928)

3.54

(1.099)

3.69

(.844)

3.89

(.798)
2.102 -

승진 차별
3.84

(1.004)

3.69

(1.164)

3.78

(.953)

4.13

(.808)
3.062* 집단 간 차이 

없음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2.58

(.962)

2.74

(1.058)

2.54

(.943)

2.44

(.848)
1.468 -

주1) ①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② 자녀가 1명인 기혼여성, ③ 자녀가 2명 이상인 기혼여성

주2) *p<.05, **p<.01,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8> 자녀 수에 따른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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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막내 자녀 나이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막내 자녀 나이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막내 자녀 나이를 3세 미만, 3세 

이상 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8세 이상의 학령기 자녀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표 Ⅳ

-9> 참조),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과 삶의 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유리천장 인식의 평균은 학령기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집단이 가장 높았고, 일과 삶의 균형(2.70점), 경력만족(3.48점), 

고용가능성(3.16점), 의사결정 자율성(3.24점), 업무방식 자율성(3.39점), 구조적 직무자

원 증가(3.70점),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3.56점), 활력(3.23점), 전념(3.50점), 몰두(3.56

점), 승진 차별(4.12점),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2.61점)도 학령기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3.51점),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3.43점),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3.81점)의 평균은 미취학 아동 자녀가 있는 기혼여

성 집단이 가장 높았고, 업무계획 자율성은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집단의 평균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은 학령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았

고, 주관적 경력성공(2.81점), 일과 삶의 균형(2.37점), 고용가능성(2.93점), 직무자율성

(3.28점), 업무계획 자율성(3.52점), 의사결정 자율성(3.12점), 업무방식 자율성(3.20점), 

일 열의(3.18점), 활력(2.91점), 전념(3.19점), 몰두(3.45점), 유리천장 인식(3.35점), 승

진 차별(3.81점),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2.42점)은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기

혼여성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만족(3.10점), 직무재창조(3.44

점),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3.62점),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3.48점), 도전적 직무요구 증

가(3.25점)의 평균은 3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 집단이 가장 높았다.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과 삶의 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후 사후검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과 삶의 균형 모두 

학령기 자녀 집단과 3세 미만, 미취학 아동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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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n=137)

3세 미만

(n=42)

미취학 

아동

(n=73)

학령기 

자녀 

(n=22)

F값 Scheffe

주관적 경력성공
2.87

(.460)

2.82

(.401)

2.81

(.468)

3.12

(.473)
4.055* ③>①,②

일과 삶의 균형
2.42

(.424)

2.38

(.346)

2.37

(.435)

2.70

(.431)
5.926** ③>①,②

경력만족
3.19

(.684)

3.10

(.585)

3.15

(.724)

3.48

(.669)
2.580 -

고용가능성
2.99

(.676)

2.99

(.617)

2.93

(.711)

3.16

(.664)
1.021 -

직무자율성
3.33

(.631)

3.37

(.573)

3.28

(.600)

3.41

(.827)
.482 -

업무계획 자율성
3.57

(.730)

3.64

(.656)

3.52

(.720)

3.59

(.902)
.382 -

의사결정 자율성
3.16

(.728)

3.18

(.612)

3.12

(.744)

3.24

(.886)
.251 -

업무방식 자율성
3.26

(.656)

3.29

(.659)

3.20

(.615)

3.39

(.781)
.807 -

직무재창조
3.49

(.499)

3.44

(.452)

3.50

(.554)

3.52

(.393)
.248 -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3.66

(.614)

3.62

(.589)

3.66

(.585)

3.70

(.768)
.135 -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3.50

(.558)

3.48

(.593)

3.51

(.580)

3.48

(.421)
.041 -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3.41

(.654)

3.40

(.553)

3.43

(.720)

3.34

(.625)
.183 -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3.38

(.761)

3.25

(.679)

3.39

(.857)

3.56

(.515)
1.248 -

일 열의
3.24

(.627)

3.24

(.704)

3.18

(.613)

3.43

(.489)
1.316 -

활력
2.99

(.658)

2.98

(.710)

2.91

(.657)

3.23

(.508)
1.953 -

전념
3.27

(.756)

3.28

(.842)

3.19

(.754)

3.50

(.542)
1.464 -

몰두
3.47

(.677)

3.47

(.776)

3.45

(.648)

3.56

(.585)
.234 -

유리천장 인식
3.39

(.684)

3.43

(.667)

3.35

(.688)

3.46

(.724)
.313 -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3.76

(.832)

3.74

(.742)

3.81

(.869)

3.65

(.894)
.320 -

승진 차별
3.90

(.919)

3.94

(.952)

3.81

(.909)

4.12

(.888)
.998 -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2.51

(.908)

2.60

(.801)

2.42

(.953)

2.61

(.957)
.698 -

주1) 미취학 아동은 3세 이상 8세 미만을 의미하며, 학령기 자녀는 8세 이상의 자녀를 의미함.

주2) *p<.05, **p<.01,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9> 막내 자녀 나이에 따른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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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n=137)

3세 

미만

(n=42)

미취학 

아동

(n=73)

학령기 

자녀 

(n=22)

F값 Scheffe

일 열의
3.24

(.627)

3.24

(.704)

3.18

(.613)

3.43

(.489)
1.316 -

활력
2.99

(.658)

2.98

(.710)

2.91

(.657)

3.23

(.508)
1.953 -

전념
3.27

(.756)

3.28

(.842)

3.19

(.754)

3.50

(.542)
1.464 -

몰두
3.47

(.677)

3.47

(.776)

3.45

(.648)

3.56

(.585)
.234 -

유리천장 인식
3.39

(.684)

3.43

(.667)

3.35

(.688)

3.46

(.724)
.313 -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3.76

(.832)

3.74

(.742)

3.81

(.869)

3.65

(.894)
.320 -

승진 차별
3.90

(.919)

3.94

(.952)

3.81

(.909)

4.12

(.888)
.998 -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2.51

(.908)

2.60

(.801)

2.42

(.953)

2.61

(.957)
.698 -

주1) 미취학 아동은 3세 이상 8세 미만을 의미하며, 학령기 자녀는 8세 이상의 자녀를 의미함.

주2) *p<.05, **p<.01,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9> 계속

6) 자녀 돌봄 주체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자녀 돌봄 주체는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137명 가운데 친정부모, 시부모 혹은 일가친척

이 돌보는 경우(n=81), 육아 및 가사 도우미 혹은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n=45), 그리

고 본인 혹은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n=11)로 구분하여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Ⅳ-10> 참조), 잠재변인 가운데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관찰변인은 일과 삶의 균형, 업무계획 자율성, 의사결정 자율성, 업

무방식 자율성,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승진 차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유리천장 인식의 평균은 본인 혹은 배우자

가 자녀를 돌볼 때 가장 높았고, 일 열의는 친정부모, 시부모 혹은 일가친척에게 자녀를 

맡길 경우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일과 삶의 균형(2.95점), 경력만족(3.42점), 업무계획 

자율성(3.88점), 의사결정 자율성(3.64점), 업무방식 자율성(3.76점), 구조적 직무자원 증

가(3.76점),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3.79점),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3.60점), 도전적 직무

요구 증가(3.69점), 승진 차별(4.27점),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2.70점)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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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자녀를 돌볼 때 가장 높았고, 활력(3.06점), 전념(3.37점), 몰두

(3.53점),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3.79점)의 평균은 친정부모, 시부모 혹은 일가친척에게 

자녀를 맡길 경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력만족(3.22점)은 친정부모, 시부모 혹은 일가친척에게 자녀를 맡길 경우 가

장 낮았고,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3.64점)은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자녀를 돌볼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경력성공(2.73점), 일과 삶의 균형(2.36점), 고용가능성(2.77점), 

직무자율성(3.08점), 업무계획 자율성(3.33점), 의사결정 자율성(2.90점), 업무방식 자율

성(3.02점), 직무재창조(3.32점),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3.48점),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3.37점),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3.28점),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3.14점), 일 열의(3.11

점), 활력(2.84점), 전념(3.10점), 몰두(3.38점), 유리천장 인식(3.20점), 승진 차별(3.55

점),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2.33점)은 가사 및 육아도우미 혹은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주관적 경력성공, 일과 삶의 균형, 고용가능성, 직무자율성, 

업무계획 자율성, 의사결정 자율성, 업무방식 자율성, 직무재창조,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승진 차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후 사후검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경력성공은 본인 혹은 배우자 집단과 육아 및 가사 도우미 혹은 보육시설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일과 삶의 균형은 본인 혹은 배우자 집단과 친정부모, 시부모 혹은 일가친척, 육

아 및 가사 도우미 혹은 보육시설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으며, 고용가능성은 친정부모, 시

부모 혹은 일가친척 집단과 육아 및 가사 도우미 혹은 보육시설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직무자율성, 의사결정 자율성 및 업무방식 자율성은 친정부모, 시부모 혹은 일가친척 집단

과 육아 및 가사 도우미 혹은 보육시설, 본인 혹은 배우자 집단과 육아 및 가사 도우미 혹

은 보육시설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업무계획 자율성은 친정부모, 시부모 혹은 일가친척 

집단과 육아 및 가사 도우미 혹은 보육시설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직무재창조와 승진 차

별은 친정부모, 시부모 혹은 일가친척 집단과 육아 및 가사 도우미 혹은 보육시설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는 집단 간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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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n=137)

친정부모, 

시부모, 

일가친척

(n=81)

육아 및 가사 

도우미, 

보육시설

(n=45)

본인 

혹은 

배우자

(n=11)

F값 Scheffe

주관적 경력성공
2.87

(.460)

2.91

(.425)

2.73

(.458)

3.11

(.586)
3.929* ③>②

일과 삶의 균형
2.42

(.424)

2.39

(.409)

2.36

(.360)

2.95

(.457)
10.306*** ③>①,②

경력만족
3.19

(.684)

3.22

(.628)

3.06

(.773)

3.42

(.654)
1.496 -

고용가능성
2.99

(.676)

3.11

(.629)

2.77

(.648)

2.96

(.933)
3.807* ①>②

직무자율성
3.33

(.631)

3.41

(.636)

3.08

(.576)

3.76

(.436)
7.290** ①>②

③>②

업무계획 

자율성

3.57

(.730)

3.66

(.744)

3.33

(.683)

3.88

(.563)
4.355*

의사결정 

자율성

3.16

(.728)

3.24

(.691)

2.90

(.731)

3.64

(.640)
6.289** ①>②

③>②

업무방식 

자율성

3.26

(.656)

3.33

(.667)

3.02

(.613)

3.76

(.302)
7.094** ①>②

직무재창조
3.49

(.499)

3.55

(.447)

3.32

(.548)

3.71

(.496)
4.515* ①>②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3.66

(.614)

3.74

(.614)

3.48

(.620)

3.76

(.454)
2.963 -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3.50

(.558)

3.53

(.480)

3.37

(.680)

3.79

(.429)
2.842 -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3.41

(.654)

3.46

(.623)

3.28

(.704)

3.60

(.632)
1.636 -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3.38

(.761)

3.47

(.690)

3.14

(.755)

3.69

(1.067)
3.788* 집단 간 차이 

없음

일 열의
3.24

(.627)

3.32

(.562)

3.11

(.631)

3.20

(.962)
1.741 -

활력
2.99

(.658)

3.06

(.578)

2.84

(.698)

3.00

(.966)
1.595 -

전념
3.27

(.756)

3.37

(.694)

3.10

(.734)

3.15

(1.149)
2.126 -

몰두
3.47

(.677)

3.53

(.630)

3.38

(.709)

3.45

(.885)
.701 -

<표 계속>

<표 Ⅳ-10> 자녀 돌봄 주체에 따른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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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n=137)

친정부모, 

시부모, 

일가친척

(n=81)

육아 및 가사 

도우미, 

보육시설

(n=45)

본인 

혹은 

배우자

(n=11)

F값 Scheffe

유리천장 인식
3.39

(.684)

3.47

(.503)

3.20

(.908)

3.54

(.683)
2.600 -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3.76

(.832)

3.79

(.722)

3.73

(1.029)

3.64

(.752)
.210 -

승진 차별
3.90

(.919)

4.05

(.754)

3.55

(1.153)

4.27

(.467)
5.559* ①>②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2.51

(.908)

2.58

(.783)

2.33

(1.058)

2.70

(1.069)
1.409 -

주1) ① 친정부모, 시부모, 일가친척, ② 육아 및 가사 도우미,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③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

주2) *p<.05, **p<.01,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1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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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고용형태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Ⅳ-11> 참조),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

찰변인인 일과 삶의 균형,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직무자율성의 관찰변인인 업무계획 자율

성, 유리천장 인식의 관찰변인인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

적 경력성공, 고용가능성, 직무자율성, 업무계획 자율성, 업무방식 자율성, 직무재창조, 사

회적 직무자원 증가,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활력, 전념, 유리천장 인식, 승진 차별, 모성보

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의 평균값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일과 삶과 균형, 경력만족, 의사결정 자율성,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방해적 직

무요구 감소, 일 열의, 몰두,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집단의 평균

이 높게 나타났다. 

변인 전체(n=523)

고용형태

t값정규직

(n=476)

비정규직

(n=47)

주관적 경력성공 3.09(.508) 3.10(.507) 3.01(.510) 1.118

일과 삶의 균형 3.00(.741) 2.96(.753) 3.39(.630) -4.376***

경력만족 3.18(.747) 3.21(.734) 2.79(.776) 3.619**

고용가능성 3.10(.714) 3.13(.715) 2.87(.661) 2.525*

직무자율성 3.30(.672) 3.31(.657) 3.15(.811) 1.279

업무계획 자율성 3.43(.760) 3.47(.741) 3.06(.862) 3.097**

의사결정 자율성 3.20(.784) 3.19(.763) 3.21(.982) -.076

업무방식 자율성 3.26(.757) 3.27(.753) 3.19(.798) .640

직무재창조 3.44(.465) 3.44(.451) 3.41(.592) .316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3.65(.607) 3.65(.601) 3.66(.679) -.106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3.47(.533) 3.46(.510) 3.55(.726) -.841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3.37(.693) 3.37(.689) 3.32(.744) .443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3.25(.685) 3.27(.672) 3.09(.798) 1.524

일 열의 3.15(.617) 3.14(.621) 3.18(.583) -.454

활력 2.83(.714) 3.82(.706) 2.92(.793) -.888

전념 3.15(.747) 3.16(.758) 3.04(.628) 1.176

몰두 3.47(.655) 3.46(.652) 3.59(.685) -1.275

유리천장 인식 3.38(.799) 3.38(.801) 3.35(.792) .199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3.65(.937) 3.62(.935) 3.96(.908) -2.425*

승진 차별 3.82(.970) 3.84(.960) 3.64(1.058) 1.237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2.66(1.095) 2.68(1.112) 2.47(.896) 1.482

주1) 정규직은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포함함.

