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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의 구조적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년

이 유 우

이 연구의 목적은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능력, 비

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의 구조적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를 구명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외부고용

가능성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경력적응력의 구조적 관계에서 이론적 연구모형을 검증하

였다. 둘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외부고용가능성과 일능력 자기평가, 비공식 네트워

크, 경력적응력 간의 직접적 영향 관계를 구명하였다. 셋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일

능력, 비공식 네트워크와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이 갖는 매개효과를 구명하

였다. 넷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경력적응력과 외부고용가능

성과의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명하였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국내 은행권 45세 이상 중년 남성 근로자로 연구 대상을 설

정하였고, 국내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는 외부

고용가능성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 연령차별인식 및 일반적 특

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외부고용가능성 측정도구는 노동시장 인

식의 하위요인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선행연구에서 개발

된 도구를 연구 맥락에 맞게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자료 배포 및 수집은 2020년 4월 중순부터 2020년 5월 중순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총 432개의 표본에서 결측치, 이상치, 불성실 응답으로 간주한 58개를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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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 

STATA 15, Mplus 7을 활용하였고 모든 결과는 통계적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연구 가설에 따라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

의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과 외부고용가능성 간의 구조모형 적합도

는 모든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구조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둘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

력 및 외부고용가능성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능력은 직

업전문성, 고용자신감, 노동시장인식을 통해 측정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

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098, p <.05). 네트워크 확장성과 네트워크 

다양성으로 측정된 비공식 네트워크는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162, p <.01).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측정된 

기업가정신은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183, p <.05). 관심, 통제, 호기심, 확인으로 측정된 경력적응력은 외부고용가능

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530, p <.001). 셋째, 이 연구에서는 보다 

통합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변인 간의 개별적 영향 관계 검증에 그치지 않고,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경력적응력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가 인식한 일능력, 비공

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이 경력적응력을 거쳐서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일능력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가 있었다(β=.063, p <.05). 비공식 네트워크과 외부고

용가능성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가 있었다(β= .108, p 

<.05).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매개

효과가 있었다(β= .340, p <.01). 넷째, 이 연구는 잠재조절 모형을 설정하여, 외부고용가

능성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의 구조적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일능력(β=.052(.024), p <.05), 비공식 네트워크(β=.156(.059), p <.05), 기

업가정신(β=.445(.109), p <.001)이 경력적응력을 거쳐서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연

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령차별인식이 높을수록 경력적

응력의 정적인 매개효과는 감소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이

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인과적 구조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인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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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이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외부고용가능성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모형은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며, 변인 간의 구조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및 경력적응력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력적응력을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능

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은 그 자체로써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 수준을 

높이기도 하지만, 경력적응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

신과 외부고용가능성의 블랙박스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넷째, 은행권 중년 남

성 근로자의 연령차별인식이 높을수록,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이 경력적응력을 

통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연령차별인식이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 인식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조직 혹은 국외의 중년 근로자로 연구 대상을 확장한 연구가 추가적으

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중년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외부고용가능

성 인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경력적응력뿐 아니라 다

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외부고용가능성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종단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

다. 넷째, 연령차별인식의 부(-)적 조절된 매개효과 외에 정(+)적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바탕으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을 높

일 수 있는 조직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이 지속가능한 고용과 경력을 위해서 개인의 

진취적인 경력관리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중년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를 증진시키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연령지원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주요어: 중년 남성 근로자, 외부고용가능성,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 연령차별인식

학번: 2017-30958





- v -

목  차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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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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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목적 ·················································································································4

3. 연구 문제 ·················································································································5

4. 용어 정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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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이론적 배경 ····································································································9

1.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경력 ···········································································9

2. 외부고용가능성 ····································································································48

3.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 및 연령차별인식 ··············69

4. 외부고용가능성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123

III. 연구 방법 ··································································································141

1. 연구 모형 ············································································································141

2. 연구 대상 ············································································································142

3. 조사 도구 ············································································································146

4. 자료 수집 ············································································································161

5. 자료 분석 ············································································································163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73

1.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랑 및 상관행렬 ·································································173



- vi -

2. 측정모형 분석 결과 ····························································································179

3. 구조모형 분석 ·····································································································184

4.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 ·························································································190

5. 변인 간 관계 결과 ······························································································198

6. 논의 ·····················································································································199

V. 요약, 결론 및 제언 ····················································································215

1. 요약 ·····················································································································215

2. 결론 ·····················································································································218

3. 제언 ·····················································································································220

참고문헌 ···········································································································225

부    록 ···········································································································261

   [부록 1] 외부고용가능성 측정 도구 수정 결과 ······································261

   [부록 2] 연령차별인식 측정 도구 수정 결과 ·········································263

   [부록 3] 본조사 설문지 ············································································265

Abstract ··········································································································275



- vii -

표 목차

<표 Ⅱ-1> 중년의 구분 ·······························································································10

<표 Ⅱ-2> 중년 유사용어 관련 법적 연령기준 ·························································11

<표 Ⅱ-3> 중고령 관련 연구의 기준과 종속변수 ······················································17

<표 Ⅱ-4> 중장년 관련 연구의 기준과 종속변수 ······················································18

<표 Ⅱ-5> 중년 관련 연구의 기준과 종속변수 ·························································20

<표 Ⅱ-6> 국내 금융회사 인력 현황 ·········································································21

<표 Ⅱ-7> 업권별 연령 비중   ·················································································22

<표 Ⅱ-8> 연령별 성별 비중   ·················································································22

<표 Ⅱ-9> 업권별 이·퇴직자 현황 ·········································································23

<표 Ⅱ-10> 생애주기 발달 관점의 중요한 특징 ·······················································28

<표 Ⅱ-11> 세 가지 메타이론의 비교 ·······································································29

<표 Ⅱ-12> 중년기의 주요한 발달적 특징 ································································29

<표 Ⅱ-13>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경력을 바라보는 관점 ·········································33

<표 Ⅱ-14> 네 가지 경력개발 효과성 ·······································································34

<표 Ⅱ-15> 중년 남성 근로자 경력개발 관련 이론 ··················································36

<표 Ⅱ-16> 중년과 관련한 경력단계와 경력 관심사 ················································38

<표 Ⅱ-17>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의 특징 ···················································46

<표 Ⅱ-18>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 관련 이론 및 선행변인 ··············47

<표 Ⅱ-19> 고용가능성의 관점과 구분 ·····································································49

<표 Ⅱ-20> 연구자에 따른 고용가능성 정의 ····························································54

<표 Ⅱ-21> 무경계 경력의 특징 ················································································56

<표 Ⅱ-22> 무경계 경력에서의 경력 유형 ································································57

<표 Ⅱ-23> 외부고용가능성 관련 측정도구 ······························································60

<표 Ⅱ-24> 외부고용가능성 관련 측정도구 구성요인 ············································61

<표 Ⅱ-25> 국내 외부고용가능성 관련 선행연구 ·····················································65



- viii -

<표 Ⅱ-26> 국외 고용가능성 관련 선행연구 ····························································68

<표 Ⅱ-27> WAI 측정도구 ·························································································78

<표 Ⅱ-28> WAI 점수별 일능력 수준 및 수준별 대응조치 ····································79

<표 Ⅱ-29> 경계 경력과 무경계 경력의 비교 ···························································87

<표 Ⅱ-30> 비공식 네트워크 측정도구 ·····································································87

<표 Ⅱ-31> 비공식 네트워크 선행연구 ·····································································90

<표 Ⅱ-32> 기업가정신 경력 단계 프레임워크 ·························································95

<표 Ⅱ-33> 기업가정신 측정도구 ··············································································98

<표 Ⅱ-34> 기업가정신 관련 선행연구 ···································································100

<표 Ⅱ-35> 경력적응력 개념의 발달 ·······································································102

<표 Ⅱ-36> 경력적응모형 이론에 따른 관련 변인 ···············································107

<표 Ⅱ-37> 경력적응력 측정도구 ············································································110

<표 Ⅱ-38> 경력적응력 선행연구 ············································································112

<표 Ⅱ-39> 연령차별인식 측정도구 ·········································································118

<표 Ⅱ-40> 연령차별인식 선행연구 ·········································································121

<표 Ⅱ-41>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의 이론 및 선행연구 ·····························140

<표 Ⅲ-1> 국내 금융회사 40대 이상 인력 현황비율 ···········································143

<표 Ⅲ-2> 국내 금융회사 40대 이상 인력   ························································144

<표 Ⅲ-3> 국내 은행 현황 ·······················································································145

<표 Ⅲ-4> 조사 도구의 구성 ····················································································146

<표 Ⅲ-5> 외부고용가능성 하위요인 및 문항재구성 절차 ·····································148

<표 Ⅲ-6> Johnson(2001)의 외부고용가능성 측정 도구 ·····································149

<표 Ⅲ-7> 외부고용가능성에 초점을 둔 측정도구 구성요인 종합 ························150

<표 Ⅲ-8> 중년 근로자 외부고용가능성과 하위요인의 조작적 정의 ·····················152

<표 Ⅲ-9> 외부고용가능성 측정 도구 ·····································································152

<표 Ⅲ-10> 외부고용가능성 내적 일치도 계수 ·······················································153

<표 Ⅲ-11> 외부고용가능성 도구 요인분석 공통성 결과 ······································154



- ix -

<표 Ⅲ-12> 외부고용가능성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55

<표 Ⅲ-13> WAI 점수별 일능력 수준 및 수준별 대응조치 ··································156

<표 Ⅲ-14> 비공식 네트워크 내적 일치도 계수 ·····················································156

<표 Ⅲ-15> 기업가정신 내적 일치도 계수 ······························································157

<표 Ⅲ-16> 경력적응력 내적 일치도 계수 ······························································157

<표 Ⅲ-17> 연령차별인식 내적 일치도 계수 ··························································158

<표 Ⅲ-18> 불성실 응답의 탐지방법 및 특징 ························································160

<표 Ⅲ-19>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62

<표 Ⅲ-20>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판단 지수 ·····················································167

<표 Ⅲ-21> 구성개념 타당성 ···················································································168

<표 Ⅳ-1> 기술 통계량 및 정규성 분석결과 ···························································174

<표 Ⅳ-2> 관찰변인의 상관행렬 ··············································································175

<표 Ⅳ-3>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 ·········································································176

<표 Ⅳ-4> 학력에 따른 차이 분석 ·········································································177

<표 Ⅳ-5>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분석 ··································································178

<표 Ⅳ-6> 팀 연령 구성에 따른 차이 분석 ···························································178

<표 Ⅳ-7>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판단 지수 ·······················································181

<표 Ⅳ-8> 수렴타당도 분석 결과 ·············································································182

<표 Ⅳ-9> 잠재변인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183

<표 Ⅳ-10>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185

<표 Ⅳ-11> 직접효과 분석 결과 ··············································································187

<표 Ⅳ-12> 매개효과 분석 결과 ··············································································189

<표 Ⅳ-13>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 결과 ·································································192

<표 Ⅳ-14> 조절된 매개모형 간접효과 분석 결과 ·················································194

<표 Ⅳ-15> 가설 채택여부 결과 ··············································································198



- x -

그림 목차

[그림 Ⅱ-1] 신중년의 경력경로  ··············································································11

[그림 Ⅱ-2] 중년의 연령과 세대 ················································································12

[그림 Ⅱ-3] 금융산업 전직지원 프로그램 단계별 로드맵 ········································25

[그림 Ⅱ-4] Levinson의 생애단계 구분 ···································································30

[그림 Ⅱ-5] 경력과 직업의 관계 ················································································32

[그림 Ⅱ-6] 경력개발의 관점에서의 경력 전환 ························································35

[그림 Ⅱ-7] Hall(1993)의 경력단계의 새로운 모형 ··············································38

[그림 Ⅱ-8] 경력 정체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 ······················································40

[그림 Ⅱ-9] 성향적 관점에 기반한 고용가능성의 경험적 모델 ·······························50

[그림 Ⅱ-10] 심리학적 관점에 기반한 지각된 고용가능성 모델 ·····························51

[그림 Ⅱ-11] 인식된 고용가능성 결정 트리 모형 ··················································52

[그림 Ⅱ-12] 일능력의 새로운 개념, 일과 개인적 자원과의 상호과정 ···················70

[그림 Ⅱ-13] 일능력과 관련된 요인들 ······································································71