주2) *p<.05, **p<.01,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11>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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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급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직급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Ⅳ-12> 참조), 잠재변인인 직무자율성, 직

무재창조 그리고 일 열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찰변인인 일과 

삶의 균형,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직무자율성의 관찰변인인 업무계획 자율성, 의사결정 자

율성, 업무방식 자율성, 직무재창조의 관찰변인인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일 열의의 관찰변인인 활력과 전념, 마지막으로 유리천장 인식의 관찰변인인 모성보

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의 평균은 차장급 이상 집단이 가장 

높았고, 유리천장 인식의 평균은 대리급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경

력만족(3.63점), 고용가능성(3.36점), 직무자율성(3.86점), 업무계획 자율성(4.07점), 의사

결정 자율성(3.76점), 업무방식 자율성(3.74점),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3.84점),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3.57점),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3.45점),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3.67점), 

활력(3.27점), 전념(3.60점), 몰두(3.63점)는 차장급 이상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은 부장급 집단이,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과 승진 차별은 

대리급 집단이 마지막으로 일과 삶의 균형은 사원급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반면에 주관적 경력성공(3.06점), 경력만족(3.05점), 고용가능성(2.98점), 직무자율성

(3.19점), 업무계획 자율성(3.23점), 의사결정 자율성(3.13점), 직무재창조(3.40점), 구조

적 직무자원 증가(3.60점),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3.34점),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3.15

점), 일 열의(3.10점), 활력(2.78점),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2.53점)의 평균은 

사원급 집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방식 자율성(3.21점), 전념(3.06점), 몰

두(3.42점)는 대리급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일과 삶의 균형(2.66점),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3.27점), 활력(2.78점), 유리천장 인식(3.29점),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3.39점), 승진 차별(3.61점)의 평균은 과장급 집단이 가장 낮았다.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일과 삶의 균형,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직무자율성, 업무계

획 자율성, 의사결정 자율성, 업무방식 자율성, 직무재창조,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일 열의, 활력, 전념,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확인하였다. 이후 사후검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과 삶의 균형은 사원급과 과장급, 

차장급 이상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경력만족은 과장급과 사원급, 차장급 이상 집단과 사

원급, 대리급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고용가능성은 차장급 이상 집단과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자율성, 의사결정 자율성 및 업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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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은 차장급 이상 집단과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집단 간 차이가 있으며, 업무계획 

자율성은 대리급과 사원급, 과장급과 사원급, 그리고 차장급 이상 집단과 사원급, 대리급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직무재창조는 차장급 이상 집단과 사원급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는 사원급과 과장급, 대리급과 과장급, 그리고 차장급 이상 집단과 

과장급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는 차장급 이상 집단과 사원급, 대

리급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일 열의와 전념은 차장급 이상 집단과 사원급, 대리급 집

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활력은 차장급 이상 집단과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집단 간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은 사후검정 Dunnett T3 분석

을 통해 과장급과 사원급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변인
전체

(n=523)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 

이상
F값 Scheffe

주관적 경력성공
3.09

(.508)

3.06

(.498)

3.10

(.527)

3.09

(.542)

3.26

(.422)
1.699 -

일과 삶의 균형
3.00

(.752)

3.16

(.691)

2.94

(.786)

2.66

(.802)

2.78

(.634)
12.211*** ①>③,④

경력만족
3.18

(.747)

3.05

(.762)

3.18

(.718)

3.35

(.701)

3.63

(.570)
9.489*** ③>①

④>①,②

고용가능성
3.10

(.714)

2.98

(.693)

3.20

(.704)

3.24

(.718)

3.36

(.729)
6.559*** ④>①,②,③

직무자율성
3.30

(.673)

3.19

(.665)

3.29

(.688)

3.37

(.682)

3.86

(.255)
12.443*** ④>①,②,③

업무계획 자율성
3.43

(.760)

3.23

(.751)

3.47

(.740)

3.73

(.697)

4.07

(.304)
23.640***

②>①

③>①

④>①,②

의사결정 자율성
3.20

(.784)

3.13

(.795)

3.19

(.797)

3.14

(.782)

3.76

(.362)
7.899*** ④>①,②,③

업무방식 자율성
3.26

(.757)

3.23

(.762)

3.21

(.791)

3.22

(.772)

3.74

(.326)
5.962** ④>①,②,③

직무재창조
3.44

(.465)

3.40

(.458)

3.47

(.484)

3.42

(.487)

3.63

(.349)
2.979* ④>①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3.65

(.607)

3.60

(.598)

3.69

(.597)

3.70

(.681)

3.84

(.483)
2.295 -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3.47

(.533)

3.51

(.523)

3.50

(.563)

3.27

(.494)

3.57

(.511)
5.451**

①>③

②>③

④>③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3.37

(.693)

3.34

(.742)

3.38

(.648)

3.43

(.664)

3.45

(.518)
.630 -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3.25

(.685)

3.15

(.643)

3.30

(.737)

3.33

(.712)

3.67

(.570)
7.905*** ④>①,②

<표 계속>

<표 Ⅳ-12> 직급에 따른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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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n=523)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 

이상
F값

Scheffe

/Dunnett T3

일 열의
.315

(.617)

3.10

(.566)

3.10

(.665)

3.19

(.699)

3.50

(.505)
5.319** ④>①,②

활력
2.83

(.714)

2.78

(.648)

2.82

(.787)

2.78

(.770)

3.27

(.671)
5.752** ④>①,②,③

전념
3.15

(.747)

3.07

(.704)

3.06

(.753)

3.31

(.825)

3.60

(.636)
8.181*** ④>①,②

몰두
3.47

(.655)

3.46

(.610)

3.42

(.679)

3.48

(.765)

3.63

(.619)
1.042 -

유리천장 인식
3.38

(.799)

3.35

(.823)

3.50

(.852)

3.29

(.696)

3.39

(.661)
1.474 -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3.65

(.937)

3.69

(.945)

3.77

(.942)

3.39

(.931)

3.62

(.790)
3.182 -

승진 차별
3.82

(.970)

3.83

(.970)

3.97

(.995)

3.61

(.983)

3.77

(.796)
2.327 -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2.66

(1.095)

2.53

(1.136)

2.77

(1.106)

2.86

(.936)

2.80

(1.105)
2.982* ③>①

주1) 전체 n=523, ① 사원급 n=277, ② 대리급 n=117, ③ 과장급 n=89, ④ 차장급 이상 n=40

주2) *p<.05, **p<.01,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12> 계속

9) 현 직장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현 직장 재직기간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Ⅳ-13> 참조), 주관적 경력성

공의 관찰변인인 경력만족의 평균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3.31점으로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 3.23점, 5년 이상 10년 미만 3.13점, 1년 미만 3.08점, 3년 이상 5년 미만 3.01점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계획 자율성의 평균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58점으로 가장 높았

고, 10년 이상 3.52점, 3년 이상 5년 미만 3.38점, 1년 이상 3년 미만 3.35점, 1년 미만 

3.16점 순이었다.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의 평균은 10년 이상이 가장 높았고(3.67점), 1년 

미만이 가장 낮았다(3.43점). 활력과 몰두의 평균은 1년 미만이 가장 높았고(각 2.97점, 

3.68점), 활력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65점), 몰두는 3년 

이상 5년 미만이 3.34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념은 10년 이상 집단이 3.29점으로 가장 높

은 평균을 나타냈고, 3년 이상 5년 미만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2.8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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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경력만족, 업무계획 자율성,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활력, 

전념, 몰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후 사후검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력만

족과 전념은 집단 간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업무계획 자

율성은 5년 이상 10년 미만 및 10년 이상 집단과 1년 미만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방해

적 직무요구 감소는 사후검정 Dunnett T3의 분석을 통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집단과 10

년 이상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활력은 1년 미만 및 10년 이상 집단과 1년 이상 3년 미

만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몰두는 사후검정 Dunnett T3의 분석을 통해 1년 미만 및 5년 

이상 10년 미만 집단과 1년 이상 3년 미만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인 전체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F값

Scheffe

/Dunnett T3

주관적 경력성공
3.09

(.508)

3.13

(.466)

3.17

(.470)

3.08

(.532)

3.04

(.516)

3.06

(.550)
1.348 -

일과 삶의 

균형

3.00

(.741)

3.20

(.671)

2.95

(.816)

3.18

(.637)

2.93

(.731)

2.94

(.733)
2.765 -

경력만족
3.18

(.747)

3.08

(.807)

3.31

(.636)

3.01

(.750)

3.13

(.774)

3.23

(.759)
2.133* 집단 간 차이 

없음

고용가능성
3.10

(.714)

3.11

(.618)

3.25

(.693)

3.05

(.757)

3.06

(.725)

3.02

(.755)
1.821 -

직무자율성
3.30

(.672)

3.22

(.559)

3.26

(.716)

3.25

(.660)

3.38

(.690)

3.28

(.674)
1.115 -

업무계획 

자율성

3.43

(.760)

3.16

(.744)

3.35

(.784)

3.38

(.853)

3.58

(.717)

3.52

(.714)
4.972** ④,⑤>①

의사결정 

자율성

3.20

(.784)

3.23

(.683)

3.13

(.823)

3.16

(.721)

3.30

(.816)

3.11

(.777)
1.396 -

업무방식 

자율성

3.26

(.757)

3.28

(.647)

3.29

(.855)

3.22

(.738)

3.27

(.750)

3.22

(.743)
.167 -

직무재창조
3.44

(.465)

3.40

(.432)

3.50

(.503)

3.44

(.4780)

3.46

(.459)

3.38

(.445)
1.241 -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3.65

(.607)

3.69

(.560)

3.75

(.681)

3.59

(.552)

3.62

(.591)

3.60

(.594)
1.274 -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3.47

(.533)

3.43

(.506)

3.45

(.536)

3.47

(.637)

3.57

(.499)

3.67

(.540)
2.595* ④>⑤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3.37

(.693)

3.35

(.722)

3.54

(.754)

3.31

(.735)

3.35

(.659)

3.24

(.607)
2.851 -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3.25

(.685)

3.11

(.634)

3.27

(.739)

3.38

(.643)

3.25

(.697)

3.29

(.652)
1.362 -

<표 계속>

<표 Ⅳ-13> 현 직장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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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F값 Scheffe

일 열의
3.15

(.617)

3.26

(.486)

3.10

(.583)

3.02

(.704)

3.10

(.670)

3.23

(.607)
2.032 -

활력
2.83

(.714)

2.97

(.634)

2.65

(.641)

2.82

(.795)

2.80

(.760)

2.95

(.712)
3.537** ①,⑤>②

전념
3.15

(.747)

3.13

(.602)

3.22

(.718)

2.89

(.854)

3.07

(.802)

3.29

(.719)
3.003* 집단 간 차이 

없음

몰두
3.47

(.655)

3.60

(.576)

3.40

(.604)

3.43

(.708)

3.43

(.784)

3.67

(.497)
2.998* ①,④>②

유리천장 인식
3.38

(.799)

3.32

(.858)

3.27

(.790)

3.46

(.998)

3.41

(.785)

3.45

(.693)
1.120 -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3.65

(.937)

3.67

(1.001)

3.54

(.974)

3.65

(.992)

3.62

(.906)

3.80

(.863)
1.202 -

승진 차별
3.82

(.970)

3.74

(1.072)

3.77

(.913)

3.88

(1.148)

3.82

(.944)

3.92

(.923)
.569 -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2.66

(1.095)

2.56

(.1038)

2.49

(1.049)

2.85

(1.330)

2.79

(1.141)

2.64

(.995)
1.848 -

주1) 전체 n=523, ① 1년 미만 n=81, ② 1년 이상 3년 미만 n=124, ③ 3년 이상 5년 미만 n=43,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n=164, ⑤ 10년 이상 n=111

주2) *p<.05, **p<.01,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13> 계속

10) 총 경력 기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총 경력 기간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Ⅳ-14> 참조),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찰변인인 일과 삶의 균형의 평균은 1년 미만 집단이 3.30점으로 가장 높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 3.18점, 1년 이상 3년 미만 및 10년 이상 2.94점, 5년 이상 10년 미만 2.93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관찰변인인 경력만족은 10년 이상 집단이 3.27점으로 가장 높

았으며, 1년 이상 3년 미만 3.26점, 5년 이상 10년 미만 3.07점, 1년 미만 3.20점, 3년 

이상 5년 미만 2.81점 순이었다. 직무자율성의 관찰변인인 업무계획 자율성은 10년 이상 

집단이 가장 높았고(3.57점), 5년 이상 10년 미만(3.55점), 1년 이상 3년 미만(3.33점), 

3년 이상 5년 미만(3.13점), 1년 미만(3.10점)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재창조의 관찰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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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는 5년 이상 10년 미만 3.58점, 10년 이상 3.46점, 1년 이상 3년 

미만 3.45점, 1년 미만 3.44점, 3년 이상 5년 미만 3.22점 순으로 높았다. 일 열의와 일 

열의의 관찰변인인 활력, 전념, 몰두는 모두 3년 이상 5년 미만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각 2.91점, 2.64점, 2.84점, 3.26점). 일 열의, 활력과 몰두는 1년 미만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각 3.32점, 3.05점, 3.71점), 전념은 10년 이상 집단이 가장 높았다

(3.28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일과 삶의 균형, 경력만족, 업무계획 자율성, 방해적 직무

요구 감소, 일 열의, 활력, 전념, 몰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후 사후검정 분

석을 실시한 결과, 일과 삶의 균형에서는 1년 미만 집단과 5년 이상 10년 미만 및 10년 

이상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경력만족은 1년 이상 3년 미만 및 10년 이상 집단과 3년 이

상 5년 미만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업무계획 자율성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집단과 1년 

미만, 그리고 10년 이상 집단과 1년 미만 및 3년 이상 5년 미만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집단과 3년 이상 5년 미만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일 열의와 몰두는 1년 미만 집단과 3년 이상 5년 미만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활력은 1년 미만 집단과 1년 이상 3년 미만 및 3년 이상 5년 미만, 10년 이상 집단과 1

년 이상 3년 미만 및 5년 이상 10년 미만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전념은 10년 이상 집

단과 3년 이상 5년 미만 및 5년 이상 10년 미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전체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F값 Scheffe

주관적 경력성공
3.09

(.508)

3.21

(.427)

3.14

(.490)

2.98

(.511)

3.03

(.510)

3.09

(.535)
1.939 -

일과 삶의 

균형

3.00

(.741)

3.30

(.615)

2.94

(.811)

3.18

(.727)

2.93

(.722)

2.94

(.727)
3.549** ①>④,⑤

경력만족
3.18

(.747)

3.20

(.707)

3.26

(.671)

2.81

(.694)

3.07

(.813)

3.27

(.737)
4.131** ②,⑤>③

고용가능성
3.10

(.714)

3.13

(.634)

3.18

(.668)

2.96

(.791)

3.10

(.726)

3.07

(.744)
.799 -

직무자율성
3.30

(.672)

3.26

(.497)

3.24

(.700)

3.05

(.815)

3.37

(.725)

3.34

(.618)
2.062 -

업무계획 

자율성

3.43

(.760)

3.10

(.676)

3.33

(.773)

3.13

(.940)

3.55

(.770)

3.57

(.673)
7.196*** ③>①

⑤>①,③

<표 계속>

<표 Ⅳ-14> 총 경력 기간에 따른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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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F값 Scheffe

직무자율성 -

의사결정 

자율성

3.20

(.784)

3.29

(.656)

3.12

(.815)

2.96

(.851)

3.26

(.851)

3.21

(.725)
1.471 -

업무방식 

자율성

3.26

(.757)

3.39

(.602)

3.25

(.832)

3.06

(.887)

3.29

(.783)

3.25

(.697)
1.082 -

직무재창조
3.44

(.465)

3.44

(.380)

3.46

(.504)

3.33

(.525)

3.44

(.487)

3.44

(.434)
.583 -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3.65

(.607)

3.72

(.573)

3.72

(.669)

3.62

(.655)

3.60

(.599)

3.64

(.571)
.837 -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3.47

(.533)

3.44

(.424)

3.45

(.539)

3.22

(.555)

3.58

(.544)

3.46

(.533)
3.549** ④>③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3.37

(.693)

3.43

(.681)

3.49

(.794)

3.31

(.730)

3.31

(.702)

3.32

(.598)
1.499 -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3.25

(.685

3.19

(.549)

3.20

(.703)

3.18

(.774)

3.27

.756()

3.31

(.636)
.774 -

일 열의
3.15

(.617)

3.32

(.396)

3.08

(.594)

2.91

(.678)

3.06

(.686)

3.25

(.594)
4.772** ①>③

활력
2.23

(.714)

3.05

(.503)

2.65

(.657)

2.64

(.802)

2.71

(.772)

3.00

(.692)
7.695*** ①>②,③

⑤>②,④

전념
3.15

(.747)

3.21

(.522)

3.17

(.732)

2.84

(.865)

3.02

(.824)

3.28

(.704)
4.147** ⑤>③,④

몰두
3.47

(.655)

3.71

(.448)

3.43

(.633)

3.26

(.714)

3.46

(.686)

3.46

(.674)
3.112* ①>③

유리천장 인식
3.38

(.799)

3.35

(.826)

3.30

(.759)

3.31

(1.116)

3.36

(.872)

3.47

(.673)
.925 -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3.65

(.937)

3.65

(1.023)

3.62

(.926)

3.49

(1.186)

3.55

(.947)

3.78

(.839)
1.565 -

승진 차별
3.82

(.970)

3.84

(1.003)

3.77

(.888)

3.69

(1.231)

3.80

(1.052)

3.89

(.887)
.459 -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2.66

(1.095)

2.56

(1.034)

2.50

(1.036)

2.75

(1.322)

2.72

(1.242)

2.73

(.971)
1.033 -

주1) 전체 n=523, ① 1년 미만 n=58, ② 1년 이상 3 미만 n=119, ③ 3년 이상 5년 미만 n=35,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n=138, ⑤ 10년 이상 n=173

주2) *p<.05, **p<.01,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1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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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잠재변인, 관찰변인, 오차를 활용하여 잠재변인이 관찰변인을 설명하는 

형태의 방정식을 구성하여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 Ⅳ-1]

과 같다.