[그림 Ⅱ-14] 일능력의 개인별 분포 ··········································································72

[그림 Ⅱ-15] 고령화 문제와 해결방안 매트릭스 ······················································75

[그림 Ⅱ-16] 발달적 네트워크 구조 ··········································································84

[그림 Ⅱ-17] 네트워크와 경력 ·················································································85

[그림 Ⅱ-18] 중년의 초기단계 기업가 활동과 연령분석 ·······································95

[그림 Ⅱ-19] 경력적응모형 이론 ·············································································104

[그림 Ⅱ-20] 생애-진로 무지개이론: 생애 공간에서의 아홉 가지 역할들 ··········106

[그림 Ⅲ-1] 연구 모형 ····························································································141

[그림 Ⅲ-2] 모형 분석 절차 ···················································································164

[그림 Ⅲ-3]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모형 ························································170



- xi -

[그림 Ⅳ-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80

[그림 Ⅳ-2] 구조 모형 분석 결과 ··········································································187

[그림 Ⅳ-3] 조절된 매개효과 통계모형 분석 결과 ················································192

[그림 Ⅳ-4] 연령차별인식 수준에 따른 일능력의 조건부 간접효과  ··················195

[그림 Ⅳ-5] 연령차별인식 수준에 따른 비공식 네트워크의 조건부 간접효과 ···196

[그림 Ⅳ-6] 연령차별인식 수준에 따른 기업가정신의 조건부 간접효과  ···········196

[그림 Ⅳ-7] 신뢰 구간이 있는 연령차별인식에 따른 총 조건부 간접효과 ·········197





- 1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노동시장에서 중년 근로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이유우 외, 2020) 근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고용과 경력

(sustainable employment and career)의 관점에서 중년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external 

employability)이 주목받고 있다(Dello Russo et al., 2020; Johnston, 2018; Van Dam et 

al., 2017; Wiernik & Kostal, 2019). 외부고용가능성이란 노동시장에서 지속적 고용을 위하

여 현재 소속된 조직을 떠나 다른 조직에서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신념을 의미한다

(De Cuyper et al., 2015; Lu et al., 2015; Nelissen et al., 2017). 중년 근로자의 경우, 

외부고용가능성은 직업의 탐색, 통합, 유지 및 경력 전환 단계 중에서 노동시장에서 고용유지

와 경력 전환 단계에서 강조되고 있다(Vanhercke et al., 2014).

중년 근로자의 경력개발과 고용이라는 주제는 조직행동과 직업심리(Abessolo et al.,  

2017; Guan et al., 2019), 발달심리(Cavanaugh & Blanchard-Fields, 2018; Cohen, 

2016), 노동경제(Borjas, 2017; Higo & Klassen, 2013; Mahlberg et al., 2013) 및 사회

학(방하남, 신일철, 2011; 이호연, 양재진, 2017)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다수의 경력개발 관련 선행연구들은 심리적 자원인 외부고용가능성이 낮은 중년 

근로자들은 자기주도적 경력개발 역량이 부족하거나(Birkett et al., 2017) 경력 정체감에 빠

질 수 있으며(Godshalk & Fender, 2015), 동기부여가 어렵고 경력 포부 및 사기가 낮다고

(Brown et al., 2012; Zacher & Griffin, 2015) 보고하였다. 반면, 외부고용가능성과 삶의 질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은 외부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식한 중년 근로자는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환

경에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적응력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심리적 웰빙을 경험하

게 된다고 설명하였다(Peters et al., 2019; Philippaers et al., 2016; Spurk et al., 2016; 

Yousaf & Sanders, 2012). 

중년 근로자의 경력개발과 고용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실무적 중요성에 비하여, 중년 근로자

의 외부고용가능성의 선행요인을 밝히고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초기 단

계에 머물러 있다(Kirves et al., 2014). 선행연구들은 외부고용가능성과 조직성과와의 영향관

계를 분석하거나 일 관련 태도 변수들과 삶의 질 관련 변수 사이에서 외부고용가능성의 역할을 

밝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국내 중년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에 관한 연구들은 재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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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인적자원관리의 측면 혹은 퇴직 이후의 경력 전환 측면에서 생애과정으로서의 통합적 관

점이 결여된 채 산발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김현철 외, 2014; 한혜경, 이정화, 201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과 관련하여 국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조직 유효

성과 관련하여 구성원 역량으로서의 고용가능성에 주목하였다(이준혁, 전정호, 2016; 서형도 

외 2009; 최석봉, 문재승, 2012; 이지영, 2018). 또한 재취업과 관련하여 퇴직자와 경력단절 

개인의 고용가능성에 주목하였고(이규만, 구관모, 2007; 정선정, 2014), 중년 퇴직자의 고용 

관련 변수를 분석한 연구들 중에는 단순히 취업 여부를 측정한 사례도 존재하였다(강순희, 

2016; 안미영, 2015; 지은정, 2012). 후기경력개발 측면에서 다양한 생애경력경로의 차이가 

존재하고 중년 근로자의 고용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중

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부족하다.

급변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

력(sustainable career)을 위한 통합적 관점의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고용가

능성에 대한 연구들은 조직 차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역량·입력기반 관점에서 내부노동시

장에서의 경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역량·

입력기반 관점에서 내·외부고용가능성과 조직유효성(예, 조직몰입, 직무몰입, 이직의도)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에서 내부고용가능성은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준현, 전정호, 2016). 또한 특정 직무에서 기업간 이동이 얼마나 제약적인가

에 따라 내부고용가능성과 외부고용가능성이 갖는 의미가 상이하기에 고용가능성의 개념화 

및 측정에서 이를 고려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서형도 외, 2009). 따라서 중

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 연구는 인식·산출기반 관점과 개인 수준의 경력개발 측면

을 통합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De Cuyper et al., 2012; McQuaid & Lindsay, 

2005; Rodrigues et al., 2019; Ybema et al., 2020).

중년 남성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경력을 위한 외부고용가능성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인적자본으로서 일능력(work ability), 사회적 자원인 비공식 네트워크(informal network),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역량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경력 메타 역량인 경력적

응력(career adaptability)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근로자에게 일능력은 자신의 직업생애에

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또한 은퇴 이후의 활동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이게 된다(Ilmarinen & Tuomi, 2004). 둘째, 사회적 자원인 비

공식 네트워크는 자기주도적-경력관리행동(career self-management behavior)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활동적인 개인들은 네트워크의 확장과 다양성을 추구하여 네트워크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며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이게 된다(Wiernik & Kostal, 2019). 셋째, 기업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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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내재적 동기를 고양시키며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GEM, 2019; Drucker, 2004; Testa & Frascheri, 2015; Woo, 2018). 넷째, 경력적응력

은 적응력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메타 역량

(meta-competency)으로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경력적응력은 매개변수로서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

인이 된다(Brown, et al., 2012; Johnston, 2018; Savikas, 2005). 

중년 남성 근로자의 경력개발과 외부고용가능성, 산업발전에 따른 인력수급 전망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

리를 그만둔 연령'은 2006년 평균 50.3세에서 2017년 49.1세로 계속 낮아졌으며 정년이 60

세까지 연장되었지만, 실질적 퇴직연령은 더 낮아졌다(김준, 2018). 비록 법적 정년연령을 

60세로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내의 고연령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분위기로 인해 중년 

남성 근로자 스스로 이직 혹은 퇴직을 함으로써(임상훈 외, 2015), 은행의 규정된 정년과 실

제 퇴직연령 간에 간격인 정년디커플링(decoupling)이 발생하고 있다(박창동, 2012; 방하남 

외, 2012; 조선미, 강정한, 2011). 정년디커플링이 존재하는 대표적 직종인 은행권은 총노동

비용이 가장 높은 조직으로, 여성 근로자들은 대부분 50대 이전에 퇴사하며 대부분의 은행에

서 만 55세를 전후로 해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고 있다(박창동, 2012). 또한 금융인력 기초

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2019년 보고서는 은행권의 인력수요가 2019년 38만7128명에서 

2023년에는 34만471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산업 중에서 은

행권 근로자의 인력 수요 감소가 뚜렷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특히 은행권에서 비

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점이나 인원 감축이 예상된다. 따라서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임금

이 높은 중년 남성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들의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중

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내·외 선행연구들 역시 중년 남성 근로자들이 조직에서 업무와 관련하거나 업무 외 상

황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한태영, 정의영, 

2017; Fisher et al., 2017; Kulik et al., 2016; Voss et al., 2017; Vuori et al., 2019; 

Zaniboni et al., 2019). 선행연구들은 조직 안에서 연령차별로 교육기회, 업무할당 등에서 

소외되거나 성과평가에서 과소평가 받는다고 중년 남성 근로자들이 인식할 경우, 조직에 대한 

신뢰 감소와 자신감 저하로 인한 업무장애와 직무열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감소가 발생

한다는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였다(Bayl‐Smith & Griffin, 2014; Jones et al., 2014; Kulik et 

al., 2016). 또한 연령차별인식(age discrimination)은 중년 남성 근로자들이 조직 내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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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뿐만 아니라 퇴직 후까지 자기 주도적 경력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Kulik et 

al., 2016; Vuori et al., 2019; Wanberg et al., 2016).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연구는 연령차별로 인한 정년디커플링이 발생하고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비공식 네트워크, 

일능력, 기업가정신과 경력적응력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할 것이다. 또

한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 사이의 관계에서 블랙박스였던 심

리적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하여 경력적응력을 매개변수로 상정하며 연령차별인식의 부적 조

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외부고용가능성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

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의 구조적 관계와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외부고용가능성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

신, 경력적응력간의 구조적 모형이 변인 간 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 지 검증한다. 

둘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외부고용가능성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

신, 경력적응력 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외부고용가능성

과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과 외부

고용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의 부적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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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외부고용가능성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경

력적응력의 구조적 관계에서 이론적 연구모형은 적합한가?

연구 문제 2.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외부고용가능성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경

력적응력 간의 직접적 영향관계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와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연구 문제 4.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경력적응력과 외부고용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은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4. 용어 정의

가.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

이 연구에서 중년의 구분은 Super(1985), Levinson(1978) 연구에서 역연령을 기준으로 

만 45세 이상으로 설정한 것을 기반으로 최근 퇴직 연령이 점차 낮아지며 법에서 정년의 나

이로 60세를 규정한 점을 반영하여 만 60세 이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는 만 45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국내 주요 6대 은행에 재직 중인 남성 근

로자를 의미한다.

나. 외부고용가능성

외부고용가능성은 개인이 현재 소속된 조직을 떠나 다른 조직에서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정도로 직업적 능력과 자신의 고용상황 인식을 포함하는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관련된 

신념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외부고용가능성은 Johnson(2001)이 개발한 도구에 노동시장 

인식을 추가하여 직업전문성, 고용자신감, 노동시장 인식으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였으며 연구

자가 수정·보완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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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능력

일능력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일의 상호작용 가운데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과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을 평가한 점수의 합을 의

미한다. 이 연구에서 일능력 지수로 측정된 일능력은 Ilmarinen(2005)이 개발하고 양동주

(2014)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의 합을 의미한다.

라. 비공식 네트워크

비공식 네트워크는 근로자가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 

물질적 보조,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회 등을 제공받는 개인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의

미한다. 이 연구에서 비공식 네트워크는 Johnson(2001)이 개발하고 장은주(2002)가 번안하고 

연구자가 네트워크 확장성과 네트워크 다양성으로 타당화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개인 수준의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진취적 

도전정신을 가지고 혁신적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자신의 삶에서 기회를 찾고 자원을 

활용하는 창조적인 역량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은 Covin & Sleven(1986)이 

개발하고 김서영(201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

로 구성된 하위요인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바. 경력적응력

경력적응력은 직업전환과 직업과 관련한 개인적 트라우마로 인해 발행하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개인의 준비도(readiness)와 자원(resource)을 나타내는 적응자원으로, 적응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적응전략과 적응행동을 형성하는 자기 조절적 강점 혹은 역량(self regulation 

strengths or capacities)이다. 이 연구에서 경력적응력은 Savickas(2012)가 개발하고 탁진국 

외(2015)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으로 구성된 하위요

인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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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령차별인식

연령차별인식은 조직상황에서 연령으로 인해 업무할당, 승진기회, 교육기회, 인사평가에서의 

업무 내 차별과 업무 외적 상황에서 연령으로 인해 편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연령차별인식은 Kunze et al.(2011)이 개발한 척도에 Bayl‐
Smith & Griffin(2014)이 추가한 문항 2개의 총 6개 문항의 척도를 연구자가 번안하고 타

당화하여 업무 내 차별과 업무 내 편견으로 구성된 하위요인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은행권 근로자의 모집단을 추정하여 연구설계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하지만, 국내 은행에 근무하는 45세 이상 남성 근로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

어서 국내 주요 6대 은행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실시하고, 표집 대표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국내 은행권과 금융권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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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경력

가. 중년의 개념

중년기는 연령 증가에 따라 개인 간 역량격차(inter-individual variability)인‘fan’현상

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김애순, 2002; 한경혜, 이정화, 2012; Cohen, 2016; 

Lachman & James). 생애과정에서 중년은 과거의 기회와 역량 축적 수준에 따라서 성공적 

노화에 이르기 때문에, 경로 의존인(path dependent) 속성을 지니고 있다. 중년기는 생물학

적 발달 요인보다 사회·경제적 지위나 삶의 경험과 같은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때, 개인들은 비슷한 생애사건을 경험했더라도 사회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개인 인성 특성, 

네트워크 혹은 사회적 지원 등에 따라 중년기의 발달 유형이나 심리적 상태 뿐 아니라 경력

관리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김애순, 2002; 정홍인, 2017; 한경혜, 이정화, 2012; Lachman 

& James, 1997; Perrig-Chiello & Perren, 2005). 

중년기는 또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면서 동시에 젊은 날에 품었던 주관적 확신성이 보

편적 기준으로 성숙하게 되며 새로운 생의 목적성을 추구하게 되는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하

는 시기이다(김애순, 2002; 한경혜, 이정화, 2012). 중년기는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많은 사

회적, 가정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퇴직과 자녀출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이고 심리적 변화

를 경험하는 세대이다(정홍인, 2017; Lachman, & James, 1997; Perrig-Chiello & 

Perren, 2005). 중년에 경험하는 생애사건들은 인생의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생 전환기를 겪으면서 중년 삶의 경로와 경력은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다. 대부분의 

중년들에게 근로소득은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중년 이전 시기인 청년기에 주어진 기

회의 결과에 따라서 중년의 경력기회와 이로 인한 소득 획득이나 부의 축적이 상당 부분 영

향을 받는다(최원석, 이진숙, 2018). 산업화의 결과로 생활수준 향상과 과학 및 의학기술 발

달은 평균 수명 연장을 가져왔으며, 개인의 여가 증대 및 고등교육률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

화도 중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의진, 2014; 전경숙, 2010; 정홍

인, 2018; 최원석, 이진숙, 2018; Lachman, 2004). 

<표 Ⅱ-1>과 같이, 중년을 구분 짓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전경숙, 

2010; 정홍인, 2017). 첫째,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막내 자녀의 독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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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은퇴까지의 시기를 중년기로 구분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직 연령과 혼인 연령이 

늦어지기에, 생애주기만으로 중년을 범위를 기준 삼는 것은 적절한 구분이라고 할 수 없다(강

덕진, 2011; 고기숙, 2003; 김의진, 2014; 박은선, 2014; 정홍인, 2017). 둘째, 연령과 생

애주기를 동시에 고려하여 구분하는 방법이다. 연령으로는 만 40세 이상에서 만 60세에 속하

며 막내 자녀가 중학교 이상 재학 중인 경우를 중년기로 구분(류현수 외, 2009)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 등 생활양식의 다양화로 인하여 생애주기와 연령을 동시에 

고려하는 기준은 개념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정홍인, 2018; 최연실, 2014). 셋째,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만 40세부터 만 60세 가운데 어떤 특정 시기를 중년기로 보며, 가

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중년의 범위를 대표하는 기준이 된다. 연령은 경력단계, 성숙도와 같

은 삶의 환경 속에서 제시되기도 한다(Moen & Yu, 2000). 그러나 연령을 구분하는 기준도 

학자마다 다양하며 연령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다양할수록 중년의 연령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Cavanaugh & Blanchard-Fields, 2014). Cavanaugh와 Blanchard-Fields(2014)는 

구체적으로 생활 연령, 지각된 연령, 심리적 연령과 사회·문화적 연령으로 연령을 구분하였

다. Cavanaugh와 Blanchard-Fields(2014)에 따르면, 생활 연령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령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나이를 의미한다. 

구분 기준 비고

생애주기
막내 자녀의 독립부터 자신의 

은퇴까지의 시기를 중년기로 구분

생애주기만으로 중년을 범위를 기준 삼는 

것은 타당성 부족

생애주기

와 연령

40세 이상에서 60세까지에 속하며 막내 

자녀가 중학교 이상 재학 중인 경우

생애주기와 연령을 동시에 고려하는 기준은 

개념상 혼란을 초래

연령

객관적 측면의 역연령 40세 이상에서 60세까지 객관적 나이

생물학적이고 기능적 연령 일능력의 기초로 활용

개인의 자각에 의한 심리학적 연령 직무태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

사회·문화적 연령 동일한 역사적 시기를 통과한 코호트

자료 : 양동주(2014), 전경숙(2010), 정홍인(2017), Cavanaugh & Blanchard-Fields(2014), Ilmarinen, Tuomi, & 
Seitsamo(2005)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Ⅱ-1> 중년의 구분

중년과 유사용어로 정책에서 사용되는 중고령, 중장년, 장년, 신중년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표 Ⅱ-2>에 제시하였다. 사전적 의미로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중장년이란 중년(中年)과 장

년(壯年)을 함께 지칭하는 단어로, 이 때 중년은 40세~60세까지이며, 장년은 중장년에 비해 

보다 넓은 범위로 30세~60세까지 포함한다(두산백과, 2019).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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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연령의 구분이 모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고령

은 법적 연령기준으로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개인을 의미하며, 중장년은 중년과 장년을 합

친 개념으로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한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08. 16.)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준고령

(50~54세)과 고령(55세 이상)이라는 용어가 등록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고령자, 

노인 등 다양한 대상층에 중첩되며 준고령, 고령 등의 용어가 국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5060세대를 신중년으

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그림 Ⅱ-1]에서와 같이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

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는 과도기 세대(5060세대)를 의미한다. 

[그림 Ⅱ-1] 신중년의 경력경로  

자료: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7).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마련.

용어 나이 비고

중고령 50세 이상 55세 미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장년

40세 이상 65세 미만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세 이상 65세 미만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

만 50세 이상 만65세 미만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장년 50세 이상 65세 미만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신중년 50세 이상 60세 미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08. 16. 기준)

<표 Ⅱ-2> 중년 유사용어 관련 법적 연령기준

세대의 구분으로 중년을 살펴보면, 세대는 생애주기의 동일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

하는 것으로(예, 청소년 세대), 동일한 생애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발달과정에서 공통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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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면하므로 동질단위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세대는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집단

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동일한 역사적 경험의 공유와 공통의 의식을 가진 동년배 집단

(cohort)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김우성, 허은정, 2007; 정홍인, 2017). 세대를 연구한 

학자들은(Dietz, 2003; Schewe et al., 2000; 박재흥, 1995; 김우성, 허은정, 2007; 허은

정, 김우성, 2003)은 세대의 의미를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주요 경험들

을 공유하고 유사한 정서, 의식구조 및 행동양식 등을 가지는 코호트로서 파악하였다(최인영, 

2007; 허은정, 김우성, 2005). 세대 구분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선행연구들에서 세대 구분

의 출생 연도가 1-2년 혹은 2-3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림 Ⅱ-2]와 같

이, 2020년 현재 중년에 속하는 출생연도는 1960년(만 60세)부터 1975년생(만 45세)까지

이며 세대 구분으로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와 X세대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김미령, 2011; 정홍인, 2017)로 보고 있으며, X세대는 

1964년생부터 1976년생까지이다(김우성, 허은정, 2007). 

[그림 Ⅱ-2] 중년의 연령과 세대
 

이전 연구들은 중년을 베이비부머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한태영, 2014), [그림 Ⅱ

-2]를 보면 중년은 베이비부머와 X세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히려 X세대가 더 큰 비율을 차

지한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6·25전쟁이 끝난 뒤 태어난 세대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에 출생한 사람들로 청소년기에 유신시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고도의 경제성장, 두 차

례의 에너지 위기, 교육에서의 과밀화(대학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 등을 경험한 집단이다. 

X세대는 1964년에서 1976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으로 청소년기에 6월 민주항쟁을 경험하면

서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시기에 성장하였고, 산업화의 수혜 세대로서 물질적, 경제적 풍요 속

에서 성장한 집단이다. 또한 생애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49.1

세라는 통계청(2016)의 발표에 따라, 이전의 연구들에서 논의되던 중년의 범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계에서 규정된 중고령, 중장년, 중년 관련 연구의 연령 범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교

육학술정보원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중고령, 중장년과 중년을 주제어로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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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최근 10년 내·외의 논문 67편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연구 

대상의 연령을 제시한 67편의 연구 중 38편(56.7%)의 논문이 최소 40세 이상 최대 60세까

지로 중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Super(1985)는 성인중기에 

해당하는 유지기를 46~65세로, Feldman(1988)은 연령집단에서 45~55세(경력중기의 발전

기), 55세~62세(경력후기)로 제시하였다. Levinson(1978)은 중년 입문기를 45∼50세로, 

이 시기의 개인들은 융통성과 자율성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설계한다고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중년기를 만 45세 이상으로 설정한 이론과 국내의 상황을 반영하여 

중년의 범위를 만 45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한정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년의 

연령은 정책이나 연구의 범위가 유동적이고 상이하여 중년의 연령 기준은 명확히 정해진 바

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년의 연령 범위를 기존의 학계와 정부 정책에서 혼용되어 

사용되는 중장년과 장년이라는 개념을 고려하여 중년의 객관적 역연령을 기준으로 만 45세부

터 만 60세까지로 규정하고자 한다. 

나. 중년 근로자 경력

은행권 중년 근로자 경력을 논의하기 전에 국내 중년 근로자 경력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고

자 한다. 중년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고용과 경력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노경란, 2006; 박철안, 2016; 정성호, 2012; 한태영, 2014; Lachman, 2004; Sullivan 

& Baruch, 2009; Ng & Feldman, 2009, Wang et al., 2009). 중년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고용은 근로자들이 현재와 미래에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Van Dam et al., 

2017). 특히, 지속가능한 고용은 조직에서의 지속가능한 HRM(sustainable HRM approach)

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기에 조직은 중년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고 건

강하고 동기부여가 되며 유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an Dam et al.(2017)과 

Ilmarinen et al.(2005)는 고용가능성, 업무 열의(work engagement), 조직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이 지속가능한 고용의 기초가 되는 요인이라고 언급하였다. 우

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14년 82.4세로 급격히 증가했으며(최장훈, 

이태열, 2016), 중년기는 생애경력경로의 핵심인 허리에 해당한다(김경신, 김정란, 2001; 이

옥희, 이지연, 2012; Birkett et al., 2017; Kerr, & Armstrong-Stassen, 2011).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은 2006년 평균 50.3세에서 2017

년 49.1세로 계속 낮아졌으며 중년 근로자의 실질적 퇴직연령은 더 빨라졌다(김준, 2018). 

따라서 중년 근로자들은 퇴직 이후 약 10년에서 15년의 기간 동안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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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로소득이 필요하다(안준기, 최기성, 2017; De Lange et al., 2010). 