[그림 Ⅳ-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주1) *p<.05, **p<.01, ***p<.001

주2)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화 계수를 의미함.

가. 측정모형의 적합도

측정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상관행렬이 표본상관행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χ2, 

SRMR, RMSEA, TLI, CFI, NFI, IFI, PRATIO, PNFI, PCFI의 총 10개로써 이를 확인하

면 다음의 <표 Ⅳ-15>와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χ2검정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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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의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례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관찰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

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χ2검정은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χ2을 제외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RMSEA(.074), TLI(.926), CFI(.944), 

NFI(.926), IFI(.944), PRATIO(.756), PNFI(.701), PCFI(.714)의 측정값이 모두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분 측정값 해석
비고

(적합도 판단 기준)

Chi-Square 228.325(df=59, p=.000)
부적합

미해석
p > .05

SRMR(Standard Root Mean 

square Residual)
.0489 양호

≤ .05: 양호

≤ .10: 대체로 양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Mean .074

적합

≤ .05: 매우 좋음

≤ .08: 좋은 편임

≤ .10: 적합LO 90 .064

≥ .90
HI 90 .084

≥ .90

TLI(Tucker & Lewis Index) .926 적합 ≥ .90

CFI(Comparative Fit Index) .944 적합 ≥ .90

NFI(Normed Fit Index) .926 적합 ≥ .50, .60

IFI(Incremental Fit Index) .944 적합 ≥ .50, .60

PRATIO(Parsimony Ratio) .756 적합

≥ .50, .60PNFI(Parsimony NFI) .701 적합

PCFI(Parismony CFI) .714 적합

<표 Ⅳ-15>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나. 측정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모형에서는 여러 개의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방정

식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지 평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요인계수와 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판단하고 잠재변인 간 상관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개

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측정치를 확인하여 측정모형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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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타당도는 각 관찰변인이 하나의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요인계수의 크기 및 통계적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agozzi & Yi(1991)에 따르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요인계수 .50 이상 .95 이하일 때 수렴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205)과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412)를 제외하고 모든 관찰변인의 요인적재량이 .560에서 .9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Ⅳ-16> 참조). 한편 대기업 제조분야 사

무직 여성 근로자에게 일과 삶의 균형과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는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

재창조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구성요인이라고 판단되어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주관적 경력성공

고용가능성 1.000 .635 - -

경력만족 1.195 .725 .094 12.706***

일과 삶의 균형 .335 .205 .080 4.182***

직무자율성

업무방식 자율성 1.000 .897 - -

의사결정 자율성 1.017 .881 .043 23.902***

업무계획 자율성 .744 .665 .044 16.883***

직무재창조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1.000 .871 - -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368 .412 .041 9.035***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725 .713 .044 16.572***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651 .560 .051 12.653***

일 열의

몰두 1.000 .716 -

전념 1.509 .948 .077 19.622***

활력 1.131 .743 .069 16.449***

주) *p<.05, **p<.01, ***p<.001

<표 Ⅳ-16>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변별타당도란 각 관찰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다른 잠재변인과 적절하게 구별하여 측정

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잠재변인 간의 상관을 통해 알 수 있다. 측정모형의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 간의 추정된 상관계수는 .543-.855로 나타났다(<표 Ⅳ-17> 

참조).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 열의의 추정된 상관계수는 .855로 높은 상관을 보이지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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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의 관계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이기 때문에 변별타당도에는 문제가 되지 않

는다. 이외에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8~1.0)를 보이고 있지 않아 

보통 정도의 변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Rea & Parker, 2005).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주관적 경력성공 ↔ 직무자율성 .632

주관적 경력성공 ↔ 직무재창조 .711

주관적 경력성공 ↔ 일 열의 .855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596

직무자율성 ↔ 일 열의 .543

직무재창조 ↔ 일 열의 .726

<표 Ⅳ-17>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지표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한 것으로 일반적으

로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은 .70 이상이며(Hair et al., 1998)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로 일반적으로 .50 이상

이 되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Hair et al. 2006).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모두 제시

된 기준을 만족하였다(<표 Ⅳ-18> 참조).

잠재변인 개념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AVE)

주관적 경력성공 .700 .500

직무자율성 .913 .780

직무재창조 .884 .671

일 열의 .922 .779

주) AVE는 Hair et al.(2006)의 계산 공식 방식을 따름.

<표 Ⅳ-18> 측정모형의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다. 측정모형의 동일방법편의 분석

이 연구는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두 개 이상의 변인에 대해 자기보고식 응답결과를 얻었

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의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는 방

법 중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 방법(Harman’s single factor test)을 활용하여 동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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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진단하였다.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의 기본적인 가정은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닌 변인을 동일방법편

의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모형 내에서 이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의 측정문항을 투입하여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회전을 이용한 주축요

인추출 분석(Podsakoff et al., 2003)을 실시한 결과(<표 Ⅳ-19> 참조), 가장 큰 설명력

을 가진 요인이 전체 변량의 25.527%이므로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 충족하면

서, 어떠한 지배적인 요인도 발견되지 않아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Podsaoff et al., 2003).

요인 고유값 설명변량 누적변량

요인1 13.785 25.527 25.527

주1) KMO=.900, Barlett 구형성 검증 유의확률 .000

주2) 요인추출방법: 주축요인추출

주3)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Ⅳ-19>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도구의 단일요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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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분석 결과

가.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의 분석을 통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설정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 Ⅳ-2]와 같

다.

[그림 Ⅳ-2]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 변인의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

구조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상관행렬이 표본상관행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총 10

개로써 이를 확인하면 다음의 <표 Ⅳ-20>과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

으로 χ2검정은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례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관찰변인

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χ2검정은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χ2을 제외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모두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

단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모형 수정을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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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값 해석
비고

(적합도 판단 기준)

Chi-Square 381.775(df=108, p=.000)
부적합

미해석
p > .05

SRMR(Standard Root Mean 

square Residual)
.0697

대체로 

양호

≤ .05: 양호

≤ .10: 대체로 양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Mean .070

양호

≤ .05: 매우 좋음

≤ .08: 좋은 편임

≤ .10: 적합LO 90 .062

≥ .90
HI 90 .077

≥ .90

TLI(Tucker & Lewis Index) .897 양호 ≥ .90

CFI(Comparative Fit Index) .919 적합 ≥ .90

NFI(Normed Fit Index) .891 양호 ≥ .50, .60

IFI(Incremental Fit Index) .919 적합 ≥ .50, .60

PRATIO(Parsimony Ratio) .794 적합

≥ .50, .60PNFI(Parsimony NFI) .707 적합

PCFI(Parismony CFI) .729 적합

<표 Ⅳ-20>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나.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어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Ⅳ-21>과 같이 모든 경로의 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384 .596 .034 11.180***

직무자율성 → 일 열의 .123 .153 .041 2.982**

직무재창조 → 일 열의 .794 .634 .079 10.001***

직무자율성 → 주관적 경력성공 .171 .236 .035 4.843***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653 .728 .055 11.855***

주) *p<.05, **p<.01, ***p<.001

<표 Ⅳ-21>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한편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제곱을 확인해 봄으로써, 내생잠재변인이 외생잠재변인에 의

해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중상관제곱이 회귀분석의 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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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와 같은 의미로써 설명량을 나타내기 때문이다(이훈영, 2008). 다음의 <표 Ⅳ-22>

는 모형 내 내생잠재변인의 다중상관제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면 주관적 경력성공은 

직무자율성과 일 열의에 의해 약 86.7% 정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재창조는 직

무자율성에 의해 약 35.5%, 일 열의는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로 인해 약 54.2% 정도 설

명되고 있다.

변인 다중상관제곱(R2)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355

일 열의 .542

주관적 경력성공 .867

<표 Ⅳ-22>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제곱(R2)

4.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 분석 결과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직접 및 

간접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모형

의 경로계수(B), 표준화 경로계수(β) 및 t값(CR)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 변인들 간의 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 방법

을 통해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모집단의 분포에 

대하여 모수적 가정을 하지 않고, 표본 자료의 추론으로 모수를 추론하는 방식이다(김계

수, 2010). 이 연구의 자료는 실제 다변량 정규성을 완벽히 만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

였다. 이에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고 간접효과의 계수 추정치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

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다중매개효과 검증의 경우, 팬텀변인(phantom)을 사용한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통해 간

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팬텀변인은 일종의 가상 변인으로 모형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인이다(Cheung, 2007; Macho & Ledermann, 2011). 이 연

구에서는 배병렬(2013)이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구조모형에 개

별 매개경로에 대한 팬텀변인을 생성하고, 각 경로의 간접효과를 하나의 단일계수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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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하여 구조모형의 모든 경로를 제한한 후, 다중매개경로에 

대한 하나의 단일계수로 표현된 팬텀변인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표시하였다([그림 Ⅳ-3] 

참조). ‘직무자율성→일 열의→주관적 경력성공’ 경로는 p5의 팬텀변인으로,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일 열의→주관적 경력성공’ 경로는 p3의 팬텀변인으로 표시하였다. 이후 부트

스트래핑 절차를 통해 단일계수로 표시된 간접효과의 계수 추정치(p3, p5)와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 때, 팬텀변인은 모

형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인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Ⅳ-3] 팬텀변인을 사용한 매개 및 다중매개효과 분석 모형

주) 적합도 지수: χ2=53.789(df=16, p<.000), SRMR=.072, RMSEA=0.67, TLI=.925, CFI=.957, NFI=.941, 

IFI=.958, PNFI=.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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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효과 분석 결과

구조모형을 기반으로 각 잠재변인 간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하

였다(<표 Ⅳ-23> 참조). 직무자율성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유의한 정적 영향(β=.275, 

p<.001), 직무재창조에 정적 영향(β=.536, p<.001), 마지막으로 일 열의의 정적 영향(β

=.265, p<.01)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재창조는 일 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β=.445, p<.001)을 미쳤고, 일 열의는 주관

적 경력성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471, p<.001).

가설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가설 2-1 직무자율성 → 주관적 경력성공 .212 .275 .028 7.437***

가설 2-2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371 .536 .026 14.504***

가설 2-3 직무자율성 → 일 열의 .243 .265 .037 6.556***

가설 2-4 직무재창조 → 일 열의 .590 .445 .053 11.031***

가설 2-5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395 .471 .031 12.728***

주) 유의도: *p<.05 **p<.01 ***p<.001

<표 Ⅳ-23> 변인 간 직접효과 분석 결과

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잠재변인 간의 직접효과를 기반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24>와 

같다. 직무자율성이 일 열의를 매개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96 

(.243×.395)이며, 95% BI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5%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

율성은 일 열의를 매개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을 채택하였다. 즉,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일 열의가 부분매개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경로
간접효과 

추정치

표준

오차

95% Bias corrected

Lower 

Bounds

Upper 

Bounds

가설 3-1
직무자율성 →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096** .018 .063 .131

주) 유의도: *p<.05 **p<.01 ***p<.001

<표 Ⅳ-24> 매개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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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중매개효과 분석 결과

잠재변인 간의 직접효과를 기반으로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

-25>와 같다. 직무자율성이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를 매개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86(.371×.590×.395)이며 95% BI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

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은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를 매개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1을 채택하였다. 즉,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경로
간접효과 

추정치

표준

오차

95% Bias corrected

Lower 

Bounds

Upper 

Bounds

가설 4-1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086** .013 .062 .116

주) 유의도: *p<.05 **p<.01 ***p<.001

<표 Ⅳ-25> 다중매개효과 분석 결과

5.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

력성공의 관계에서 유리천장 인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유리천

장 인식에 따른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Ⅳ-26> 참조), 주관적 경력성공

의 관찰변인 가운데 경력만족과 고용가능성, 직무재창조의 관찰변인 가운데 도전적 직무요

구 증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경력성공, 일과 삶의 균형, 경력만족, 직무자율

성, 의사결정 자율성, 업무방식 자율성, 일 열의 및 활력의 평균값은 유리천장 인식이 높

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찰변인인 고

용가능성, 직무자율성의 관찰변인인 업무계획 자율성, 직무재창조,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일 열의 및 전념은 

유리천장 인식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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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n=523)

유리천장 

인식이 높은 

집단(n=281)

유리천장 

인식이 낮은 

집단(n=242)

t값

주관적 경력성공 3.09(.508) 3.06(.523) 3.12(.488) .416

일과 삶의 균형 3.00(.741) 2.93(.738) 3.07(.763) .119

경력만족 3.18(.747) 3.14(.788) 3.22(.695) 8.938**

고용가능성 3.10(.714) 3.11(.782) 3.09(.668) 8.548**

직무자율성 3.30(.672) 3.26(.675) 3.34(.669) 1.563

업무계획 자율성 3.43(.760) 3.46(.752) 3.40(.770) .230

의사결정 자율성 3.20(.784) 3.11(.807) 3.29(.746) 3.766

업무방식 자율성 3.26(.757) 3.20(.761) 3.33(.748) 1.460

직무재창조 3.44(.465) 3.49(.448) 3.37(.476) .156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3.65(.607) 3.74(.587) 3.56(.617) 1.077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3.47(.533) 3.53(.494) 3.40(.568) 1.752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3.37(.693) 3.39(.670) 3.34(.719) .835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3.25(.685) 3.31(.724) 3.19(.632) 8.952**

일 열의 3.15(.617) 3.16(.648) 3.14(.580) 2.852

활력 2.83(.714) 2.82(.751) 2.83(.669) 4.276

전념 3.15(.747) 3.17(.796) 3.12(.686) 6.072*

몰두 3.47(.655) 3.47(.685) 3.47(.620) 2.329

주1) *p<.05, **p<.01, ***p<.001

주2)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26>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차이 분석

다음으로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 관계의 영향력 크기가 이들의 유리천장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하기 위하여, 먼저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후 다중집단 구

조모형 및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리천장 인식은 명목척도나 서열척도와 같은 카테고

리형 비매트릭 변인이 아닌 등간척도나 비율척도와 같은 연속형 변인으로 매트릭 변인이

다. 매트릭 변인일 경우 평균(mean) 혹은 중앙값(median) 등을 통하여 상·하 두 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상·중·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중간의 집단을 제거하고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우종필, 2012). 후자의 방법은 표본의 크기가 크게 줄

어든다는 단점이 있어 평균을 기준으로 유리천장 인식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과 낮게 인식

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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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가 인식하는 유리천장 인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

단 간의 측정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별 비교 결과는 다음의 <표 Ⅳ-27>과 같

다.

모형 χ2 df RMSEA TLI CFI 유의여부

모형1 비제약모형 366.775 118 .091 .827 .869 -

모형2 λ 제약 375.496 127 .088 .839 .869 유의하지 않음

모형3 Φ 제약 443.315 140 .092 .822 .840 유의함

모형4 λ, Φ 제약 469.044 150 .092 .825 .832 유의함

모형5 λ, Φ, θ 제약 495.094 163 .090 .832 .825 유의함

주) λ: 요인부하량, Φ: 공분산, θ: 오차분산

<표 Ⅳ-27>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비교(측정동일성 분석 결과)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비제약모형과 모형2(요인부하량 제약모형)는 유의한 차

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지와 같은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부하량 동일

성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 모형3(공분산 제약모델)의 경우, 비제약모형과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이 부분은 추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전환했을 때 가설에 해당되는 

인과관계로 변환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우종필, 2012). 모형

4(요인부하량, 공분산 제약모형)와 모형5(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제약모형)의 경우

에 비제약모형과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모형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상

태에서 다른 관계를 제약한 후 분석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우종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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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중집단 구조모형 및 경로 분석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 관계의 영

향력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구조모형 및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χ2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

-28>과 같다. 비제약모형은 χ2=703.661(df=222)이고, 각 경로를 제약한 후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두 집단의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경로, ‘직무자율

성 → 일 열의’ 경로 그리고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경로에서 Δχ2이 3.84 이상 차

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리천장 

인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로 χ2 df Δχ2 유의여부

(제약모형-비제약모형)

비제약모형 703.661 222 - -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709.970 223 6.309 유의함

직무자율성 → 일 열의 711.947 223 8.286 유의함

직무자율성 → 주관적 경력성공 705.742 223 2.081 유의하지 않음

직무재창조 → 일 열의 703.814 223 .153 유의하지 않음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708.419 223 4.758 유의함

<표 Ⅳ-28>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경로제약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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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 인식이 높은 집단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경로모형은 다음의 [그림 Ⅳ-4]와 같다.

[그림 Ⅳ-4] 유리천장 인식이 높은 집단의 표준화된 경로 추정 결과

유리천장 인식이 낮은 집단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경로모형은 다음의 [그림 Ⅳ-5]와 같다.

[그림 Ⅳ-5] 유리천장 인식이 낮은 집단의 표준화된 경로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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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경로모형에서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

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Ⅳ-29>

와 같이 표준화 경로계수가 추정되었다. 유리천장 인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경

로에 따른 표준화 경로계수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경로

유리천장 인식 높은 집단 유리천장 인식 낮은 집단

표준화

경로계수
CR

표준화

경로계수
CR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493 9.477*** .614 12.077***

직무자율성 → 일 열의 .336 6.469*** .144 2.227*

직무자율성 → 주관적 경력성공 .261 5.649*** .274 4.696***

직무재창조 → 일 열의 .421 8.115*** .511 7.913***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559 12.088*** .360 6.096***

주) 유의도: *p<.05 **p<.01 ***p<.001

<표 Ⅳ-29>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두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변인 간 표준화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Ⅳ-30>과 같다.

구분

유리천장 인식 높은 집단 유리천장 인식 낮은 집단

직무

자율성

직무

재창조
일 열의

직무

자율성

직무

재창조
일 열의

총

효

과

직무재창조 .493 - - .614 - -

일 열의 .543 .421 - .458 .544 -

주관적 

경력성공
.565 .235 .559 .439 .184 .360

직

접

효

과

직무재창조 .493 - - .614 - -

일 열의 .336 .421 - .144 .511 -

주관적 

경력성공
.261 - .559 .274 - .360

간

접

효

과

일 열의 .208 - - .314 - -

주관적 

경력성공
.304 .235 - .165 .184 -

<표 Ⅳ-30>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경로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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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31>과 같다. 직무자율성이 직무재창

조를 통해서 일 열의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직무자율성이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를 통해서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간접효과 모두 유리천장 인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유

의성이 확인되었다.

구분
유리천장 인식 높은 집단 유리천장 인식 낮은 집단

Β β S.E. Β β S.E.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 일 열의
.034** .031 .031 .272** .314 .050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029** 0.34 .034 .122** .165 .035

주) 유의도: *p<.05 **p<.01 ***p<.001

<표 Ⅳ-31>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경로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6. 추가 분석 결과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보다 면밀히 진행하기 위하여 몇 가지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

였다.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

을 주는 연령, 학력, 결혼 여부 그리고 자녀 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 막내 자녀 나이의 경우, 집단을 3세 미만(n=42), 미취학 아동(n=73), 학령기 자

녀(n=22)로 구분하게 되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기에 표본의 수가 적어 모형이 적합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자녀 돌봄 주체에서도 친정부모, 시부모 또는 일가

친척(n=81), 육아 및 가사 도우미 또는 보육시설(n=45), 본인 혹은 배우자(n=11)로 구

분하였을 때,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기에 표본의 수가 적어 모형 적합도가 유의하지 않았

다.

추가 분석 결과, 연령, 결혼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학력(고등학

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대학원 졸업)과 자녀 수(자녀 0명, 자

녀 1명, 자녀 2명 이상)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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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관계에서 연령에 따른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에 따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별 비교 결과는 

다음의 <표 Ⅳ-32>와 같다.

모형 χ2 df RMSEA TLI CFI 유의여부

모형1 비제약모형 807.186 298 .057 .804 .850 -

모형2 λ 제약 916.292 334 .058 .800 .829 유의함

모형3 Φ 제약 1174.000 386 .063 .766 .768 유의함

모형4 λ, Φ 제약 1300.270 426 .063 .764 .743 유의함

모형5 λ, Φ, θ 제약 1451.217 475 .063 .764 .713 유의함

주) λ: 요인부하량, Φ: 공분산, θ: 오차분산

<표 Ⅳ-32> 연령에 따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비교(측정동일성 분석 결과)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집단 간 비제약모형과 모형2(요인부하량 제약모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요인부하량 동일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다중집단 구조모형 및 경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타당성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우종

필, 2012) 다중집단 구조모형 및 경로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나. 학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1)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관계에서 학력에 따른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력에 따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별 비교 결과는 

다음의 <표 Ⅳ-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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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RMSEA TLI CFI 유의여부

모형1 비제약모형 722.791 271 .057 .840 .861 -

모형2 λ 제약 750.851 289 .055 .846 .858 유의하지 않음

모형3 Φ 제약 836.120 315 .056 .841 .839 유의함

모형4 λ, Φ 제약 877.667 335 .056 .844 .833 유의함

모형5 λ, Φ, θ 제약 962.750 359 .057 .838 .814 유의함

주) λ: 요인부하량, Φ: 공분산, θ: 오차분산

<표 Ⅳ-33> 학력에 따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비교(측정동일성 분석 결과)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비제약모형과 모형2(요인부하량 제약모형)는 유의한 차

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지와 같은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부하량 동일

성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낸다. 모형3(공분산 제약모형)의 경우, 비제약모형과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이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전환했을 때 가설에 해당되는 인과관계

로 변환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우종필, 2012). 모형4(요인부하량, 

공분산 제약모형)와 모형5(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제약모형)의 경우, 비제약모형과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모형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관계

를 제약한 후 분석을 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우종필, 2012).

2) 다중집단 구조모형 및 경로 분석

학력에 따른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 관계의 영향력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구조모형 및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χ2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

-34>와 같다. 비제약모형은 χ2=704.082(df=248)이고, 각 경로를 제약한 후 학력에 따

른 두 집단의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경로와 ‘직무자율성 → 

주관적 경력성공’ 경로에서 Δχ2이 3.84 이상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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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χ2 df Δχ2 유의여부

(제약모형-비제약모형)

비제약모형 704.082 248 - -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711.471 251 7.389 유의함

직무자율성 → 일 열의 704.878 251 .796 유의하지 않음

직무자율성 → 주관적 경력성공 711.532 251 7.450 유의함

직무재창조 → 일 열의 705.140 251 1.058 유의하지 않음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706.848 251 2.766 유의하지 않음

<표 Ⅳ-34> 학력에 따른 경로제약 결과

학력에 따른 경로모형에서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

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Ⅳ-35>와 같이 표

준화 경로계수가 추정되었다. 학력에 따른 네 집단(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4년제 이상) 졸업, 대학원 졸업) 모두 경로에 따른 표준화 경로계수가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경로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표준화

경로

계수

CR

표준화

경로

계수

CR

표준화

경로

계수

CR

표준화

경로

계수

CR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647 3.750*** .657 5.813*** .496 6.890*** .415 3.802***

직무자율성 → 

일 열의
.065 .395 .238 2.313* .261 3.968*** .214 2.608**

직무자율성 → 

주관적 

경력성공

.102 .817 .615 3.018** .232 2.061* .075 .707

직무재창조 → 

일 열의
.709 3.121** .657 5.287*** .464 5.959*** .664 .4999***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839 2.560* .508 2.781** .700 2.594** .846 2.431*

주) 유의도: *p<.05 **p<.01 ***p<.001

<표 Ⅳ-35> 학력에 따른 네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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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경로모

형은 다음의 [그림 Ⅳ-6]과 같다.

[그림 Ⅳ-6]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표준화된 경로 추정 결과

전문대학 졸업 집단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경로모

형은 다음의 [그림 Ⅳ-7]과 같다.

[그림 Ⅳ-7] 전문대학 졸업 집단의 표준화된 경로 추정 결과



- 173 -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집단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

의의 경로모형은 다음의 [그림 Ⅳ-8]과 같다.

[그림 Ⅳ-8]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집단의 표준화된 경로 추정 결과

대학원 졸업 집단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경로모형

은 다음의 [그림 Ⅳ-9]와 같다.

[그림 Ⅳ-9] 대학원 졸업 집단의 표준화된 경로 추정 결과



- 174 -

학력에 따른 변인 간 표준화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Ⅳ

-36>과 같다.

구분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JA JC WE JA JC WE JA JC WE JA JC WE

총

효

과

직무재창조 .550 - - .412 - - .264 - - .272 - -

일 열의 .449 .715 - .523 .819 - .366 .648 - .383 .792 -

주관적 

경력성공
.213 .275 .385 .363 .203 .247 .110 .116 .180 .181 .317 .400

직

접

효

과

직무재창조 .550 - - .412 - - .264 - - .272 - -

일 열의 .055 .715 - .186 .819 - .194 .648 - .167 .792 -

주관적 

경력성공
.040 - .385 .234 - .247 .044 - .180 .028 - .400

간

접

효

과

일 열의 .393 - - .337 - - .171 - - .216 - -

주관적 

경력성공
.173 .275 - .129 .203 - .066 .116 - .153 .317 -

주) JA: 직무자율성, JC: 직무재창조, WE: 일 열의를 의미함.

<표 Ⅳ-36> 학력에 따른 경로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종합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37>과 같다.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4년제 이상) 졸업, 대학원 졸업 집단은 직무자율성이 직무재창조를 통해서 일 열의에 미

치는 간접효과와 직무자율성이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를 통해서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간접효과에서 모두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집단은 직무자율성이 직무

재창조를 통해서 일 열의에 미치는 간접효과에서만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Β β S.E. Β β S.E. Β β S.E. Β β S.E.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

일 열의

.393** .458 .189 .337** .431 .080 .171* .230 .049 .216** .276 .085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173 .439 .166 .129** .340 .096 .066** .344 .055 .153** .414 .125

주) 유의도: *p<.05 **p<.01 ***p<.001

<표 Ⅳ-37> 학력에 따른 경로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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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혼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1)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미혼여성 근로자와 기혼여성 근로자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혼 여부에 따른 다중집단 확

인적 요인분석의 모형별 비교 결과는 다음의 <표 Ⅳ-38>과 같다.

모형 χ2 df RMSEA TLI CFI 유의여부

모형1 비제약모형 412.589 118 .069 .878 .908 -

모형2 λ 제약 427.239 127 .067 .884 .906 유의하지 않음

모형3 Φ 제약 475.623 140 .068 .883 .895 유의함

모형4 λ, Φ 제약 503.895 150 .067 .884 .889 유의함

모형5 λ, Φ, θ 제약 541.064 163 .068 .886 .881 유의함

주) λ: 요인부하량, Φ: 공분산, θ: 오차분산

<표 Ⅳ-38> 결혼 여부에 따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비교(측정동일성 분석 결과)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비제약모형과 모형2(요인부하량 제약모형)는 유의한 차

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는 요인부하량 동일성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낸다. 모형3(공분산 제

약모형)은 비제약모형과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추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전환

했을 때 가설에 해당되는 인과관계로 변환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종필, 2012). 모형4(요인부하량, 공분산 제약모형)와 모형5(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

분산 제약모형)이 비제약모형과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모형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관계를 제약한 후 분석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우종필, 2012).

2) 다중집단 구조모형 및 경로 분석

결혼 여부에 따른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 관계의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구조모형 및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χ2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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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와 같다. 비제약모형은 χ2=292.767(df=106)이고, 각 경로를 제약한 후 결혼 여부

에 따른 두 집단의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직무자율성, 직무재

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 관계는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χ2 df Δχ2 유의여부

(제약모형-비제약모형)

비제약모형 292.767 106 - -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293.866 107 1.099 유의하지 않음

직무자율성 → 일 열의 295.864 107 3.097 유의하지 않음

직무자율성 → 주관적 경력성공 293.561 107 .794 유의하지 않음

직무재창조 → 일 열의 293.432 107 .665 유의하지 않음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293.053 107 .286 유의하지 않음

<표 Ⅳ-39> 결혼 여부에 따른 경로제약 결과

라. 자녀 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1)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기혼여성 근로자의 자녀 수에 따른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을 판

단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녀 수에 따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별 비교 결과는 다음의 <표 Ⅳ-40>과 같다.