중년 남성 근로자는 기업에서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잔류하여 재취업을 거쳐 점진적 은퇴

를 하게 된다(Birkett et al., 2017; Clark, & Quinn, 2002; De Vos & Segers, 2013; 

Wang et al., 2009). 퇴직 이후에 중년 근로자들의 원활한 경력 전환을 위해서 조직과 사회

가 완벽한 지원을 할 수 없기에 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경력관리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Cahill 

et al., 2006; Wang et al., 2009). 특히 우리나라 중년 근로자들의 퇴직 시점이 빠르고, 경

력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을 경력 개발단계와 인적자

원관리의 일부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현주, 한태영, 2014; Birkett et al., 

2017). 중년 근로자의 퇴직을 경력개발단계(career development stage)로 보는 관점은 개

인이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고려하여 또 다른 경력을 개발하는 프로틴 경력(protean career) 

관점에 기초한다(한태영, 2014; Wang & Shultz, 2010). Shultz와 Wang(2007)은 퇴직이 

후기 경력개발단계라고 주장했으며, 퇴직자들의 경력개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3가지 수준

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개인적 관점에서 전문지식이 중요하며, 직무 수준에서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요구들에 대한 대처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과 직무 특성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조직적 관점에서 연령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과 관련된 조직풍토인식과 다운사이

징(downsizing)이 퇴직자들의 경력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심리적 자원 관

점에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퇴직 이후의 지속가능한 경

력을 준비하는 주요한 동기적 요인이 된다. 

 비록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현재의 조직과의 관계는 중요한 요인이

며, 현재 조직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재취업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의 연계가 형성된다(이현주, 

한태영, 2014; Walker, 2001; Wang, 2007). 중년 근로자의 후기 경력개발 과정에서 개인 

측면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예, 연령, 성별)과 개인특성(예, 성격, 가치), 신체적 건강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Wang, 2007). 직무와 경력 측면은 개인이 지속가능한 경력을 고려하는 

방향과 제약요인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되며, 보다 거시적인 조직 측면과 가족과 친지 등의 중

요한 타인(예, 사회적 자본), 그리고 정부의 정책 등의 환경 요인에 대한 대응에서 개인차가 

나타나게 된다(Avolio & Waldman, 1994; Ng & Feldm, 2008; Wang & Chen, 2006). 

한태영(2014)은 중년 근로자의 가교일자리 전직 현상과 성공요인 분석 연구에서 국내 중년 

근로자들의 재취업 성공요인으로 적극적 태도, 네트워크, 전문성, 현실직시를 언급하였으며 제

약요인으로는 연령차별, 역량부족, 기대수준을 제시하였다. 

국내 중년 근로자의 경력과 퇴직(방하남, 신인철, 2011), 은퇴시기와 고령자의 주관적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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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서적 건강(박창제, 2013)에서 국내의 노동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국외연구와는 차

별되는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한국노동조사연구의 패널을 활용하여 국내 중년 근로자의 경력과 

퇴직의 구체적 특징을 분석한 방하남, 신인철(2011)은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과 퇴직 

후 재취업의 과정을 연계하여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동학을 분석하였

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률 분석 결과,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될 확률이 높으며, 그에 따라 근속기간이 길어지고 따라서 평균적으로 퇴직이 

늦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년제도가 있는 기업이 정년제도가 없는 기업보다 고

용안정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과거 주된 일자리에서의 임금이나 소득수준 등 시장적 유

인요인보다는 가구 내 경제적 필요를 나타내는 가구 부채가 재취업이 강한 유출요인으로 나

타났다. 박창제(2013)는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은퇴시기가 고령자의 주관적 신체

적, 정서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조기

퇴직연령은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은 이른 나이(주로 55세)로, 인력구조 조정에 의한 명예퇴

직이나 강제퇴직이 조직퇴직의 주요인이라는 점에서 국외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중년 근로자 대부분이 적정한 은퇴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령

자가 근로 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편익이 노동하면서 발생하는 업무 스트레스를 상쇄

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중년 근로자들은 퇴직 후 일자리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휴식과 재충전 이후에 새로운 직

업 선택과 경력 전환의 편종형 경력곡선(carillon curve)을 가지게 된다(이유우 외, 2020; 

한태영, 2014; Erickson, 2008; Gratton, 2012; Johnston, 2018). Erickson(2008)는 무

경계 경력태도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편종형 경력곡선 개념을 제시하였다. 편종형 경력 곡

선은 개인이 경력 전환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경력이 누적되는 곡선으로 자원이 누적되고 에

너지가 증가하다가 다시 평평해진 시점에서 새로운 일을 탐색하고 경력을 바꾸는 현상을 설

명하려고 만든 개념이다(이유우 외, 2020; Gratton, 2012). 미래형 편종형 경력곡선 관점에

서 중년 근로자는 합당한 책임을 수행하면서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에 이르게 된다

(Avramov & Maskova, 2003; Baltes et al., 1999). 반면, 방하남과 신일철(2011), 이호

연과 양재진(2017)과 같이 퇴직 이후 근로자들의 일과 경력에 대한 연구들은 근로자들이 생

애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경제적인 점 때문에 일하고 있음 대부분 임금이 낮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에 편중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신중년이라 정의되는 세대는 생산

가능인구의 30.9%를 차지하고, 평균 50세에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퇴직한다. 그 이후

에는 연금수급 개시 전까지 재취업 일자리에서 일을 한 후, 점진적 은퇴를 하게 된다(이용수, 

2016; 이유우 외, 2020; Birkett et al., 2017; De Vos & Segers, 2013). 이들 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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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667만명의 정점에 이른 후 인구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2022년까지 

가장 큰 인구집단으로 신중년의 퇴직과 지속가능한 경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양

안나 외, 2018).

구체적으로 중년의 지속가능한 경력개발 사례로 '앙코르 커리어(Encore Career)'가 있

다.‘앙코르 커리어’는 마크 프리드먼이 자신의 책 '앙코르'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개인

적으로 가치로운 일의 성취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인생 후반부의 경력 전환을 의미한다

(Freedman, 2009). 지속가능한 경력으로서 앙코르 커리어는 중년(mid-life)의 퇴직과 노년

(old age)의 은퇴 사이의 가교 일자리에서의 경력 전환을 통한 경력을 의미하며, 펠로우십

(fellowship)은 앙코르 커리어와 연계된 퇴직(예정)자 지원 프로그램이다. 선진국에서는 중년

들이 사회적 기업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앙코르 커리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노일

경, 이혜연, 2014; Freedman 2009, 2016). 미국의 앙코르닷오르그(encore.org)는 앙코르 

커리어를 ‘인생 후반기 제2 커리어로써, 개인적 성취(passion), 소득확보(payback), 사회공

헌(purpose)이라는 3P의 실현이 가능한 사회공헌 일자리’라고 정의하고 있다(최재훈, 전주

성, 2019).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한국형 앙코르 커리어의 모델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지원하

며 실행하고 있다(이유우 외, 2020).

종합하면, 생애경력의 장면이 바뀌는 기간인 중년기의 개인은 전직을 새로운 경력개발단계

로 받아들여야 하며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년 남성 근로자들은 전

직으로 인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유지를 위한 외부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중년 근로자들은 퇴직 시점이 늦

은 선진국과 달리 생애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이 완전한 경제활동으로부터의 은퇴가 아

니다. 따라서 생애주된 일자리에서 원활한 퇴직적응과정과 제2의 경력준비는 중년의 외부고

용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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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년 남성 근로자 관련 연구

중년 관련 국내 주요 67편의 선행연구를 연령과 중년을 중고령, 중장년, 중년 구분에 따라 

고용 관련 변수와 고용 외 변수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Ⅱ-3>에서 중고

령 관련 주요 선행연구 21편을 살펴보면, 고령화연구조사연구, 한국노동조사연구, 고령자조사

연구, 국제사회인식조사 등 다양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경제학,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에서 조

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때 패널자료에서 제시한 나이기준에 따라 만 45세 이상, 만 50세 이

상, 만 55세 이상으로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중고령 기준을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1

편의 연구의 종속변수는 고용 관련 변수와 고용 외 변수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고용 관련 변

수는 취업여부, 소득, 경제활동 참여여부 등이며 고용 외 변수는 주로 삶의 질과 활동적 노화

에 관련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기준 연구자

종속변수

연구방법 비고고용 관련 
변수

고용 외 
변수

만 45세 

이상 

강순희(2016) 재취업 - 조사연구(패널) 고령화연구조사연구

유태균, 반정호(2012) - 삶의 질 조사연구(패널) 고령화연구조사연구

강소랑, 문상호(2010) - 삶의 질 조사연구(패널) 고령화연구조사연구

윤지은, 전혜정(2009) - 정신 건강 조사연구(패널) 고령화연구조사연구

장지연(2003) 취업여부 - 조사연구(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만 50세 

이상

이진숙, 최원석(2018) - 삶의 만족도 조사연구(패널)
만 64세 이하, 

국민노후보장조사연구

김준영, 방글(2015) 근로소득 - 조사연구(패널) 한국노동조사연구

정일영, 김찬우(2015) - 자살 생각 조사연구(패널)
만 59세 이하, 서울시 

복지패널

임안나, 박영숙(2015) -
노년기 연령 

인식
조사연구(패널) 국민노후보장조사연구

이은경(2014)
경제활동 
참여여부

- 조사연구(패널)
만 64세 이하, 

고령자조사연구

송현주, 윤정혜(2012) - 재무 상태 조사연구(패널) 국민노후보장조사연구

박미현, 정영순(2011) 창업 - 조사연구(패널) 국민노후보장조사연구

석상훈(2010) -
은퇴 후 
소득수준

조사연구(패널) 국민노후보장조사연구

신동균(2009) 취업여부 - 조사연구(패널)
만 64세 이하,  

고령화연구조사연구

<표 계속>

<표 Ⅱ-3> 중고령 관련 연구의 기준과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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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연구자

종속변수

연구방법 비고고용 관련 

변수

고용 외 

변수

만 50세 

이상

엄동욱(2008) 취업여부 - 조사연구(패널)
75세 미만, 

국민노후보장조사연구

지은정(2006) 퇴직여부 - 조사연구(패널) 한국노동조사연구

성지미, 안주엽(2006) 취업여부 - 조사연구(패널)
75세 미만, 

한국노동조사연구

만 55세 

이상

한종국(2015) 직무만족 - 조사연구(설문) 만 64세 이하

두송화, 장재윤, 

이주일(2014)
- 활동적 노화 조사연구(설문) 70세 이하

지은정(2012) 취업여부 - 조사연구(패널)
만 64세 이하, OECD 

Statistics 

김수완(2012)
유급노동 

참여여부
- 조사연구(패널)

만 64세 이하, 

국제사회인식조사

<표 Ⅱ-3> 계속

둘째, <표 Ⅱ-4>와 같이 중장년 관련 주요 선행연구 23편을 살펴보면, 패널자료와 설문을 활

용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이기준에 따라 살펴보

면, 만 40세 이상, 만 45세 이상, 만 50세 이상과 만 55세 이상으로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중장

년 기준을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장년 연구는 만 40세 이상으로 중장년 기준을 구분하

여 다양한 종속변수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장년 관련 선행연구의 

종속변수는 고용 관련 변수로는 고용가능성과 노동시장 참여여부 등이 있으며 고용 외 변수는 

삶의 만족도, 성공적 노화와 노후 준비 등이다.

기준 연구자

종속변수

연구방법 비고고용 관련 

변수

고용 외 

변수

만 40세 

이상

고윤승(2019) 창업의도 - 조사연구(설문) -

고아라, 정규형, 

신보경(2018)
- 우울 조사연구(패널)

만 64세 이하, 

한국복지조사연구(패널)
이진구, 정일찬, 

오미래(2018)
질적연구 만 59세 이하

정홍인(2018) - 성공적 노화 조사연구(설문) 만 59세 이하

김지영, 이민영(2018) 질적연구 만 64세 이하

<표 계속>

<표 Ⅱ-4> 중장년 관련 연구의 기준과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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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연구자

종속변수

연구방법 비고고용 관련 

변수

고용 외 

변수

만 40세 

이상

배재윤(2017) 질적연구 -

신광영(2016) - 삶의 만족도 조사연구(패널)
만 59세 이하, 

중장년불평등서베이
임지현, 권인탁, 

김은순(2015)
질적연구 -

안미영(2015)
노동시장 

참여여부
- 조사연구(패널)

만 59세 이하, 

한국여성가족패널
정선정(2015) 고용가능성 - 조사연구(설문) 만 64세 이하

두민영, 허희옥(2015) -
스마트기기 

사용의도
조사연구(설문) 만 69세 이하

노일경, 이혜연(2014) -
평생교육 

참여
조사연구(설문) 만 59세 이하, 요구분석

임상훈, 박용철(2014) 고용가능성 조사연구(설문) 만 59세 이하, 요구분석

김종혜, 강운선(2013) - 노후 준비 조사연구(설문) 만 59세 이하

김동철, 김정원. 