모형 χ2 df RMSEA TLI CFI 유의여부

모형1 비제약모형 459.648 201 .081 .820 .846 -

모형2 λ 제약 472.308 210 .082 .812 .832 유의하지 않음

모형3 Φ 제약 504.946 233 .080 .823 .832 유의함

모형4 λ, Φ 제약 520.779 233 .079 .828 .828 유의함

모형5 λ, Φ, θ 제약 575.906 246 .082 .813 .803 유의함

주) λ: 요인부하량, Φ: 공분산, θ: 오차분산

<표 Ⅳ-40> 자녀 수에 따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비교(측정동일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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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비제약모형과 모형2(요인부하량 제약모형)는 유의한 차

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는 요인부하량 동일성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 모형3(공분산 제

약모델)의 경우, 비제약모형과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이는 추후 구조방정식 모

형으로 전환했을 때 가설에 해당되는 인과관계로 변환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더라도 문제

가 되지 않는다(우종필, 2012). 모형4(요인부하량, 공분산 제약모델)와 모형5(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제약모델)는 비제약모형과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모형

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관계를 제약한 후 분석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우종필, 2012).

2) 다중집단 구조모형 및 경로 분석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기혼여성 근로자의 자녀 수에 따른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 관계의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구조모형 및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χ2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

-41>과 같다. 비제약모형은 χ2=477.481(df=261)이고, 각 경로를 제약한 후 자녀 수에 

따른 세 집단의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직무재창조 → 일 열의’ 경로 그리고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경로에서 Δχ2이 3.84 이상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0명,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집단 간의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경로 χ2 df Δχ2 유의여부

(제약모형-비제약모형)

비제약모형 477.481 261 - -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481.267 263 3.786 유의하지 않음

직무자율성 → 일 열의 479.292 263 1.811 유의하지 않음

직무자율성 → 주관적 경력성공 480.724 263 3.243 유의하지 않음

직무재창조 → 일 열의 486.210 263 8.729 유의함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508.936 263 31.455 유의함

<표 Ⅳ-41> 자녀 수에 따른 경로제약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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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에 따른 경로모형에서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기혼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Ⅳ-42>와 

같이 표준화 경로계수가 추정되었다. ‘직무재창조 → 일 열의’의 경로는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 1명, 그리고 자녀 2명 이상 있는 경우 모두 표준화 경로계수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의 경로에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자녀가 1명 있는 경우는 표준화 경로계수가 유의한 정적 영향이었지만, 자녀가 2명 이상

인 경우는 표준화 경로계수가 유의한 부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경로

자녀 수 0 자녀 수 1 자녀 수 2명 이상

표준화

경로계수
CR

표준화

경로계수
CR

표준화

경로계수
CR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628 3.895*** .677 4.399*** .414 2.739**

직무자율성 → 

일 열의
.211 1.960* .363 2.604** .350 1.985*

직무자율성 → 

주관적 경력성공
.222 2.072* .320 2.376** .731 4.142***

직무재창조 → 

일 열의
.765 5.127*** .403 2.713** .397 2.172*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743 5.009*** .588 4.249*** -.100 -2.041*

주) 유의도: *p<.05 **p<.01 ***p<.001

<표 Ⅳ-42> 자녀 수에 따른 세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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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가 0명인 집단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경로

모형은 다음의 [그림 Ⅳ-10]과 같다.

[그림 Ⅳ-10] 자녀 수가 0명인 경우의 표준화된 경로 추정 결과

자녀 수가 1명인 집단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경로

모형은 다음의 [그림 Ⅳ-11]과 같다.

[그림 Ⅳ-11] 자녀 수가 1명인 경우의 표준화된 경로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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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가 2명 이상인 집단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경로모형은 다음의 [그림 Ⅳ-12]와 같다.

[그림 Ⅳ-12]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의 표준화된 경로 추정 결과

자녀 수에 따른 변인 간 표준화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Ⅳ-43>과 같다.

구분
자녀 수 0 자녀 수 1 자녀 수 2명 이상

JA JC WE JA JC WE JA JC WE

총

효

과

직무재창조 .628 - - .677 - - .414 - -

일 열의 .692 .765 - .636 .403 - .514 .397 -

주관적 

경력성공
.736 .568 .743 .694 .237 .588 .679 -.040 -.100

직

접

효

과

직무재창조 .628 - - .677 - - .414 - -

일 열의 .211 .765 - .363 .403 - .350 .397 -

주관적 

경력성공
.222 - .743 .320 - .588 .731 - -.100

간

접

효

과

일 열의 .481 - - .273 - - 165 - -

주관적 

경력성공
.514 .568 - .374 .237 - -.051 -.040 -

주) JA: 직무자율성, JC: 직무재창조, WE: 일 열의를 의미함.

<표 Ⅳ-43> 자녀 수에 따른 경로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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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44>와 같다. 자녀 수 0인 집단의 직

무자율성이 직무재창조를 통해서 일 열의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직무자율성이 직무재창조

와 일 열의를 통해서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간접효과에서 모두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자녀 수 1명인 집단은 직무자율성이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를 통해서 주관적 경력

성공에 미치는 간접효과만 유의하였고, 자녀 수 2명 이상의 집단은 직무자율성이 직무재

창조를 통해서 일 열의에 미치는 간접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타나났다.

구분
자녀 수 0 자녀 수 1 자녀 수 2명 이상

Β β S.E. Β β S.E. Β β S.E.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 일 열의
.652** .481 .435 .343 .273 .230 .086* .165 .191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 →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
.828* .514 .332 .371* .374 .118 -.047 -.051 .068

주) 유의도: *p<.05 **p<.01 ***p<.001

<표 Ⅳ-44> 자녀 수에 따른 경로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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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채택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Ⅳ-45>와 같으며,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의사항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내용 결과

가설 1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변인 간 구조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채택

가설 2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은 변인 간 직접적인 정적 영향 관계를 가질 것이다.
채택

가설 2-1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2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은 직무재창조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3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은 일 열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4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일 열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5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일 열의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일 열의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가설 3-1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은 일 열의를 매개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4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가설 4-1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은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를 매개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5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표 Ⅳ-45> 연구가설 검증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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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모형 전반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련 변인으로 직무자율

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구조모형을 설정함으로써 변인 간 직접 및 매개효과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은 허용 가능한 모형적합도를 나타냈으며 이에 따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는 주관적 경력성공을 적절히 예측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관

적 경력성공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는 직·간접적 영향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관찰 변인 분석 결과, 직접효과, 매개 및 다중매개효

과,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로 구분하여 진행하면 다음

과 같다.

1) 관찰 변인 분석 결과

첫째, 각 변인의 5점 환산 평균 점수는 주관적 경력성공 3.09점, 직무자율성 3.30점, 직

무재창조 3.44점, 일 열의 3.15점, 유리천장 인식 3.38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력성공

에 해당하는 일과 삶의 균형 3.00점, 경력만족 3.18점, 고용가능성 3.10점이었으며, 직무

자율성에 해당하는 업무계획 자율성 3.26점, 의사결정 자율성 3.20점, 업무방식 자율성 

3.43점으로 나타났다. 직무재창조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 3.65점,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3.47점,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3.37점,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3.25

점이었고, 일 열의에 해당하는 활력 2.83점, 전념 3.15점, 몰두 3.47점을 보였다. 마지막으

로 유리천장 인식의 하위요인으로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3.65점, 승진 차별 3.82점, 모성

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2.66점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활력(2.85점)과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2.66점)을 제

외한 모든 변인은 대체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인 

변인은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3.65점),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3.65점), 승진 차별(3.82

점)이었다. 잠재변인 가운데 유리천장 인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직무재창조, 직무자율성, 일 열의, 그리고 주관적 경력성공 순이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t검정, F검정 및 사후검증을 통해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

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즉, 연령, 최종학력, 결혼 여부, 자녀 수, 막내 자녀 나이, 자녀 

돌봄 주체 여부, 고용형태, 직급, 현 직장 재직기간 및 총 경력 기간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보았다. 주관적 경력성공 혹은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인은 막내 자녀 나이를 제외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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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관적 경력성공이 연령, 최종학력, 

고용형태, 직급, 현 직장 재직기간 및 총 경력 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며(황형서, 

2013; Adler, 1993; Johnson, 2001; Judge et al., 1995; Powell & Mainiero, 1992), 특

히 여성은 자녀 유무 및 자녀 수(이동희, 2015)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를 지지

하는 결과이다.

2) 직접효과에 대한 논의

가설 2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

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은 변인 간 직접적인 정적 영향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설 2-1에서 직무자율성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직 구성원에게 직무수행의 독립성, 자유, 그리고 재량

권 등을 위임하였을 때 경력에 대한 만족, 고용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일과 

일 외의 영역에 대한 균형을 느끼게 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조직 구

성원의 심리적 성공감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직무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경력

성공순환 이론(Hall, 1976)과 목표설정 이론(Locke, 1968)에서 개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만족감 혹은 조직의 효율성을 예측할 때 직무자율성이 유용한 도구로써 기능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구명한 결과이다. 이에 더하여 자기결정이론의 미니이론 가운데 하나인 기본심

리욕구 이론(Ryan & Deci, 2002)을 통해 개인은 자신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결정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며, 이러한 기본 심리적 욕구를 만족할수록 그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가 발현된다는 예측을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2-2에서 직무자율성은 직무재창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직 구성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 및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할 때 자신의 역할에서 직무를 보다 의미 있고 즐겁게 수행하기 위하여 변화

시켜 나간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조직 내에서 조직 구성원에게 자율성이 주

어질 때, 스스로 직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Staw & Boettger, 1990), 

새로운 역할에 대한 탐색 가능성이 증대되어 역할 변화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또한, 직무수행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독립성 및 재량권에 관

하여 조직이 부여한 권한을 가질수록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의

식을 형성시킬 수 있으며(Ashforth & Saks, 2000), 보다 유연한 사고를 통해 변화를 더

욱 잘 대처하고 수용할 수 있다(Cummingham et al., 2002).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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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요구하는 조직 환경에서 조직 구성원이 보다 잘 적응하고 상황마다 대처할 수 있도

록 직무자율성을 부여해서 직무재창조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설 2-3에서 직무자율성은 일 열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직 구성원에게 직무에 대한 권한 및 재량권을 위임할수록 일에 전념하고 몰두할 수 있

으며 활력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일 열의와 관련된 

동기부여 과정은 직무자원이 조직 구성원의 동기를 향상시켜서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를 야기한다는 직무요구자원 이론(Bakker et al., 2014; Demerouti et al., 2001;  

Hackman & Oldham, 1975; 1976; Karasek, 1979; Schaufeli & Bakker, 2004)을 실증적

으로 구명한 결과이다. 조직 구성원은 직무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높게 할수록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높은 동기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성과를 달

성하는 것은 직무에 대한 태도로 이어진다(Ryan & Deci, 2000). 이러한 이유로 이들이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주도적으로 다양한 직무수행방법을 모색하고 활용하며 계획을 수립

하도록 직무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일 열의의 선제적 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구

성원의 일에 대한 열의를 높이기 위하여 자신이 맡은 직무에 있어서 계획부터 성과까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설 2-4에서 직무재창조는 일 열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무자원과 직무요구의 균형을 맞추려는 자발적인 행동은 일에 몰두하고 전념하며 일에 

대한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구조적 및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 도전적 직무자원 증가,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로 구분하여 일 열의와의 관계를 유추하였다. 그 가운데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던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와 일 열의의 관계가 이 연구에서는 정적 영향 관계

로 나타났다.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게 되면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

이며 일 열의를 높인다는 선행연구를(Tims et al., 2012; 2013)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

서 직무수행 시 직무자원과 직무요구를 맞추려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은 일에 더욱 

활력을 느껴 즐겁게 몰두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2-5에서 일 열의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에 대한 도전의식, 자긍심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몰두

하게 되면 현재의 직무를 포함하여 자신의 경력 전반에 있어서 만족하게 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Bakker & Demerouti(2007)가 제안한 모형에서와 같이 일에 대

한 열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이 결과는 단지 직무성과를 넘

어서 직무성과에 대한 보상, 만족감, 성취감, 성공감 등을 포함한다. 즉, 일 열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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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성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인식하는 직무, 일, 그리고 경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은 일에 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몰입하게 되면, 더욱 일과 자신의 경력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높은 수준

의 만족감과 성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3) 매개 및 다중매개효과에 대한 논의

가설 3과 4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일 열의는 매개효과(가설 3-1)를 가지고,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 역시 다중매개효과(가설 4-1)를 가지

는 것을 확인하여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재창조는 직무자율성에 의해 약 35.5% 정도 설명되고, 일 열의는 직무자율성과 직

무재창조에 의해 약 54.2% 정도 설명되며, 주관적 경력성공은 직무자율성과 일 열의에 의

해 약 86.7% 정도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총효과에 대한 간접효과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일 열의는 약 40% 정도 설명되고 있으며,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는 약 59.1% 정도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직무요구자원 이론에서 직무특성 가운데 핵심인 직무자율성이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그들의 직무와 직장, 일과 경력을 보다 만족하게 만든다고 언급한 Demerouti 

et al.(2001)의 모형을 실증적으로 구명한 결과이다. 앞서 조직 구성원의 직무자율성 수준

이 높은 경우 자율성 욕구가 충족되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자기결정 이론(Ryan & 

Deci, 2002)을 통해 확인하였고 동기부여 과정의 결과는 일에 대한 열의를 높게 만들어

(오아라, 김성환, 2016) 이는 경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Bakker et al.(2014)의 직무요구자원 이론 모형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의 다중매개효과를 

구명하였다. 직무자율성을 높게 인식한 조직 구성원은 직무의 요구와 자원의 균형을 맞추

기 위하여 직무재창조 활동을 하게 된다. 직무재창조는 직무에 대한 스킬을 향상시키게 되

어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몰두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며, 궁극적으로 미래의 

자신의 고용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고(Bakker et al., 2012; 

Demerouti et al. 2015; LePine et al., 2005; Petrou et al., 2012; Tims et al., 2012; 

2013), 일의 의미 향상 및 경력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직

무요구자원 이론에서 제시한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일 열의 및 직무재창조의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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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모형으로 제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일반

적 특성은 연령, 학력, 결혼 여부, 자녀 수, 막내 자녀 나이, 자녀 돌봄 주체였다. 표본 수

가 적어 분석을 진행하지 못한 막내 자녀 나이와 자녀 돌봄 주체를 제외하고, 다중집단분

석을 통해 연령, 학력,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모

형 전반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학력과 자녀 수였다. 

먼저 학력은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의 관계 그리고 ‘직무자율성 → 주관적 경력성공’

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급과 직무

는 학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직급이 높을수록 직무자율성을 인식하는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직무재창조와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재창조 → 일 열의’의 관계 그리고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자녀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일 열의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자녀 수가 0명 혹은 1명인 집단 보다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자

녀가 2명 이상인 기혼여성의 막내 자녀 나이를 살펴보면, 3세 미만이 35.8%, 3세 이상 8

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47.2%로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이 대부분이기에 더욱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연령과 결혼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세대별 경력단절 사유와 함께 설명할 수 있다. 결혼 자체가 경력단절의 

원인이라고 응답한 대부분의 기혼여성은 50년생(70.6%, 80년생: 41.5%)이었고,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다고 응답한 기혼여성의 절반 정도는 80년생(46.8%, 50년

생: 14.2%)이었다.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서도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중 결혼은 2013년

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임신·출산, 육아는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9). 또한,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가 하나의 공식인 것처럼 생각하는 기성

세대와는 달리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이 늘어나

면서 아이를 낳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다. 따라서 직장인 기혼여성의 경력에 있

어서 결혼 자체보다는 이후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경력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하여 개인의 경력 결과에 대한 주관

적 평가가 강조되고 있고 여성 인력 활용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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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두되기 때문에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일의 맥락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조직에서 직무자율성를 부여하고 조직 구성원의 

직무자율성 수준을 높여 자발적으로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의 균형을 맞추면서 일에서의 의

미를 찾고 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직무재창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일에 

대한 열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그동안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구명하는 다수의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는데, 조직 및 일 맥락 차원

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가 매개변인으로써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의 유기적인 영

향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가정한 잠재변인 간의 영향 관계는 신뢰

로운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주요 핵심적인 결과에 따른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일에서의 경험, 일의 맥락적 차원에서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의 관계와 더불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

면 다음과 같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대표적인 이론인 경력성공순환 이론은 심리적 성공 경험을 통한 선

순환 구조로(Hall, 1976), 조직에서 직무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면 자신의 경력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독립적 노력(예: 직무재창조)을 하고, 이를 통해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와 현재 직무와 경력에 대한 성공감과 만족 수준이 높아져 또다시 경력에 대한 목표를 수

립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과정을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이 경력을 유지

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일의 맥락적 측면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이를 조직 구성원 입장에서 살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데 직업과 직장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

성과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경력을 유지하는데 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중

요하다. 따라서 주관적 경력성공은 자신의 경력을 통해 목표하고 의도했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성공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개인이 추구하는 주관적 경력성공의 개념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근거하는데, 

Derr(1986)는 경력성공지향성 유형을 승진추구, 전문성추구, 안정추구, 자율추구, 균형추

구로 구분하였다. 점차 개인의 경력 범위가 조직과 국가를 초월하고 조직의 경계가 무너져 

무경계 조직(boundaryless organization)이 등장하였고(Ashkenas, Ulrich, Jick, & K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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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으로 인해 프로티언 경력(protean career), 무경계 경력

(boundaryless career), 다중 경력(multiple career), 경력 프로파일(career profile), 탈기

업 경력(post-corporate career) 등의 개념이 등장하였다(이진규, 최종인, 1998; Arthur 

& Roussearu, 1996; Hall, 1996). 다양한 경력에 대한 개념과 경력성공지향성 유형은 주

관적 경력성공이 개인의 정체성과 태도, 신념, 가치 등에 초점을 두며(신수진, 2016), 조

직은 개인의 경력에 대한 태도와 경력성공지향성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Greenhaus & Powell(2006)이 제시한 상호작용 전이 효과(spill-over effect)는 

일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일 이외의 생활 영역으로 전이되고, 일 이외의 생활에서의 긍정

적인 경험이 일 영역으로 전이되는 경험이 누적되면 일과 일 이외의 영역 모두에서 성공

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반면에 부정적인 경험이 어느 한 영역에서 발생하

면 다른 영역의 경험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즉, 경력에 대

한 주관적인 평가가 긍정적일 경우 두 영역 모두에서 다중역할 수행에 성공감을 느끼게 

되어 주관적 경력성공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주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연령, 최종학력, 결혼 여

부, 막내 자녀 나이, 자녀 돌봄 주체에서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40세 이상, 

대학원 졸업, 미혼여성, 학령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 그리고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자녀 돌

봄 주체일 때 주관적 경력성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평균은 U자형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주관적 경력성공

의 구성요인인 일과 삶의 균형과 고용가능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은 25세 미만과 30세 이상 35세 미만 집단, 25세 이상 30세 미만 집단과 30세 이상 

35세 미만 집단, 그리고 40세 이상 집단과 30세 이상 35세 미만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대 응답자 244명 가운데 138명이 기혼여성이고 그 가운데 94명이 9세 이하의 자

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생애 단계에서 출산 이후 육아 부담이 집중되

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일과 삶의 균형,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그리고 주관적 경력성

공이 낮은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연령이 가장 낮은 25세 미만의 집단은 비교적 일과 

삶의 균형이 조화롭고 앞으로의 고용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령이 

가장 높은 40세 이상의 집단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일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경력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경

험 및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전공과의 일치 정도가 높으므로 주관적 경력성공과 경력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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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원 졸업 집단과 전문대학 

졸업 및 대학교 졸업 집단 간 차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에서는 모두 미혼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주관적 경력성공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주관적 경력성공과 일과 삶의 균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막내 자녀 나이와 자녀 돌봄 주체를 함께 살펴보면, 자녀 돌봄 주체가 본인 혹은 배우

자인 경우 주관적 경력성공의 수준이 높았고, 친정부모, 시부모 혹은 일가친척에게 자녀를 

맡기는 경우 일과 삶의 균형 및 고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와 육아 및 가사 도우미 혹은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가운데 막내 자녀 나이가 학령기 자녀 즉, 8세 이

상인 경우 주관적 경력성공을 비롯하여 일과 삶의 균형,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모두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학령기 자녀를 둔 집단과 3세 미만 및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육아 및 양육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가 지나 자녀 교육기에 접어들

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일과 경력에 조화를 맞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조직은 여성의 다중역할 특히 미취학 아동이 있는 기혼여성의 다중역할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조직의 유연한 제도 운용과 환경 설정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직무수행 범위 설정과 이에 대한 방법, 그리고 일정 계획 등에 직무자율성을 부여하

고 직무재창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에 대한 즐거움과 성공감은 경

력을 지속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전제조건이므로 직장에서는 일에 전념할 수 있고 일

상의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여가생활 및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졸업 집단의 주관적 경력성공이 높을 것을 통해 전공과 직무의 일

치 정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는데,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전공, 적성, 그리고 주관적 경

력성공의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경력목표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직무자율성에 대한 논의

직무자율성은 일의 맥락적 차원에서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직무자

원이자 핵심 선행 변인이다. Hackman & Oldham(1975)은 직무자율성을 통해 성과에 대

한 책임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개인 및 일에 대한 성과가 향상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

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수행범위 내에서 일정을 계획하고, 어떻

게 수행할지 방법을 결정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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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에 따라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재창조 및 일에 대한 열의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자율성의 기저 이론인 직무특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 차원은 직무자율성이며 

다른 직무특성 보다 개인 및 조직성과에 더욱 영향을 주는 직무자원임을 강조하였는데, 이

를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의 맥락적, 구조적 측면에서 일에 대

한 재량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고 의미 있음을 느끼게 되므로, 스스로 직

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방법 및 역할에 대한 탐색 가능성이 증가하여 

역할 변화가 넓어질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직무자율성을 높게 인식하는 조직 구성원일수록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의식

을 토대로 높은 동기를 갖게 되는데, 이는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Hackman & Oldham, 1980). Parker(1998)의 연구에서도 직무자율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

력하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활용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에 직무자율성이 제한될수록 상사 혹은 관리자에 의해 세부적인 직무수행까지 

통제받게 되므로 직무재창조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기 어렵고(박한규, 2015), 일에 대한 

활력이 감소하며, 이는 직무, 경력, 나아가 가정 및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수직적 형태로 주어지는 업무로 인해 상사의 

간섭, 통제 및 관리가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조직 구성원에게 의사결정 권한, 직무수

행 범위, 방법, 절차 등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

직무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연령, 최종학력, 자녀 돌봄 주

체와 직급에서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40세 이상, 대학원 졸업, 그리고 차장급 

이상의 집단의 직무자율성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세 이상과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집단 간 차이가 있었

고, 최종학력에서는 대학원 졸업 집단과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집단 간 차이를 보였

으며, 직급은 차장급 이상 집단과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직급에 해당할 수 있고, 직급이 높을수록 직급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직무자율성에 대한 권한이 더욱 보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가운데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 직무자율성과 업

무계획 자율성, 의사결정 자율성, 그리고 업무방식 자율성의 평균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육아 및 가사 도우미 또는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직무자율성과 업무계획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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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자율성, 그리고 업무방식 자율성의 평균이 모두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육아 

및 가사도우미 혹은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 막내 자녀의 나이가 8세 미만이었으

며 정해진 시간에만 자녀를 돌보아 주기 때문에 퇴근 후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데리고 귀

가하거나 육아 및 가사 도우미의 퇴근 시간 전에 귀가해야 하는 등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

해 직무자율성이 낮은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

는 경우, 절반 이상의 학령기 및 성인 자녀이므로 상대적으로 양육의 부담이 적고, 일에 

보다 집중할 수 있어 직무자율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기혼여성의 막내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고 자녀 

돌봄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출근 및 퇴근 시간을 비롯하여 직무수행 관련 일정을 설정

하는데 있어 보다 많은 유연성이 요구된다. 또한, 조직은 직무재창조를 촉진시키고 일에 

대한 열의를 높이며 자신의 경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위해서 조직 구성원에게 직무자

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라. 직무재창조에 대한 논의

직무재창조는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일에 전념할 수 있고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으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한다. 직무재창조는 

단순히 직무 영역에서의 변화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일의 의미 혹은 정체성을 바꾸어 일

에 대한 즐거움과 동기부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이다.

그동안 직무재창조 관련 연구는 인지적, 과업적, 관계적 직무재창조의 구성요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직무의 어떤 영역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였다

(Tims & Bakker, 2010; Tims, Bakker, & Derks, 2012; 2013). 하지만 직무요구자원 이

론에서의 직무자원과 직무요구 균형 관점을 통한 직무재창조는 직무특성과 직무수행 환경

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백수진, 

2016). 이 연구에서는 직무요구자원 이론에 의하여 조직 구성원이 직무자원을 추구하고 

직무요구를 감소시키는 직무재창조의 효과성을 구명하였고, 직무재창조와 함께 직무자원 

가운데 가장 핵심인 직무자원과 함께 관계를 살펴보았다.

직무재창조에 영향을 주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연령, 최종학력, 자녀 돌봄 주

체와 직급에서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40세 이상,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 그리고 차장급 이상의 집단의 직무재창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세 이상과 30세 이상 35세 미만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최종학력에서는 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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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즉, 모든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자

녀 돌봄 주체는 친정부모, 시부모 혹은 일가친척에게 자녀를 맡기는 경우와 육아 및 가사 

도우미 혹은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직급

은 차장급 이상과 사원급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자율성과 함께 설명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대표적인 직무재창

조의 촉진 방법으로 직무자율성의 확대를 언급하는 결과를 지지하였다(Wrzesniewski & 

Dutton, 2001). 또한, 조직 구성원의 직무자율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직무재창조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조직 구조와 직무설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erg et al., 

2010; Leana et al., 2009; Letrou et al., 2012). 즉, 직무재창조는 개인이 자기 주도적으

로 직무와 관련된 변화를 시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직무자율성이 전제되었을 때 직무재

창조의 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의 결과에서 직무자율성과 비슷하게 나온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

할 수 있다. 수직적 업무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특히 직급이 높을수록 직무

자율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직무재창조의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자

녀 돌봄 주체에 있어서도 자녀를 맡기지 않거나 가족 또는 일가친척에게 맡기는 경우 보

다 능동적으로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의 균형을 맞추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직무자율성으로 인한 직무의 주인의식과 유연한 사고는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요

구하는 조직 환경에서 조직 구성원이 보다 잘 적응하고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조직은 조직 구성원이 직무자율성을 기반으로 직무재창조 활동을 통해 더욱 

즐겁게 일에 전념할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높여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해야 한다.

마. 일 열의에 대한 논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일에 대하여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몰입하는 자세는 개인 및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직무자율성을 높게 인식

하였을 때 조직 구성원은 외적 및 내적 동기가 향상되어 주관적 경력성공의 수준이 높아

지는 긍정적인 결과 즉, 일 열의 동기부여 과정의 이론적 경로(Meijman & Mulder, 

1998)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자율성 및 직무재창조와 함께 설명할 수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는 

직무요구자원 이론에 근거하여 직무자원이 일 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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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조직 구성원은 직무자율성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여 일에 대한 열의를 높이게 

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직무의 특성이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나아가 조직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직무자원과 직무요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적 및 외적 동기를 부

여하는 직무재창조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일 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경로를 밝히는 

직무설계 이론을 실증적으로 구명하였다(Brenninkmeijer & Hekkert-Koning, 2015; 

Tims et al., 2013; 2015). 즉, 조직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직무자원을 추구하려는 행동을 

하거나 방해적인 직무요구 감소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전적인 직무요구를 통해 자

신의 역량을 활용하여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게 되면 경력과 일 외적인 생활 영역까지

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일 열의가 높은 조직 구성원은 일의 본질적

인 측면에서 일 자체의 의미와 특징 등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Konstanellou, 

2001), 일 열의는 일시적인 감정상태가 아닌 지속적인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임을 알 

수 있다(Bakker & Geurts, 2004). 이에 더하여 조직에서 여성의 생애 단계 및 다중역할

을 고려한다면, 여성 근로자는 더욱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경력목표 달성과 

역량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태도로 임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 열의에 영향을 주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연령, 최종학력, 자녀 수, 직급, 총 

경력 기간에서도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40세 이상, 대학원 졸업,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차장급 이상, 총 경력 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의 일 열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 및 총 경력 기간에 따른 일 열의와 일 열의의 구성요인(활력, 전념, 몰두)의 평균

은 대체로 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 그리

고 여성의 생애 단계 주기와 함께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발

생으로 고용률이 주춤한 후 40대 재취업으로 증가하는 M자형 곡선을 보이는데, 연령과 

총 경력 기간을 이와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생애 단계 주기에서 30대는 자

녀 양육기에 해당하므로 이 때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몰두하는 자세로 임하기 어

려우며, 일과 가정에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일 열의는 40세 이상 집단과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

만 및 35세 이상 40세 미만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총 경력 1년 미만 집단과 3년 이상 

5년 미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원 졸업 집단의 평균이 일 열의와 일 열의의 구성요인(활력, 전념 및 

몰두)에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일 열의, 활력 및 전념

은 대학원 졸업 집단과 전문대학 졸업 및 대학교 졸업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몰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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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졸업 집단과 대학교 졸업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의 경우, 자

녀가 2명 이상인 기혼여성의 일 열의, 활력, 전념 및 몰두가 높으며, 자녀가 없는 기혼여

성은 일 열의, 활력, 전념 및 몰두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

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기혼여성에게 자녀는 일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동기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막내 자녀 나이에 따른 일 열의의 차이 분석 결과에서 집단 간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학령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일 열의가 3세 미만 혹은 미

취학 아동 자녀를 둔 기혼여성 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일의 맥락적 차원에서 막내 자녀 

나이가 중요함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다.