(2013)
질적연구 -

김범수, 권동호(2010) -
건강실천

행위
조사연구(설문) -

우국희(2007) 질적연구 -

만 45세 

이상 

정세정, 이상우, 

조자영(2016)
- 건강 조사연구(패널)

만 64세 이하, 

근로환경조사자료

김나래, 홍아정(2016) 구직행동 - 조사연구(설문) -

한태영(2014) 질적연구 만 55세 이하

만 50세 

이상

박은성, 김지범(2017) 직무 만족 - 조사연구(패널)
만 69세 이하, 

한국노동조사연구(패널)

신교수, 한태영(2015) - 노후 준비 조사연구(설문) 만 69세 이하

만 55세 

이상 
박경숙(2001) 취업여부 - 조사연구(패널)

75세 이하, 

한국노동조사연구(패널)

<표 Ⅱ-4> 계속

셋째, <표 Ⅱ-5>에서 중년 관련 주요 선행연구 23편을 살펴보면, 15편이 설문을 활용한 

조사연구였으며 4편의 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와, 4편의 질적연구가 있었다. 나이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만 40세 이상, 만 45세 이상과 만 50세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중년 관련 연

구는 2편의 연구를 제외하고 21편의 연구 중에서 만 40세 이상을 중년의 기준을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양한 종속변수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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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23편의 선행연구의 종속변수는 주로 고용 외 변수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주관적 행복감, 

심리적 안녕감, 중년 위기감 등 심리적 변수를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기준 연구자
종속변수

연구방법 비고고용 관련 

변수
고용 외 변수

만 40세 

이상 

이수연(2019) - 건강행위 조사연구(설문) 만 64세 이하

윤원정, 송진섭(2019) - 심리적 안녕감 조사연구(설문) 만 64세 이하

장은경, 최희정(2019) - 신체건강 조사연구(패널)
만 64세 이하, 

한국복지패널

박지영(2018) 질적연구 만 59세 이하

김정숙(2018) - 우울 조사연구(설문) 만 59세 이하

지은주(2018) - 주관적 안녕감 조사연구(설문) 만 64세 이하

김향수, 김송순, 

박미현(2018)
- 삶의 질 조사연구(설문) 만 59세 이하

이은영, 왕은자(2017) - 중년 위기감 조사연구(설문) 만 59세 이하, 척도개발

권혁철, 김형용(2017) - 주관적 행복감 조사연구(패널)

만 59세 이하, 

2016서울서베이도시

정책지표조사

최빛나, 김정민(2017) - 심리적 안녕감 조사연구(설문) 59세 이하

강민아, 양윤이, 

최나연(2017)
질적연구 만 59세 이하

모윤수, 김지현(2016) - 정서적 위기감 조사연구(설문) 만 59세 이하

서은희, 김은영, 

정은영(2016)
- 중년 위기감 조사연구(설문) 만 59세 이하

이호길(2016) - 심리적 안녕감 조사연구(설문) 만 59세 이하

조남희, 성춘희(2016) - 우울 조사연구(설문) 만 64세 이하

조혜정(2015) - 배우자 음주 조사연구(패널)
59세 이하, 

한국복지패널자료
변은경, 박성희, 

윤숙자(2013)
- 중년 위기감 조사연구(설문) 만 59세 이하

송인숙, 윤명애, 

양덕순(2013)
질적연구 만 59세 이하

오제은(2013) 질적연구 만 59세 이하

안태용(2012) - 적응 유연성 조사연구(설문) 만 59세 이하, 척도개발

최태산, 박혜경(2011) - 중년 위기감 조사연구(설문) 만 59세 이하

만 45세 

이상
김미정, 김귀분(2013) - 심리적 안녕감 조사연구(설문) 만 64세 이하

만 50세 

이상
염지혜(2019)

주된 

일자리
- 조사연구(패널)

만 64세 이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표 Ⅱ-5> 중년 관련 연구의 기준과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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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 중장년 및 중년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중고령과 중장년의 고용 관련 변수를 

다수 사용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중년 관련 연구들은 중년의 삶의 질과 관련한 심리

적 변수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경력 관련 선행연구는 중년 남

성의 경력과 고용의 관계에 대하여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

다(방하남, 신인철, 2011; 서경민, 2010; 이현주, 한태영, 2014). 또한 중년 남성들의 직장

에서의 조기 퇴직이나 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따른 경력개발 및 관리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

다(조선미, 강정한, 2011; 한태영, 2014; 한태영, 정의영, 2017). 선행연구들은 개인과 조직 

및 사회적으로 중년에 경험하는 정서적 위기감과 경력개발 및 관리의 실패는 이후의 삶 전반

에 걸쳐서 부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 능력과 의지를 지닌 중년 근로

자의 조기 퇴직은 개인의 경력을 통해 형성된 인적자본을 사장하고 후세대에 암묵지의 전수

를 단절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이미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동시

장으로의 퇴직과 결부되어 기업에서는 숙련 인적자원의 공백이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

구들은 중년 남성의 위기는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가정의 안녕, 조직 생산성 및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라. 은행권 중년 근로자의 특성과 노동시장 환경

은행권 중년 근로자 특성과 노동시장 환경은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 근로자는 금융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표 Ⅱ-6>과 같이 

2018년 9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선물, 보험(생명·손해보험

사), 자산운용/신탁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신용카드사, 리스할부사, 신기술금융사), 신협

(신용협동조합)등 7개 업권 1,48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분 은행

보험 금융투자
상호

저축

여신전문

전체생명

보험

손해

보험
증권 선물

자산

운용
신탁

신용

카드

리스

할부
신기술 신협

회사 수 57 24 31 55 6 228 11 79 8 46 46 892 1,483

고용인원 132,862 58,448 35,994 8,880 8,807 25,375 9,888 280,254*

자료: 박재하, 박춘성. (2019).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서울: 금융위원회. p. 10.

<표 Ⅱ-6> 국내 금융회사 인력 현황                                   (단위: 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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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에서 연령별, 근무 기간별 인력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권 인력은 연령대별

로 30대가 전체의 39.0%를 차지하고 40대(31.9%), 20대(15.0%), 50대 이상(13.7%)로 

나타났으며, 20대 미만은 0.4%에 불과하였다. 업권별로 50대 이상 연령 비중을 보면, 신협과 

은행이 각각 19.9%, 16.3%로 업권 전체 평균인 13.7%보다 높고, 이어 증권/선물(13.4%), 

자산운용/신탁(11.3%), 보험(10.7%), 상호저축(9.5%), 여신전문(7.8%) 순으로 나타남. 30

대 비율은 7개 업권 중 상호저축이 46.0%로 가장 높고, 자산운용/신탁(42.4%), 증권/선물

(41.5%), 여신전문(40.2%), 은행(38.3%), 보험(38.0%), 신협(31.7%)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20대 미만 0.4  0.3 0.8 0.2 0.3 0.6 0.1 0.5
20대 15.0  14.8 14.9 10.0 17.5 21.6 17.2 23.5
30대 39.0  38.3 38.0 41.5 42.4 46.0 40.2 31.7
40대 31.9 30.4 35.6 34.8 28.4 22.3 34.7 24.4

50대 이상 13.7 16.3 10.7 13.4 11.3 9.5 7.8 1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박재하, 박춘성. (2019).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서울: 금융위원회. p. 38.

<표 Ⅱ-7> 업권별 연령 비중         (단위: %)

<표 Ⅱ-8>에서 연령별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미만에서 40대까지는 남녀의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 오히려 30대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남

성이 22.2%이고 여성이 4.1%로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구분 남성 여성

20대 미만   0.1   0.8

20대   9.1  21.8

30대  33.1  45.6
40대  35.5  27.8

50대 이상  22.2   4.1

계 100.0 100.0

자료: 박재하, 박춘성. (2019).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서울: 금융위원회. p. 39.

<표 Ⅱ-8> 연령별 성별 비중                                                 (단위: %)

<표 Ⅱ-9>에서 업권별 이·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 9월 ~ 2018년 8월 기간 동안

의 총 이·퇴직자 수는 20,49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권별 이·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자발적 이직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비자발적 이직, 그리고 정년퇴직 순이었다. 업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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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은행, 여신전문에서 이·퇴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자

산운용/신탁(85.7%), 증권/선물(77.7%)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여신전

문(39.6%)과 은행(32.8%)이, 정년퇴직자 비율은 은행(21.2%), 신협(5.4%)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12,817 2,233 2,833 2,254   1,451 964 2,514 568

(62.5)  (43.2) (72.2) (77.7) (85.7) (76.5) (52.7) (73.4)

비자발적

이직

5,765   1,694 931 616 230 265 1,891 138

(28.1)  (32.8) (23.7) (21.2) (13.6) (21.0) (39.6) (17.8)

정년퇴직
1,193  1,097 31 3 3 2 15 42
(5.8)  (21.2) (0.8) (0.1) (0.2) (0.2)  (0.3)  (5.4)

기타
717   145 127 29 9 29 352 26

(3.5)  (2.8) (3.2) (1.0) (0.5) (2.3) (7.4) (3.4)

계
20,492  5,169 3,922 2,902 1,693 1,260 4,772 7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박재하, 박춘성. (2019).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서울: 금융위원회. p. 40.

<표 Ⅱ-9> 업권별 이·퇴직자 현황                                         (단위: 명, %)

정년까지 근로자가 은행을 다닐 수 없는 조직분위기는 근로자들의 비·자발적 퇴직을 유도

하고 있다(박창동, 2012). 은행의 퇴직관리 기준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을 두었다기보다

는, 공평성에 가까운 준거로 공평한 퇴직대상자 선정 기준은 노조 또는 종사자 다수로부터의 

반발 무마는 가능하지만, 우수 인적자원의 퇴직이 발생할 수 있다(안종태 외, 2014; 장은주, 

2002). 제1금융권(은행)은 희망퇴직 기준을 공시하고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지만, 제2금융권

은 기업이 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과 협의하는 방식으로‘기업주도형 퇴직관리 제도로

서 비자발적 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자발적 퇴직의 기준인 정년제도

는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발생하는데, 제1금융권(은행)은 60세가 정년이나 55세 전후하여 임

금피크제를 운영하며,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전후하여 관례적으로 희망퇴직제를 실시한다. 

증권․보험․카드는 대부분 조직 내 정년이 55세로 직업군인과 유사한 직위(직급)별정년제를 암

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퇴직제는 시장 환경과 조직 여건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

고 있다(박창동, 2012). 비자발적 퇴직 사유는 연령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비자발적 

퇴직 대상자 선정기준과 연관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라미드형 조직구조 속에서 근로

자들은 연령이 많을수록 조직과 후배들의 보이지 않는 압박과 편견을 부담스러워 하였으며, 

경력개발 한계로 승진 기대감 상실이 퇴직의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여성은 육아와 조직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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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성장 한계 인식이 퇴직의 주된 사유가 되었으며, 그 이외에 인사고과, 성과평가도 퇴직

사유가 되었다(안종태 외, 2014; 장은주, 2002).

 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1금융권(은행) 퇴직대상자를 

연령으로 선정하는 한계는 퇴직자와 기업 담당자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박창동, 2012), 퇴직 

후 근로자들의 일과 진로에 대한 태도 변화는 개인 성향과 연령에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퍼

져서 차이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을 해야만 하는 30대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추려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반면, 40대 근로자들은 개인의 역량 차이의 간격이 

30대에 비해서 더 커지며 퇴직과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는 정도에 간격이 발생하였

다. 50대 근로자들은 40대 근로자들보다 개인의 역량 차이가 더 나타나면서, 일에 대한 동기

(예, 경제적 안정감의 유무)에 따라서 일에 대한 열의가 달라지게 된다(박창동, 2012; 안종

태 외, 2014; 양안나 외, 2018). 50대 퇴직 후 재취업을 한 개인들은 육체적 부담이 적으면

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체면유지가 가능하며,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창동, 2012). 