바. 유리천장 인식에 대한 논의

남성과 여성 근로자 수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제조분야에서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 현상을 인식하는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3.38점)이었다.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3.65점)과 승진 차별(3.82점)은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지만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은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2.66점)임을 알 수 있었다.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관계는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영향력 차이가 있었다. 직무자율성과 직무재창조, 

직무자율성과 일 열의, 일 열의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으며, 직

무자율성이 직무재창조를 통해 일 열의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직무자율성이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를 통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자율성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유리

천장 인식이 높은 집단: β=.261, p>.001, 유리천장 인식이 낮은 집단: β=.274, p>.001), 

유리천장 인식이 높은 집단의 모형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이 약 57.8% 정도 설명되고, 유리

천장 인식이 낮은 집단의 모형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이 약 33.7% 정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경력성공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인 즉, 공변량이 존재하여 차이

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유리천장 인식이 낮은 집단은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β=.261, 

p>.001) 일 열의의 매개효과를 통해 두 변인의 관계를 약 69% 정도 더 설명할 수 있고,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다중매개효과를 통해 두 변인의 관계 역시 약 42.3% 정도 더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리천장 인식이 높은 집단은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

공의 관계에서(β=.274, p>.001) 일 열의의 매개효과를 통해 두 변인의 관계를 약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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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더 설명할 수 있고,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다중매개효과를 통해 두 변인의 관계 

역시 약 40.7% 정도 더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리천장 인식이 높은 경우 매개 

및 다중매개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천장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그 조직의 분위기가 수평적인 구조보다 수직적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조직 구성원은 절차적 및 분배적 공정성에 대한 조직의 신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위계적이고 강압적인 가부장적인 조직문화 혹은 유

리천장 현상과 같은 암묵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조직의 경우, 조직 구성원에게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더라도 자신의 직무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는 한계가 있으며, 일에 대한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즐겁게 

직무를 수행하고 일에 전념해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높이더라도 조직 내 부

서배치, 승진 등에서 차별로 인해 부당함을 느끼게 된다면 일과 경력에 대한 만족감을 떨

어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특히 여성 근로자에게 모성보호제도는 일과 생활을 조

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인데, 임신 혹은 출산으로 인해 경력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

움을 겪거나 관련 복리후생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결국 여성 근로자는 일과 가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이로 인해 경력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 밖에 유리천장 인식에 영향을 주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채용 및 부서

배치 과정에 있어서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 집단이 대학교 졸업 및 대학원 졸업 집단 보다 

크게 차별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정규직 집단보다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을 크게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력 중심이 아닌 개

인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였음에도 여전히 차별

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은 채용 과정과 채용 후 단순한 보

조 업무 또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

다.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은 연령이 25세 미만인 집단 및 40세 집단과 25세 이

상 30세 미만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 집단과 전문대학 졸업 집단 간 차이

가 나타났다. 자녀 수는 자녀가 없는 경우 유리천장 현상을 낮게 인식하고, 자녀가 2명 이

상인 경우 유리천장 현상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기업은 보육·육아기 및 자

녀교육기에 해당하는 기혼여성에게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활발한 홍보와 일과 생활 균형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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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

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유리천장 인식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 간의 구조모

형에 대한 적합도는 변인 간 구조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둘째, 대기업 제조분

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은 변인 간 

직접적인 정적 영향 관계를 가질 것이다. 셋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

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일 열의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넷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는 다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다섯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가질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 대기업 제조분야에 근무하는 사무직 여성 근로자로 공정거

래위원회가 2018년 5월에 지정한 우리나라 대기업 제조분야 기업 리스트에서 12개의 기

업을 선정하여 각 50부씩 배포하였으며, 유의 표집을 통해 60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유리천장 인식 및 인구

통계학적 특성 조사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기존의 도

구를 연구 목적 및 맥락에 맞게 선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4월 15일부터 2019년 5월 3일까지 온라인 조사, 우편 및 방문조사

를 통해 이루어졌다. 12개의 기업에 각 50부씩 배포하여 551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 응답, 결측치, 이상치 및 사무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

로 총 52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t검

정, F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연구 모형에 대한 관계 구명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다

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05를 기준으로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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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에 다른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

조 및 일 열의 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구

조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접적

인 정적 영향(β=.236), 직무자율성은 직무재창조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596), 직무자

율성은 일 열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153), 직무재창조는 일 열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634), 마지막으로 일 열의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728)을 

미쳤다.

셋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

서 일 열의는 유의미한 간접효과(B=.096)를 보이고 있으며,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

공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 역시 유의미한 간접효과(B=.086)가 나타났다.

넷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

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유리천장 인식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리천장 인식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과 낮게 인식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

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다중집단 구조모형 및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자율성 → 직무재창조’(Δχ2=6.309), ‘직무자율성 → 일 열

의’(Δχ2=8.286),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Δχ2=4.758)의 경로에서 유리천장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직무자율성 → 주관적 경력성공’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유리천장 

인식이 낮은 집단이 높았고, ‘직무자율성 → 일 열의’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유리천장 인식

이 높은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 열의 → 주관적 경력성공’의 표준화 경로계수 역시 

유리천장 인식이 높은 집단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일 열의의 매개효과와 직무자율성과 주관

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의 다중매개효과 모두 유리천장 인식이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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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무자율성, 직무재창

조 및 일 열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일의 맥락적 차원

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인들을 선정하여, 개인의 경력에 대한 

만족감, 고용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일과 삶의 균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과정

에 대한 통합적 구조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모형은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

기에 적합하며, 변인 간의 구조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이에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

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는 주관적 경력성공을 설명하기에 적

합하고, 변인 간 구조 관계에 대한 예측 타당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직무

자율성과 직무재창조, 그리고 일 열의는 조직 구성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있어 중요한 예

측 변인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직무자율성은 직무재창조, 일 열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

치기도 하지만 일 열의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직무자율성은 직무재창조, 일 열의와 주관적 

경력성공 모든 변인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크게 나타나 핵심적인 선행 변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직무자율성은 직무자율성 그 자체와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대기업 제조분야 사

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조직에서 개인

에게 주어진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렇게 조직 차원에서 개인에게 부여한 직무자율성을 조직 구

성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무자율성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였을 때 이를 긍정적으

로 바라보고 동료 및 상사가 피드백 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은 위계적 조직 구조로 인해 수직적으로 업무를 전달해왔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직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조직 구성원이 

직무자율성을 통해 직무에 대한 동기가 발현되기 어렵고, 이는 직무재창조, 일 열의 그리

고 주관적 경력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직무자율성을 인식하는 조직 

구성원은 자신이 맡은 직무를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수



- 200 -

행하게 되어, 개인 차원에서는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고 조직 차원에서는 더 큰 성과를 이

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직무재창조는 일 열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일 열의를 매개로 주

관적 경력성공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직무재창조는 일 열의에 긍정적인 직

접효과를 나타내며,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와 일 열의의 매

개효과 검증을 통해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간접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직무재

창조는 일 열의를 통해 주관적 경력성공의 수준을 높일 수 있지만, 직무재창조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주관적 경력성공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직무재창조가 

직무자율성과 주관적 경력성공 관계에 있어 중요한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관

적 경력성공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

로자는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재창조를 할 수 있고, 직무재창조를 통

해 일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도록 수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무재창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급

변하는 환경 가운데 직무를 수행하는데 조직 구성원 자신이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직무수행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조직으로부터 주어지는 직무요구에 

따라 수행하게 되면 조직 구성원은 일의 의미나 일을 통한 정체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동일한 일이 주어지더라도 일을 해석하는 방법, 그 업무에 대한 흥미 정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혹은 숙련 정도, 주도성 등이 다르므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개인 차원의 직무재창조로 조직이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유리천장 인식

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직무자율성과 직무재창

조, 직무자율성과 일 열의 그리고 일 열의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유리천장 인식을 

높게 인식한 집단과 낮게 인식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리천장 

인식이 높은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는 조직 내의 차별로 인해 조직 차원에

서 부여하는 직무자율성 혹은 직무재창조 기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신호로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직무재창조 활동을 덜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조직 내 채용 및 부서배치, 

승진, 그리고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을 인식하게 되면 자신의 경력을 형

성하고 개발하는데 장벽으로 느끼게 되어서 자신의 경력목표 실현에 좌절하고 고용가능성

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이직 혹은 전직을 고려하게 된다. 개인이 경력을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이를 극복하는 일들이 반복되겠지만, 부당한 

조직 내 차별로 인한 도전적인 상황에 대처할 필요 없도록 아직 뿌리 깊은 가부장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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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고용에 있어서 평등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

다.

3. 제언

가.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차원에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주관적 경력성공이 중요하며 특히 여

성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 기준에 대한 차이

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조직은 여성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경력목표를 달성하고 

경력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 차원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직무자율성을 부여하고 일의 맥락적 차원에서 직무재창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분위기를 형성할 때 일에 대한 열의와 함께 주관적 경력성공의 수

준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개인의 인

식, 태도, 정서 및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별 없는 수평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요

구된다.

둘째,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에게 부서배치, 승진기회 등을 공정하게 제공

하고 모성보호제도와 관련된 복리후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유리천장 현상은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이자 차별로 이는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 나아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적으로 여성 인력의 손실을 야기하고 국가 발전을 방해하는 원

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은 채용 및 부서배치와 승진제도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적 절차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깊이 있게 숙고할 필요

가 있다. 여성 근로자가 조직의 핵심부서에 배제되거나,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

치되는 것이 아닌 보다 많은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장치를 강화하여 여성 관리자의 적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 인식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

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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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중요한 구성요인이며, 조직 

구성원의 여가, 자기개발 등의 개인 시간을 확보하고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률 마련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고용

노동부에서는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생활 균형 캠페인’의 일환으로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과 삶의 균형 직장 문화가 정착되기 전까지 가족친

화 인증 기업 인센티브와 같은 혜택을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제공함으로써 확산되도

록 해야 한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

에서는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인을 통해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경력에 대한 만족감과 

미래에 대한 고용가능성 그리고 일과 일 외적인 부분의 균형을 통해 경력의 과정과 범위

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시점의 응답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응답 

자료이기 때문에 시점을 구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개인의 경력 결과에 대한 평가는 상이하기 때문에 첫 직장 입사 후 주관적 경력

성공의 변화 혹은 직업 및 경력전환이라는 변화가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여성의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의 맥락적인 요인과 함께 여

성의 경력유지와 관련된 국외 연구에서 제안했던 것과 같이 조직 내 자신의 경력을 고무

시키고 직무수행 시 격려해주는 멘토 혹은 역할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여성 멘토링 활동 

유무 및 도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직

무재창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료 및 상사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직무수행 시 어

려움을 멘토와 논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여성 멘토 혹

은 역할 모델에게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였

다. 주관적 경력성공은 여성 근로자가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이며, 

여성 근로자가 경력을 지속하거나 경력단절을 경험하더라도 기존의 경력, 전문성 혹은 전

공과 연계하여 재취업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가 주관적 경력성공을 

경험하였을 때, 경력목표의 변화, 경력단절 위기 극복, 삶의 만족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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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수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산업인 제조분야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성별 직종 분리를 고려하여 여성 근로자가 대

다수인 집단과 남성 근로자가 대다수인 집단 간 비교 혹은 제조분야 내에서 생산직과 사

무직 대상 간의 비교,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는 연구 등도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복

리후생 제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집단 간 비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전체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

자를 대상으로 보았다.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의 경우, 미혼여성 보다는 기혼여

성 특히 막내 자녀 나이가 3세 미만이거나 미취학 아동일 때, 그리고 자녀 돌봄 주체 여

부와 누가 돌보는지에 따라 이들이 인식하는 유리천장 현상이 다르다. 따라서 기혼여성으

로 대상을 제한하고 자녀 수, 막내 자녀 나이, 자녀 돌봄 주체 등을 고려하여 집단 간 차

이를 구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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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유리천장 인식 측정도구 수정·보완 과정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

여 대상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구성요인 및 측정요인을 살

펴본 결과(<표 Ⅱ-27, 28> 참조),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승진 차별, 그리고 모성보호

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의 세 가지 관찰변인으로 구성하고, 관찰변인별로 세 문항씩 총 

9개의 문항을 통해 유리천장 인식을 구명하였다. 다음의 <부록 1-1>은 기존 측정도구 

문항을 관찰변인에 따라 수집한 결과와 문항을 종합하여 수정·보완한 후 문항을 작성한 

결과이다.

구분 기존 측정도구 문항 수집 결과 수정·보완 후 문항 작성 결과 측정도구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

� 우리 회사는 직원/종사원 채용 시 

여성에 비해 남성을 선호한다.

1. 우리 회사는 직원 채용 시, 

여성에 비해 남성을 

선호한다.

1,3,4,5,7
� 우리 회사는 여성에 비해 남성 채

용이 많다.

� 우리 회사는 여성에 비해 남성 채

용을 우선시 한다.

� 우리 회사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

게 부서 내 단순한 보조 업무를 

더 시킨다(여성이 부서 내 단순 

보조 업무를 많이 수행한다.).

2. 우리 회사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부서 내 단순한 

보조 업무를 더 시킨다.

1,2,3,4,5,

6,7,8

� 우리 회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리보조직이나 단순사무직의 비

율이 높다.

� 우리 회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다.

� 우리 회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더 많다.
3. 우리 회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더 많이 

배치된다.

1,2,3,4,5,

7,8� 우리 회사는 여성이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담당하는) 부서에 많이 

배치된다.

<표 계속>

<부록 표 1-1> 최종 문항 작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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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측정도구 문항 수집 결과 수정·보완 후 문항 작성 결과 측정도구

승진 차별

� 우리 회사는 여성이 중간관리자 

이상까지 진급하기도 어렵다.

4. 우리 회사는 여성이 

중간관리자 이상까지 

진급하는 것이 어렵다.

1,2,3,4,5,

6,7,8,9,10

� 우리 회사는 여성이 중간관리자 

이상 진급하기 힘들다.

� 우리 회사는 여성이 중간관리자 

이상 진급하는 비율이 낮다.

� 우리 회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중간관리자까지 올라갈 때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5. 우리 회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중간관리자까지 

올라갈 때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다.

1,2,3,4,5,

6,7,8,9,10
� 우리 회사는 여성이 중간관리자까

지의 진급이 어렵다.

� 우리 회사는 여성이 경영층까지 

올라가기는 어렵다.

6. 우리 회사는 여성이 

경영층까지 올라가기 어렵다.

1,2,3,4,5,

6,7,8,9,10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

� 우리 회사는 여성의 휴가(임신, 출

산에 따른 휴가 포함) 사용 시 차

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7. 우리 회사는 여성의 휴가(예: 

임신, 출산 등에 따른 휴가) 

사용 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1,3,4,5,7,9

� 우리 회사는 여성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경우 퇴직을 생각해

야 하는 분위기이다.

8. 우리 회사는 여성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경우 

퇴직을 생각해야 하는 

분위기이다.

1,3,4,5,7,

8,9

� 우리 회사의 분위기는 여성들이 

결혼 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

다.

9. 우리 회사의 분위기는 

여성들이 출산 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

1,3,4,5,7,9

1. Glass ceiling questionnaire(2002)

2. 장영·장수덕(2006)

3. 민정아(2010)

4. 남성진(2014)

5. 정재일(2014)

6. 김희령(2015)

7. 박인영(2015)

8. 이용석(2017)

9. 문희정(2017)

10. 안현정(2019)

<부록 표 1-1> 계속

채용 및 부서배치 차별에 해당하는 문항은 1, 2, 3번인데, 1번 문항은 기존 측정도구 

문항 수집 결과 채용 시 여성에 비해 남성을 많이 채용하거나 우선시하는 경우 혹은 선호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조직 구성원이 채용 시 남녀의 비율 혹은 남성을 우선하는지 등

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성별 선호 여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에 적합하고 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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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의미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우리 회사는 직원 채용 시, 여성에 비해 남성을 선호한

다’라고 최종 문항을 작성하였다. 2번 문항은 남성에 비해 여성 근로자가 부서 내 단순한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관리보조직 혹은 단순사무직의 비율이 높은지, 여성의 업무

가 비교적 단순한지 등의 의미를 포함하여 최종 문항을 작성하였다. 3번 문항은 부서배치

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여성

이 배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승진 차별에 해당하는 문항은 4, 5, 6번이고, 중간관리자까지 진급의 어려움, 진급 과정

의 복잡성과 남성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 중간관리자 이상 및 경영층까지 진급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모성보호제도 관련 복리후생 차별에 해당하는 문항은 7, 8, 9번이며, 

7번과 8번 문항은 기존 측정도구 문항과 동일하지만, 9번 문항의 경우 ‘우리 회사의 분위

기는 여성들이 결혼 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에서 ‘우리 회사의 분위기는 여성들이 

출산 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수정하였다. 전문가 검토 의견 및 통계청의 경력

단절 사유를 통해 수정하였다.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가운데 결혼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

로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임신 및 출산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9). 

따라서 9번 문항은 ‘우리 회사의 분위기는 여성들이 출산 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

로 수정하여 최종 문항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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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예비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

구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결과는 매우 소중한 자료로써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7면이며, 응답 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설문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문항에 따라 현재 자신을 비교적 잘 나타낸다

고 생각하시는 문항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

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개인의 자료는 노출되지 않으며,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

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0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임 소 현

지도교수 정 철 영

연구자 연락처: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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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관적 경력성공

다음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요즘 일에 치여 사는 것 같다(r). ① ② ③ ④ ⑤

2. 퇴근 후에 나는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

이 없다(r).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일과 가정생활은 충분히 조화롭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일과 여가생활은 충분히 조화롭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일과 자기개발은 충분히 조화롭게 이루어지

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경력을 통해 얻은 성공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직장 경력을 돌이켜 볼 때, 나는 지금까지의 

과정 및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는 나의 직장 경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경력 관련 목표 달성 측면에서 볼 때, 나는 나의 

지금까지의 직장 경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새로운 기술 및 능력개발 측면에서 볼 때, 나는 

지금까지의 직장 경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업무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을 고려해 볼 때,

나는 앞으로 많은 구직기회가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원할 경우, 나의 업무 분야에서 새로운 직

장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현재 나의 능력과 경험 정도면 다른 회사에서도 

지금과 동등한 조건의 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현재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볼 때, 다른 회사도 

나를 유능한 자원으로 여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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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무자율성

다음은 직무자율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나

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 처리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것인

지에 대하여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조직은 내가 직무를 수행할 때, 개인의 독창

성 또는 판단력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조직은 나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가 스스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조직은 나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가 의사 결

정할 때, 충분한 자율권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직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조직은 내가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 

상당한 자유와 개별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조직은 나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직무재창조

다음은 직무재창조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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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나는 내가 가진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

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하는 업무를 스스로 결정해 보려고 노

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업무로부터 정신적으로 여유를 가지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업무로부터 감정적으로 편하게 마음 먹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감정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의 업무를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요구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직장에서 나는 어려운 결정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한 번에 너무 오랫동안 일에 집중하지 않

아도 되도록 업무를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상사에게 지도(코치)를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상사에게 내가 한 일에 만족하는지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영감을 얻기 위해 상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직무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새로운 상황에서 내가 먼저 배우고 시도해

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주어진 직무에서 남은 일이 많지 않을 때, 

새로운 과제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추가적인 보상을 받지 못해도, 기꺼이 추가

적인 업무를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나의 직무가 더욱 도전적인 직무가 되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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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 열의

다음은 일 열의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 해주십시오.

Ⅴ 유리천장 인식

다음은 유리천장 인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직원 채용 시, 여성에 비해 남성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부서 내 단순한

보조 업무를 더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더 많이 배치된다.
① ② ③ ④ ⑤

<표 계속>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직장에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할 때 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일에 대해 열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하는 일은 나를 고취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열심히 일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업무에 깊이 몰두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일할 때 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 252 -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우리 회사는 여성이 중간관리자 이상까지 진급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중간관리자까지 

올라갈 때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는 여성이 경영층까지 올라가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는 여성의 휴가(예: 임신, 출산 등에 따른

휴가) 사용 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는 여성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경우

퇴직을 생각해야 하는 분위기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회사의 분위기는 여성들이 출산 후 계속 근

무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Ⅵ 일반적인 사항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 

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응답한 일반적인 사항은 단지 자료의 

분석에만 사용되며, 개인의 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만)___________세

2.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 졸업
③ 대학교 졸업 

(4년제 이상)
④ 석사 졸업 ⑤ 박사 졸업

3. 귀하의 결혼 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 253 -

4. 귀하의 자녀 수는?

① 없음

② 1명 4-1. 귀하의 막내 자녀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세

③ 2명 4-2. 귀하의 자녀는 누가 돌보아 주십니까?

① 친정 부모

② 시부모

③ 일가친척

④ 육아 및 가사도우미

⑤ 보육시설

⑥ 기타(                              )  

④ 3명

⑤ 4명 이상

5. 귀하의 직급는?

① 사원급 ② 대리급 ③ 과장급 ④ 차장급 ⑤ 부장급 이상

6. 귀하의 고용형태는?

① 정규직 ② 무기계약직 ③ 비정규직* ④ 기타(                     )
  

※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 포함), 단시간 근

로자(시간제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무자(비전형 근로자)를 

의미함.

7. 귀하의 직무(사무직 내 세부직무)는?

① 기획 및 마케팅(경영 기획, 영업 관리, 광고 및 홍보)

② 인사 및 교육·훈련(인사 및 노무, 교육 및 훈련)

③ 자재, 생산 및 품질 관리(자재 관리, 생산 관리, 품질 관리)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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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의 현 직장 재직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9. 귀하의 총 경력 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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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본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과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및 일 열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결과는 매우 소중한 자료로써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자

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7면이며, 응답하는 시간은 15~20분 정도 소

요됩니다.

설문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문항에 따라 현재 자신을 비교적 잘 나타낸다

고 생각하시는 문항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

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개인의 자료는 노출되지 않으며,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

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0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임 소 현

지도교수 정 철 영

연구자 연락처: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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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관적 경력성공

다음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요즘 일에 치여 사는 것 같다(r). ① ② ③ ④ ⑤

2. 퇴근 후에 나는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

이 없다(r).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일과 가정생활은 충분히 조화롭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일과 여가생활은 충분히 조화롭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일과 자기개발은 충분히 조화롭게 이루어지

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경력을 통해 얻은 성공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직장 경력을 돌이켜 볼 때, 나는 지금까지의 

과정 및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는 나의 직장 경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경력 관련 목표 달성 측면에서 볼 때, 나는 나의 

지금까지의 직장 경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새로운 기술 및 능력개발 측면에서 볼 때, 나는 

지금까지의 직장 경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업무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을 고려해 볼 때,

나는 앞으로 많은 구직기회가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원할 경우, 나의 업무 분야에서 새로운 직

장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현재 나의 능력과 경험 정도면 다른 회사에서도 

지금과 동등한 조건의 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현재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볼 때, 다른 회사도 

나를 유능한 자원으로 여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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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무자율성

다음은 직무자율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나

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 처리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것인

지에 대하여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조직은 내가 직무를 수행할 때, 개인의 독창

성 또는 판단력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조직은 나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가 스스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조직은 나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가 의사 결

정할 때, 충분한 자율권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직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조직은 내가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 

상당한 자유와 개별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조직은 나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직무재창조

다음은 직무재창조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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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나는 내가 가진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

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하는 업무를 스스로 결정해 보려고 노

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업무로부터 정신적으로 여유를 가지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업무로부터 감정적으로 편하게 마음 먹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감정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의 업무를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요구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직장에서 나는 어려운 결정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한 번에 너무 오랫동안 일에 집중하지 않

아도 되도록 업무를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상사에게 지도(코치)를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상사에게 내가 한 일에 만족하는지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영감을 얻기 위해 상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직무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새로운 상황에서 내가 먼저 배우고 시도해

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주어진 직무에서 남은 일이 많지 않을 때, 

새로운 과제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추가적인 보상을 받지 못해도, 기꺼이 추가

적인 업무를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나의 직무가 더욱 도전적인 직무가 되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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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 열의

다음은 일 열의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 해주십시오.

Ⅴ 유리천장 인식

다음은 유리천장 인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직원 채용 시, 여성에 비해 남성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부서 내 단순한

보조 업무를 더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더 많이 배치된다.
① ② ③ ④ ⑤

<표 계속>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직장에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할 때 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일에 대해 열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하는 일은 나를 고취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열심히 일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업무에 깊이 몰두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일할 때 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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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우리 회사는 여성이 중간관리자 이상까지 진급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중간관리자까지 

올라갈 때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는 여성이 경영층까지 올라가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는 여성의 휴가(예: 임신, 출산 등에 따른

휴가) 사용 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는 여성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경우

퇴직을 생각해야 하는 분위기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회사의 분위기는 여성들이 출산 후 계속 근

무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Ⅵ 일반적인 사항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 

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응답한 일반적인 사항은 단지 자료의 

분석에만 사용되며, 개인의 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만)___________세

2.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 졸업
③ 대학교 졸업 

(4년제 이상)
④ 석사 졸업 ⑤ 박사 졸업

3. 귀하의 결혼 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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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의 자녀 수는?

① 없음

② 1명 4-1. 귀하의 막내 자녀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세

③ 2명 4-2. 귀하의 자녀는 누가 돌보아 주십니까?

① 친정 부모

② 시부모

③ 일가친척

④ 육아 및 가사도우미

⑤ 보육시설

⑥ 기타(                              )  

④ 3명

⑤ 4명 이상

5. 귀하의 직급는?

① 사원급 ② 대리급 ③ 과장급 ④ 차장급 ⑤ 부장급 이상

6. 귀하의 고용형태는?

① 정규직 ② 무기계약직 ③ 비정규직* ④ 기타(                     )
  

※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 포함), 단시간 근

로자(시간제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무자(비전형 근로자)를 

의미함.

7. 귀하의 직무(사무직 내 세부직무)는?

① 기획 및 마케팅(경영 기획, 영업 관리, 광고 및 홍보)

② 인사 및 교육·훈련(인사 및 노무, 교육 및 훈련)

③ 자재, 생산 및 품질 관리(자재 관리, 생산 관리, 품질 관리)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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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의 현 직장 재직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9. 귀하의 총 경력 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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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Subjective Career Success,   

Job Autonomy, Job Crafting, and Work Engagement     

According to Female Office Worker’s Perception of Glass Ceiling 

in Large Manufacturing Corporations

by So Hyun Im

Dissertation for the Doctor of Philosophy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9

Major Advisor: Chyul Young Jyu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structural relations among subjective 

career success, job autonomy, job crafting, and work engagement of female office 

workers in the large manufacturing corporations. For this purpose, structural model was 

set and analyzed and the relations among variables within the model were identified.

The population of for this study was all female office workers in large manufacturing 

corporations. Adequate sampling size was selected by consideration of acceptable sample 

size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The survey instrument used in this research for data 

collection was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subjective career success scale, job autonomy 

scale, job crafting scale, work engagement scale, perceived glass ceiling scale and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These scales are verified validity and reliability by with 

procedure of expert reviewing and pilot survey. Data had been collected through mail 

and online surveys from April 15, 2019 to May 3, 2019. A total of 551 out of 600 

questionnaires, showing 91.8% percent return rate. 523 were used of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and concluded that 94.9% percent of the questionnaire was valid.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3.0 and AMOS 21.0 program by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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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prior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odness-of-fit of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of subjective career success, job autonomy, job crafting, and work 

engagement of female office workers in large manufacturing corporations was satisfactory 

which confirm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the variables. Second, job autonomy, job 

crafting, work engagement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showed a direct significant 

effect between variables. Third, work engagement had an indirect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of job autonomy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Fourth, job crafting and 

work engagement had an indirect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of job autonomy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Fifth,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according to the glass ceiling recognition in the relation of job autonomy, job crafting, 

work engagement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presented. First, job 

autonomy, job crafting, and work engagement of female office workers in large 

manufacturing corporations are suitable to explain subjective career success and predict 

validity of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job 

autonomy, job crafting and work engagement contributed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variables as important predictors of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subjective career success of female office workers in large 

manufacturing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to make work environment that could make 

decisions on its own and the process of planning and choosing procedures and methods 

for how individuals would perform their job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provide an 

organizational atmosphere(climate/culture) in which employees can recognize a high level 

of job autonomy, and when they perform their jobs through their own decision making 

process, they cold positively reflect on their own work and feedback from their peers 

and supervisors. Third, so as to enhance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level of female 

office workers in large manufacturing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to form a receptive 

and horizontal organizational culture so that employees can feel enthusiasm for work 

through crafting jobs that could balance job demands and job resources. The importance 

of employees who craft the jobs and make the change in performing the job due to the 

rapidly changing the future of works is emphasized. Therefore, if a job is performed in a 

vertical structure according to the job demands of the organization, employees are not 

able to feel the meaning of work or the identity through work. Even if the same work 

is given, since the degree of interest, the competence or skill level of the individual are 

different, organization needs to change through job crafting rather than provid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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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traditional way. Fourth, in the case of female office workers in large 

manufacturing corporations with high awareness of glass ceiling, it is a negative signal 

for job autonomy recognition or job crafting opportunity due to intra-organization 

discrimination. In addition, when employees recognize discrimination in hiring, department 

placement, promotion, and welfare in an organization, they feel as a barrier to 

developing their career, and are frustrated with the realization of their own career goals. 

It is still necessary to improve the rooted patriarchal and hierarchical organizational 

culture and to create an equitable organization so that female workers do not have to 

cope with challenging situations caused by unfair organizational discriminat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 longitudinal study 

on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is needed considering the continuity of the career.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female workers’ subjective career succ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y have a mentor or role model that encourages their 

career in the organization. Third, it is essential to examine how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of female workers influences change of career goal, overcoming crisis, and 

satisfaction of life. Fourth, a comparative study is required between the majority of 

female workers and the majority of male workers considering gender segregation. Also 

the comparison among the groups according to the type of employment considering 

different welfare system applied to the full-time and part-time workers, the size of the 

firm, production workers and offices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Fifth, considering the number of children, the age of youngest child, and 

the subject of caring for children among married women, it would be meaningful to 

verify differences among groups.

Key words : Female Office Workers in Large Manufacturing Corporations,          

Subjective Career Success, Job Autonomy, Job Crafting, Work Engagement, 

Perceived Glass Cei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Multiple Mediation, 

Multiple Group Analysis

Student Number : 2016-38930


	서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가설
	용어의 정의
	연구의 제한

	이론적 배경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유리천장 인식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연구의 방법
	연구 모형
	연구 대상
	조사도구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연구 결과
	관찰변인 분석 결과
	측정모형 분석 결과
	구조모형 분석 결과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 분석 결과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추가 분석 결과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요약, 결론 및 제언
	요약
	결론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유리천장 인식 측정도구 수정·보완 과정
	[부록 2] 예비조사 설문지
	[부록 3] 본조사 설문지

	Abstract


<startpage>16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4
 연구의 가설 4
 용어의 정의 6
 연구의 제한 8
이론적 배경 9
 대기업 제조분야 사무직 여성 근로자 9
 주관적 경력성공 29
 직무자율성, 직무재창조, 일 열의 및 유리천장 인식 51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86
연구의 방법 99
 연구 모형 99
 연구 대상 100
 조사도구 103
 자료 수집 111
 자료 분석 114
연구 결과 123
 관찰변인 분석 결과 123
 측정모형 분석 결과 152
 구조모형 분석 결과 157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 분석 결과 159
 유리천장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162
 추가 분석 결과 168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182
요약, 결론 및 제언 197
 요약 197
 결론 199
 제언 201
참고문헌 205
부록 243
 [부록 1] 유리천장 인식 측정도구 수정·보완 과정 243
 [부록 2] 예비조사 설문지 247
 [부록 3] 본조사 설문지 255
Abstract 263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