은행 근로자의 비·자발적 전직지원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은행권 

전직지원 프로그램은 노사정위원회1)가 금융 산별 노사가 2006년 체결한 ‘교육훈련 및 전

직체계 구축과 관련된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유강현, 2015).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숙련 형성은 계속 강조되는 추세이며 평생고용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숙련에 기초한 직종에서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

고 있다(박창동, 2012). 현실적으로 은행권 종사자들은 동일한 분야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경력 전환이 일반적이라고 받아들여지기에, 노동권 보호의 측면에서 고용 관련 주제는 결국 

근로자의 숙련형성과 고용가능성으로 귀결된다.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경력단절로 인한 

퇴직자의 불안과 긴장을 감소시키고,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전 

직장의 능력과 경험에 맞는 직업으로의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유강현, 2015). 따라서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평생직장 대신 평생 직업이나 평생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다(박창동, 2012). 

[그림 Ⅱ-3]과 같이, 경력 전환 준비단계에서 은행권의 전직지원프로그램 교육은 재취업 

컨설팅과 창업 컨설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취업과 창업과정에서는 직무실습, 현장견학 및 

인턴십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유관산업 직종 탐색은 필요역량 보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재능

1) IMF 이후 노사관계의 현안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노사정위원회를 마련함. 노사정 위원회 밑에 금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에서 금융산별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함(유강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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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와 같은 사회봉사 교육 또한 이루어진다. 실제로 은행권의 중년 남성 근로자들을 인터뷰

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의 경력과 관련된 직업이나 일로 퇴직 후 이직하는 경우가 성공적인 

퇴직 후 경력 경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창업 컨설팅의 경우 성공적 창업지원, 현장방문과 

견학을 통한 창업에 대한 위험인지 및 창업 정보와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표로 한다.

[그림 Ⅱ-3] 금융산업 전직지원 프로그램 단계별 로드맵

자료: 박창동. (2012). 금융산업 전직지원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49.

은행권과 관련하여 일자리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은행권은 정년디커플링이 있는 대표적

인 조직이다(조규형, 이유우, 2019). 은행은 1997년의 IMF 이후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

하여 불필요한 비용구조의 개선과 인력감축, 조직축소 등을 통해 비용효율성을 제고하였다(장

은주, 2002; 이지영, 2018). 이 과정에서 국외 선진 금융회사의 경영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국내 은행들은 연공서열식의 보상과 승진체제의 재편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면서 근로

자의 고용안정성이 약화되었다. IMF 이전에는 국내 은행들은 조직구성원에게 종신고용을 보

장하였기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고용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종신고용이 무너짐에 

따라 기존의 경직된 노동시장에 익숙해 있던 조직구성원들은 고용불안이 현실화되었다(김한

준, 2016).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금융회사들은 핵심인력만을 확보하고 필요한 전문 및 

기타 인력들은 외부 노동시장을 통해 공급받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다(박재하, 박춘

성, 2019; 장은주, 2002).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은 내부노동시장을 강조하는 

인사관리 특성으로 인해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외부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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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달하지 못했다(장은주, 2002). 

한국고용정보원(2016)의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는 단순한 금융/보험관련직의 고용 감소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서는 금융/보험관련직(81.8%)의 일자리 

감소 예상이 가장 큰 이유가 금융권에서 현재 활약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와 핀

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김한준, 2016). 반면,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 활용 분야에서 금융권 일자리가 지속 창출이 예상되며 전문적인 금융인력의 확

보 및 관리가 은행권 핵심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박재하, 박춘성, 2019). 따라서 은행권 중

년 근로자들은 일반적 실업 위험보다는 기술변화에 따른 중년 근로자의 재훈련 요구 및 교

육·훈련의 잠재적 불평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조규형, 이유우, 2019).

구체적으로 은행권의 교육과 훈련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글로벌 은행들은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과 육성에 투자하고 있으며, HRD부서 또한 강의실을 벗어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새로운 역할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은행의 경우 조직 규모

가 확대되고 경영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리더와 핵심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통합적으로 

주도하는 HRD 전문조직이 등장하였다(이진규 외, 2013). 최근 글로벌 은행의 인재 육성은 

문제해결과 전략적 사고, 현장과 성과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

전문인력의 글로벌 경쟁력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직무 연수를 거의 활용하지 않은 이유 등으

로 전문성 강화에 실패했다고 지적된다(이진규 외, 2013). 한동휘와 이재은(2011)에 따르면, 

전체 금융인력에서 금융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영국 16.4%, 홍콩 43.8%, 싱가포르 

51.3%인 반면, 우리나라는 8.9%로 금융산업이 앞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전문·관리직은 28만 명 정도 증가해야 하며 반대로 사무직은 7만 명, 판매직은 10만 명 정

도 줄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금융전문인력은 주로 경영대학원이나 금융실무 양성기관

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나 전문분야에 특화된 핵심 실무자를 필요로 하는 시

장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이진규 외, 2013).

종합하면, 첫째, 연령별 근무 기간별 인력 비중 현황에서는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전체의 

39.0%를 차지하고 있었고, 40대가 인력 비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성에 

따른 연령별 비율을 종합하면 남성은 40~60세 사이의 인력이 전체 남성 인력 중에서 57.7%

에 해당하며 여성은 40~60세 사이의 인력이 전체 여성 인력 중에서 31.9%에 해당하는 차이

를 보이면서 나이에 따른 성별의 인력비율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연령

별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근로자의 비율에서 전체 남성 근로자 중에서 50대 이상 남

성 근로자 비율이 22.2%이고 전체 여성 근로자 중에서 50대 이상 여성 근로자 비율이 4.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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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금융전문 인력에 대한 요구가 높지

만, 전문적 기술 부재가 경력 전환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평생고용, 연공형 임금체계 

및 경력사다리의 단절 등의 이유로 준비되지 않은 금융산업 근로자의 경력 전환은 용이하지 

않다. 넷째, 국내 은행들은 단순 사무직 채용인원을 줄이는 추세이며 대면영업과 같은 일자리

가 감소가 진행되기에 중년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은행 근로자의 연령별 성비의 차이가 존재하며 생애경력주기가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경력 패턴을 갖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예, 최수정, 2018; Brunello & 

Rocco, 2017; Hanusheck et al., 2017), 국내 은행권에 근무하고 있는 중년 남성 근로자만

을 대상으로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과 변인을 살펴볼 것이다.

마. 중년 근로자 관련 이론

이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학문 분야에 따라 

중년 남성 근로자의 경력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고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연구 대상의 특성과 

관련 변인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중년 남성 근

로자 관련 이론을 심리학의 발달심리 관점, 교육·경영학의 경력개발 관점, 경제학의 노동경

제 관점과 사회학의 노동시장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1) 심리학의 발달심리 관점

발달심리학은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가지 요인을 연령효과(age effect), 동

시대 집단효과(cohort effect)와 측정시기 효과(time of measurement effect)로 구분하고 

있다(유기융, 2015; Merriam et al., 2007). 연령효과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효

과이며, 동시대 집단효과는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태어나고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 내포하는 

효과이며, 마지막으로 측정 시기 효과는 자료를 수집하는 시기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나 경

향성이 갖는 효과이다(김애순, 2002; 노일경, 이혜연, 2014; 정홍인, 2017; 최인영, 2007). 

Papalia et al.(2006)은 생애주기 발달 관점(life span developmental approach)의 중요한 

특징으로 다방향성, 다차원성, 가소성, 역사와 환경 및 다양한 인과관계의 다섯 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표 Ⅱ-10>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원인들을 파악하고 다면적으로 생애주기 발달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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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설명

다방향성
발달은 동일한 개인, 연령 기간, 또는 행동 범주 안에서 상승과 감소를 

동시에 초래

다차원성
발달은 개인의 다양한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성격, 지능과 인지가 동시에 

변화

가소성
개인마다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한이 다르기는 하지만, 

생애주기 동안 기능 향상

역사와 환경
사람들은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발전하는데, 개인은 자신의 

환경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 적극적 상호작용 수행

다양한 인과관계

하나의 원인만이 생애주기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원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의 다학제적인 협력이 

필요 

자료: Papalia, D. E., Sterns, H., Feldman, R. D., & Camp, C. (2006). Adult development and aging. 
McGraw-Hill Humanities/Social Sciences/Languages. p. 6. 재구성.

<표 Ⅱ-10> 생애주기 발달 관점의 중요한 특징

<표 Ⅱ-11>에 따르면, Papalia et al.(2006)은 발달심리학의 바탕을 이루는 세 가지 메타

이론과 모델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모델이란 이론적 관계의 구체적인 이미지 또는 구조적 모

형으로 세 가지 메타이론은 기계적, 유기체적 그리고 맥락적 메타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계적 메타이론은 양적인 발달을 추구하는 관점으로 대표적으로 인간의 인지과정은 컴

퓨터의 정보처리 과정과 비교하는 정보처리이론(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이 있다(김

애순, 2002). 둘째, 유기체적 메타이론은 인간을 유기체로 보는 관점으로 발달단계가 존재하

며 각 단계마다 이뤄야 할 과업이 있다. 대표적으로 Erikson(1963)의 심리사회적 자아발달 

단계이론이 있는 데 Erikson의 이론은 성인기와 노년기를 삶의 독특한 단계로 본 최초의 이

론이었다. 마지막으로 맥락주의적 메타이론은 다이나믹한 상황 가운데서 개인들은 상황 가운

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과 환경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과거의 상황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Buhler(1968)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발달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Baltes(1987)는 전생애 발달이론을 주장하면서 일생의 모든 단계에서 

연속적 혹은 비연속적 과정이 존재하며 획득(성장)과 상실(쇠퇴)로서의 발달을 주장하였다. 

발달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다차원이고 다방향적으로 변화는 엄격하게 고

정된 방식이 아닌, 역사와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고 다학제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Baltes(1993)는 개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포함하는 전생애에 걸친 발달이 선택(selective), 

최적화(optimization), 그리고 보상(compensation)이라는 세 가지 요인과 연관된 과정이라는 

새로운 성공적인 노화모델인 ‘SOC 모델(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을 제시하였다(Baltes, & Balte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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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계적(mechanistic) 유기체적(organismic) 맥락주의적(contextual)

기본 메타포 기계
유기체의 발달

Erikson(1963)

상황 속에서 지속적 발달

Buhler(1968), Baltes(1993)

발달의 관점 지속적 단계적(비연속적 발달)
지속적 혹은 단계적

(변화하는 목표와 상황)
강조되는 변화 

유형
양적인 질적인 양적이면서 질적인

인과관계의 

관점
내적이고 외적인 환경 내적인(최적의 발달 추구)

상황별 기회와 제약 조건 내의 

개인의 목표
예측성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다소 낮음

변화의 방향 감소 혹은 보상을 수반한 감소 좀 더 통합하고 수용적
인생의 각 시기에 획득과 

감소가 존재
나이 듦에 

대한 가치
낮음 중립적 중립적

자료: Papalia, D. E., Sterns, H., Feldman, R. D., & Camp, C. (2006). Adult development and aging. 
McGraw-Hill Humanities/Social Sciences/Languages. p. 37. 재구성

<표 Ⅱ-11> 세 가지 메타이론의 비교

발달심리학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생애경력단계로서 중년기는 성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생활에서 경제적 수준 확립을 유지하며, 자녀가 신뢰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하

는 등의 과업발달이 성취되는 시기이다(Havighurst, 1972). 많은 학자들은 생애경력단계에

서 성인중기를 40~50대로 성인후기를 60대 이후로 구분하고 있다(Erikson, 1963; 

Havighurst, 1972; Levinson, 1978). 중년기의 주요한 발달을 육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과 

심리·사회적 발달로 구분하여 <표 Ⅱ-12>에 제시하였고 대표적인 학자들은 Erikson(1963), 

Havighurst(1972)과 Levinson(1978) 등이 있다. 

연령 기간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심리·사회적 발달

40~65세

Ÿ 감각 능력, 건강, 체력, 기량

의 악화가 일어날 수 있음. 

Ÿ 여성들은 폐경을 맞음.

Ÿ 정신적 역량이 가장 극대화 

Ÿ 경험이 풍부하고 문제해

결 능력이 가장 뛰어남.

Ÿ 창의력은 감소하나 질적인 

측면에서 향상이 일어남.

Ÿ 진로 성공과 소득이 최고

점을 이루지만, 반대로 번

아웃이 되거나 진로 변화

가 일어날 수 있음.

Ÿ 중년의 변화가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Ÿ 자녀 양육과 노인세대의 

돌봄의 막중한 책임감이 

스트레스를 가져옴.

Ÿ 자녀들이 집을 떠나는 

빈둥지증후군을 경험할 

수 있음.

자료: Papalia, D. E., Sterns, H., Feldman, R. D., & Camp, C. (2006). Adult development and aging. 
McGraw-Hill Humanities/Social Sciences/Languages. p. 9. 재구성.

<표 Ⅱ-12> 중년기의 주요한 발달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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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kson은 처음으로 한 개인이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모델을 제시하였고 중년을 독립적이며 의미 있는 기간으로 정의하면서 성인 발달이라는 학문

적 토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Cohen, 2016). Erikson은 중년은 막연한 불안을 겪는 경직된 

시기가 아니라 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처럼 중요한 발달의 단계로 규정하였다(Cohen, 

2016). 특히 성인기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될 수 있으며, 침

체감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생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지혜를 얻어 자아통합감을 획

득하지 못하면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안정신, 2015; 유기웅, 2015). 

Erikson의 이론은 정체감의 혼란 또는 중년기 경력위기 등과 같은 성인의 경력발달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Levinson(1978)은 연대기적 연령에 근거하여 성인기에 특화된 생애발달이론을 제시하였

다(김흥국, 2000). 이전의 학자들이 성인기 발달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성인

기에도 질적으로 다른 발달의 시기들이 존재하며, 각 연령기별로 독특한 과제와 심리·사회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생애구조(life structure)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Ⅱ-4]에 따

르면, 인간의 생애(life course)는 서로 구분되는 계절(season)이 교차되는 생애주기(life 

cycle)가 있으며 생애주기는 5년 정도 이어지는 시기와 몇 개의 시기를 포함하는 시대(era)

로 구분하여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Levinson(1978)은 성인기의 발달에 중점을 두어 전 

생애적 접근방식의 필요성에 따라 이론을 체계화했다. Levinson의 생애단계 구분 중 성인중

기는 중년의 전환기(40~45세), 중년 입문기(45~50세), 50대 전환기(50~55세), 중기 완성

기(55~60세)의 4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각 시기는 고유한 특징과 과제를 갖는다. 

[그림 Ⅱ-4] Levinson의 생애단계 구분

자료: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york, NY : Knopf.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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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inson의 생애단계 구분 중 성인중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년 전환기(midlife 

transition)(40∼45세)는 성인 초기와 성인중기 사이의 발달적 다리 역할을 하는 시기이며 

개인들은 젊음과 나이듦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중년 입문기(45∼50세)는 

중년기를 시작하는 인생 구조를 형성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개인들은 융통성과 자율성을 통

해 자신의 경력을 설계한다. 50대 전환기(50∼55세)는 중년 입문기의 인생 구조를 재평가하

는 시기로, 자아와 세계에 대한 탐색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다음 시기의 인생 구조를 형성

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중기 완성기는 중년의 절정기(55∼60세)로 중년기의 중요한 야

망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로 성인중기의 남은 시기에 적합한 인생을 설계한다. 중년기

는 자신의 존재와 자기 삶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왔던 인생

의 목표와 가치 생의 우선권 타인과의 관계 등 지나온 삶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재조명하

면서 정체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전경숙, 2010).

중년과 관련한 발달심리학의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시기에 수행되어야 

하는 특정한 과업이 있으며 모든 개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단계별로 주어진 과업을 이

행함으로써 발달해 나간다. 둘째, 중년기의 발달과업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여부가 노년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발달과업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다

방향성, 나이 듦에 대하여 가치 중립적이며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역할 또는 기대수준이 있다. 

따라서 발달심리학 관점은 중년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경력개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교육·경영학의 경력개발 관점

사람은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사회적,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을 찾게 

된다. 일(work)은 자기 자신 그리고/또는 타인에게 유익함을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의미하며 직업(vocation)은 특정 시점에 수행하는 주된 일의 역할을 의미한

다(김봉환 외, 2000). 개인들은 일을 통해 자기 성장과 자기개발을 추구하며, 자신이 속해있

는 조직 뿐 아니라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해서 경력에 관심을 갖게 된다. 개인의 일과 관련하여

‘career(진로 혹은 경력)’는 학문 분야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김흥국, 

2000; Arthur et al., 1989; Tempest & Coupland, 2017). 먼저,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사

용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진로는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일의 총체(김봉환 외, 2000)이다. 일과 관련한 경험은 학교에서 직업선택(occupational 

choice)과 관련한 경험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봉환 외, 2000; 김흥국, 2000).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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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중년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일과 관련한 경험은 중년 근로자의 생애주된 

일자리(career job)의 경험과 직업선택(occupational choice)과 관련한 경험(예, 펠로우십, 

재능기부, 인턴십 등)도 포함한다(이유우 외, 2020).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통용되는 직장 혹

은 직무와 관련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개념인 경력은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서 

일(work)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직업적 경험을 의미한다(Arthur et al., 1989; Hall, 2002). 

[그림 Ⅱ-5]와 같이, Hall & Heras(2010)은 경력을 일반적으로 개인이 평생 경험한 일련

의 업무 관련 경험이라고 정의하면서 경력과 직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그림 Ⅱ-5] 경력과 직업의 관계

Hall, D. T., & Heras, M. L. (2010). Reintegrating job design and career theory: Creating not just good jobs 
but smart job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1(2/3), p. 453.

경력은 한 개인의 삶에서 평생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며, 지속해서 일어나는 개별적이며 또

한 상호 관련된 직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장은주, 2002; Tempest & Coupland, 

2017). 과거에는 경력이 교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게만 해당하는 개념으로 인식

되었으나, 경력개념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됨으로써 경력은 한 개인의 삶의 질을 결

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Hall & Mirvis, 1995; Lent, & Brown, 2013). 

Arthur(2008)는 <표 Ⅱ-13>과 같이 교육학과 경영학으로 구분하여 경력이론 관련 주요 학

문 분야를 제시했다. 경력과 관련하여 교육학적 관점에서는‘직업’에 초점을 두고 직업상담 

및 진로교육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반면, 경영학적 관점에서는‘조직’에 초점을 두고 조

직 안에서의 개인이 어떻게 경력을 발전시키고 경력성공에 이르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경력을 바라보는 관점은 심리학/교육학, 경영학, 사회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

서의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는 경력에 관한 관심 단위와 분석수준, 

관찰 및 측정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Arthur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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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분야 경력을 바라보는 관점 내용

심리학/

교육학

직업

(Holland, 1985)

어떤 직업에 맞는 안정적 성격 특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에 유익하다고 보는 전통적 관점

자아실현의 수단

(Shepard, 1984)

인간주의적 관점은 경력이 개인의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성장이 어떻게 조직과 사회에 도움을 주는가에 초점

개인 생애구조의 한 요소

(Levinson, 1984)

인간은 자신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라 연령별로 단계를 거치

는 생애구조를 가지는데, 직업을 통한 일은 생애단계의 중요

한 요소 

경영학
일련의 직무 관련 경험

(Hall & Mirvis, 1995)
개인이 평생 경험 한 일련의 직무 관련 경험

사회학

사회적 역할의 전개

(Van Maanen & Barley, 1984)

사회질서에 대한 개인의 상호 호혜적 기여를 중심으로 경력을 

의미

사회적 이동

(Blau & Duncan, 1967)
한 개인의 직업을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는 관점

경제학
시장의 힘에 대한 반응

(Becker, 1975)

한 개인의 직업을 단기적으로는 고용기회의 분배 결과로, 장

기적으로는 인적 자본의 축적이라고 보는 관점

자료: Arthur, M. B., Hall, D. T., & Lawrence, B. S. (1989). Generating new directions in career theory. 
In Handbook of career theory (pp. 7–25).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0. 재구성

<표 Ⅱ-13>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경력을 바라보는 관점

따라서 경력과 개발이라는 개념을 종합하여 경력개발을 정의하면, “한 개인이 일생에 걸

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직무 관련 태도, 능력 및 성과를 향상해 나

가는 과정”이다(김봉환 외, 2000; 김흥국, 2000). 경력개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개인진로와 관련하여 조직구성원 각 개인의 욕구를 중시한다(Lent, & Brown, 2013). 

둘째, 개인과 조직의 공동 참여를 중시하는 과정(process)으로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욕구를 

조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셋째, 개인의 주관적 관점을 강조한다. 넷째, 개인과 직무,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의 산물이다(Hall, 1996, 2002). 마지막으로 경력개

발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공간(life space) 변화를 통한 자아개념(self-concept)의 확대도 포

함된다(Super, 1980). 좁은 의미에서 경력개발은 개인이 입사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경

력경로(career path)를 개인과 조직이 함께 계획하고 관리하여 개인 욕구와 조직목표를 달성

해 가는 총체적인 과정이다(김흥국, 2000; 백종욱, 2001; Lent & Brown, 2013). 경력개발

과 관련하여 경영학과 경제학에서는 경력개발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한편, 심리학과 교

육학에서는 진로지도, 진로개발, 진로교육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김봉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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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김흥국, 2000). 개인의 경력계획은 직종선택, 직장선택 직무선택 및 경력자기개발을 

포함하며, 조직의 경력관리는 선발·모집, 인적자원할당, 사정·평가와 교육·훈련 개발 등을 

포함한다(백종욱, 2001; Briscoe & Hall, 2006; Brousseau et al., 1996; Gutteridge & 

Otte, 1983). 

<표 Ⅱ-14>에서 제시하듯이, Hall(1996, 2002)는 경력개발의 개념에서 시간과 관심의 

대상에 따라 4가지 경력개발의 효과성을 제시하면서 장기적인 과업 측면에서 적응력의 중요

성을 제시하였다. Hall(1996, 2002)은 조직에서의 인력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의 개념을 개인 

차원과 직무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개인 차원으로는 단기적으로 직무에 대한 태도, 즉 일

과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나 긍정적 태도 형성과 장기적으로는 정체성 형성으로 설명했다. 직

무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높이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직무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개발에 대한 Hall(2002)의 정의는 인력개발에서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직무능력의 향상으로 좁게 해석하는 관점과 비교해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김흥국, 2000). 

구분
시간 범위(time span)

단기(short term) 장기(long term)

과업(task) 
기술개발(skill development)/ 

성과향상(improving performance)
적응력 향상(improving adaptability)

개인(self) 태도 변화(change attitude)
정체성 개발과 확장

(developing and extending identity)

자료: Hall, D. T. (2002). Careers in and out of organizations. Sage. p. 134.

<표 Ⅱ-14> 네 가지 경력개발 효과성

[그림 Ⅱ-6]을 보면, Grzeda(1999)는 경력개발의 관점에서 경력 전환을 이해할 때, 전통적

인 견해와 최신의 견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전통적인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낮

은 직무-환경 적합성, 중년의 위기, 성인발달 단계의 측면에서 경력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환경적인 변화, 조직전략, 조직의 구조조정이 경력 전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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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경력개발의 관점에서의 경력 전환

Grzeda, M. M. (1999). Re-conceptualizing career change: a career development perspective.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4(6), p. 306.

오늘날의 조직들은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탄력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고용 관계를 관계적 계약관계(relational contrasts)로부터 거래적 계약 관

계(transactional contracts)로 변경하였고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은 과거와 같이 평생직장을 보장

받기가 어려워졌다(김흥국, 2000; Arthur et al., 1995; Arthur et al., 2005).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쳐 오늘날의 사람들은 평생 한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것에서 탈피하여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인 주

도적인 다양한 경력개발에 더 주목하게 되었다(Arthur et al., 2005; Hall, 1996; Hall & 

Mirvis, 1995; Sullivan, 1999). 

최근의 연구들은 삶 전체가 경력(life is career)을 나타낸다는 관점에서, 생애 경력(life 

career)으로서 경력을 일과 개인의 삶에 대한 통합적 측면에서 설명한다(Hennekam, 2016; 

Hirschi et al., 2015; Spurk et al., 2016; Tolentino et al., 2014; Wiernik & Kostal, 

2019). 경력 행동은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연관된 다양한 역할과 상호 연계되

에 최근의 경력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와 개인적인 삶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심미영, 2012). 따라서 의미 있는 경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인은 자신의 경

험을 성찰하고 자신의 가치와 흥미를 반영한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나

가야 할 필요가 있다(Savickas, 1997). 개인적 관점과 조직적 관점의 경력개발은 다음과 같은 차

이가 있다(김흥국, 2000; 백종욱, 2001; Hall, 1996, 2002). 먼저 개인적 관점은 개인의 경력계획

(career planning)을 근간으로 자기평가를 실시하고, 경력정보를 탐색하고, 생애계획을 설정하여 

직업을 선택한다. 따라서 개인적 관점은 경력을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계획하고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된다. 반면에 조직적 관점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전략적 인사관리의 기능으로서 

경력개발을 바라보게 된다. 개인적 관점과는 대조적으로 조직은 경력관리(career managemen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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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된다. <표 Ⅱ-15>에서 제시하듯이, 먼저 개인 수준의 대표적 이론은 Super(1955), 

Hall(1996), Feldman(1988)의 이론이 있으며 조직 수준의 대표적 이론은 경력시스템 유형

론(Sonnenfeld, 1988)과 경력정체 유형론(Feldman & Weitz, 1986)이 있으며 통합적 관점

은 경력개발시스템이론(McMahon, 2002)이 있다. 

개인적 관점 조직적 관점 통합적 관점

Ÿ 진로발달이론

(Super, 1955, 1980)

Ÿ 경력단계 모형(Hall, 1996, 2002)

Ÿ 경력단계 모형(Feldman, 1988)

Ÿ 경력시스템 

유형론(Sonnenfeld, 1988)

Ÿ 경력정체 유형론

(Feldman & Weitz, 1986) 

Ÿ 경력개발시스템이론

(McMahon, 2002)

자료: 연구자 재구성

<표 Ⅱ-15> 중년 남성 근로자 경력개발 관련 이론

먼저, 개인 수준의 대표적 이론으로 첫째, Super는 진로발달이론을 발전시켜 전생애 진로

발달의 관점으로 진로이론을 체계화하였다. Super(1955, 1985)는 진로발달을 자아개념의 

발달이라고 보았는데 자아개념은 전 생애 발달단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일과 관

련된 능력, 흥미, 가치 등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Super는 진로발달이론에서는 직업선택이 

전 생애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발달과정으로 보았다(유지연, 신효정, 2019). Super

는 전생애적 진로발달을 성장기(0∼14세), 탐색기(15∼24세), 확립기(25∼44세), 유지기

(46∼65세), 쇠퇴기(65세 이후)의 다섯 가지 대순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유지연, 신효

정, 2019; Super & Knasel, 1981). 이 중 성인중기에 해당하는 유지기(46~65세)는 확립

기 이후 직업적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하면서 자신의 직업적 위치를 유지하며, 직업입지와 상

황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유지, 갱신과 혁신의 

발달과업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전에 수행하던 직업적 역할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직업 분야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만약 이때 

새로운 직업 분야를 선택하게 된다면, 성장기를 제외한 이전 단계인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를 

재수행한다. 

성인기 진로발달은 개인차가 크고 조직 환경에서의 적응이 중요하다. 따라서 Super는 후기 

진로발달이론에서는 생물학적인 발달이 나이의 발달과는 다르기에 진로성숙이라는 용어를 성

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자기반성에서 진로적응력이라는 용어로 이를 대

체하였다(Super & Knasel, 1981; 김봉환 외, 2010). 또한, 성인기 진로발달이론에서 발달

의 불안정성이 정상적이며 성공적인 발달적 변화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재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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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재순환 개념에 따르면, 정상적인 생애순환과정에서 경제불황, 해고

와 과학기술의 발달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회 변동과 개인이 속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이슈 등은 재순환을 촉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Super는 불안정한 진로

와 중년기의 진로위기는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빠른 사회적 변화의 환경 속에서 개인이 보다 

적응력을 갖도록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er, 2000). 후기진로발달이론은 생애

주기(life-span)와 생애공간(life-space)이라는 개념을 통해 진로발달의 순환 과정을 강조한

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진로를 추구하게 

된다. Super의 이론은 직업과 관계된 개인의 발달과정을 매우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생애단계

별 발달과정과 개인의 경력개발이 정상적 생애단계별 경력성숙 및 자아개념의 발달정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진단과 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개인의 경력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김흥국, 2000; Super, 1980, 1996). 

둘째, Hall(1976)은 경력개발 단계를 탐색단계, 발전단계, 유지단계, 쇠퇴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Hall의 경력단계 모형은 기존의 개념적 수준의 연구를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는 평

가를 받으며 이제까지 사회·심리적 발달과 역할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생애단계와 

경력단계 이론들과는 차별적으로 경력단계별 업무성과의 변화를 고찰했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김흥국, 2000). 이 중 중년은 성인중기에 해당하는 단계는 유지단계(40대 중반 이후)로 

조직 내에서 지위가 상승하면서 책임감이 증가하고 다른 이들을 지도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면서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들은 중년의 위기에 직

면하여 갈등과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계속 성장하거나 

혹은 정체 및 침체하기도 하며 때로는 새로운 경력 기회를 맞이한다. 이후 Hall(1996)은 기

술의 급격한 발전과 기술혁신의 주기가 짧아진 점에 주목하여 [그림 Ⅱ-7]에서와 같이 새로

운 경력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중년의 삶과 경력 유지와 재평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Hall, 1996, 2002). 이전의 전통적인 관계적 계약관계와는 다르게, 거래적 

계약관계는 개인들의 조직간 이동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능력 있는 개인들은 한 조직

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시장가치에 따라 조직을 옮겨 다니는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

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Hall, 2002). 이때 개인의 경력단계는 역연령이 아니라, 개인이 

몸담은 직업 분야별로 탐색, 시도, 확립과 숙달을 거쳐 다시 탐색으로 이어지는 경력단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경력성공은 분야별 학습 단계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조

건이다. 또한, 학습 단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은 연대기 연령(40, 50대가 '중기 경력기'였던 

시기)이 아니라, 특정 전문 분야의 5년이 아마도 그 분야의 '중년기'가 될 수 있는 직업 연령

이다. 따라서, 경력단계의 반감기는 그 경력단위 역량분야의 반감기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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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Hall(1993)의 경력단계의 새로운 모형 

자료: Hall, D. T. (1993). The new “career contract”: wrong on both counts. Technical report, 
Executive Development Roundtable, School of management, Boston University. p. 15.

셋째, Feldman(1988)의 경력단계 모형은 <표 Ⅱ-16>과 같이 개인의 경력단계는 탐색기, 

시도기, 확립기, 전환기, 유지기 그리고 쇠퇴기를 거치는 과정으로 각 경력단계의 전형적 나이 

범위와 단계별 개인이 해결해야 할 경력 과제와 심리적 이슈를 제시하였다. Feldman 모형의 

특징은 각 개인의 경력단계를 경력 이전, 경력 초기, 경력 중기 및 경력 후기로 구분하였는데, 

중년은 경력 중기의 전환기와 발전기 및 유지기에 해당한다(김흥국, 2000). 중년과 관련하여 경력

단계 모형(Feldman, 1988)의 경력단계와 단계별 경력 과제 및 심리적 이슈는 다음과 같다.

연령집단 경력단계 경력 과제 심리적 이슈

38~45세

경력 

중기

전환기

Ÿ 자신의 진정한 경력 능력, 재능 및 흥

미의 재평가

Ÿ 자신의 멘토로부터의 독립 및 타인에 

대한 멘토가 될 준비

Ÿ 자신의 야망과 비교한 실제 진해의 재평가

Ÿ 직장생활과 개인생활 사이의 갈등 해결

45~55세 발전기
Ÿ 멘토가 됨

Ÿ 일반 관리자로서 더 많은 책임을 맡음

Ÿ 고속 승진경로에 있는 젊은 사람들과 경쟁

Ÿ 당면한 기술적 스킬을 지혜에 기초한 경험

으로 대체

55~62세
경력 

후기
유지기

Ÿ 기업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Ÿ 조직의 정치적 장에서의 역할 확대

Ÿ 자기 자신의 경력보다 조직의 발전에 일차

적 관심

Ÿ 정치적 또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

자료: Feldman, D. C. (1988). Managing careers in organizations . Foresman & Company. pp. 18-19. 재구성.

<표 Ⅱ-16> 중년과 관련한 경력단계와 경력 관심사

조직적 관점의 이론은 경력시스템 유형론(Sonnenfeld, 1988)과, 경력정체 유형론

(Feldman & Weitz, 1986) 등이 있다. 첫째, 경력시스템 유형론(Sonnenfeld, 1988)은 조직

의 특성이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직무를 따라 움직이는 집합체로서 경력시스템(career 

system)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Sonnenfeld(1988)는 조직구성원의 충원에 있어서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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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영입과 내부승진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는 내부 노동시장 개방성(openness of 

internal labor market)과 직무배치와 승진(assignment flow)에서 동료 간의 경쟁(cohort 

competition)과 협력으로 구분하고 2×2 매트릭스 차원에서 경력시스템을 유형화했다(김흥

국, 2000). 아카데미형(academy)은 충원에 있어 내부승진에 초점을 두나 배치와 승진 과정

에서 상대적으로 치열한 조직으로, 경력시스템의 우선순위를 고용안정을 통한 인재개발에 둔

다. 클럽형은 배치와 승진 과정에서 내부 공급을 중심으로 하지만 후보자 경쟁이 상대적으로 

약한 유형이다. 선·후배 간의 위계적 구조가 강조되며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승진이 결정되고 

구성원의 유지(retention)가 시스템의 기본방향이다. 팀형(team)은 스포츠팀이나 방송계와 

같이 외부영입을 주로 하며 후보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뛰어난 능력의 개인을 외부에서 영

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에 모집(recruitment)이 시스템의 기초가 된다. 마지막으로 

요새형은 경쟁자에게 포위된 조직으로 조직의 생존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조직구성원

에 대한 배려가 약하며 인력이 감축(retrenchment)에 우선순위에 두고 근로자 교육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다(김흥국, 2000; Sonnenfeld, 1988). 

둘째, 경력 정체란 근로자들이 더 이상 승진할 것 같지도 않고 책임이 커지는 직무를 맡을 

것 같지도 않는 상태에 처하는 것을 의미한다(Feldman & Weitz, 1986).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력정체 현상은 더 이상 승진할 자리가 없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인 정체가 있고, 근로자 스

스로가 더 이상 학습 의욕을 갖지 못할 때 발생하는 개인적 정체로 구분할 수 있다. 경력정체 

현상을 겪는 근로자는 저성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력 정체(career plateau) 유형론은 

[그림 Ⅱ-8]과 같이 개인의 경력 정체를 여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그 선행요인과 관리적 대

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Feldman & Weitz, 1986). Feldman & Weitz(1986)은 책임이 증

가 되는 직무를 할당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을 정체된 상태라고 인식하면서 예산의 규모측정, 

감독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리하는 자산의 수준이 정체된 것으로 보았다. 경력 정체의 원인은 

개인 수준, 직무 관련과 조직 수준의 변수들로 구성된다. 개인 수준에서는 근로자의 기술, 능

력, 욕구 및 가치관 등이 경력 정체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직무 차원에서는 내생적으로 동기

부여 시키는 직무특성과 외재적 보상 등이 경력 정체의 원인이 된다. 조직 수준에서는 조직의 

낮은 성장이 원인이 된다. 한편, 국내 조직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력정체 현상은 

45세 전후로 나타난다. 만일 저성과자가 된 중년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인 실직을 당할 경우, 

전직이 어려워 취업률이 낮고 유휴인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삼성경제연구소, 2011; 황

수경, 2012; Adams et al., 2002; Kerr & Armstrong-Stassen, 2011; Wang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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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경력 정체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

자료: Feldman, D. C. & Weitz, B. A. (1988). Career plateaus reconsidered. Journal of Management, 14(1). p. 70.

Gerpott & Domsch(1987)는 기존의 경력 정체에 대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경력 정체 요

인의 관련성 때문이 아니라, 연령이 결과에 영향을 많이 준 연령 효과(age effect)에 의한 것

이며 대부분의 연구가 미국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였다. 경력 정체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항상 개인의 유효성에 항상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

니다(Brown et al., 2012; Godshalk & Fender, 2015). Levinson et al.(1978)은 경력 정

체를 성인발전의 단계에서 정상적인 발전으로서 보기도 하였고, 일반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개인은 그들이 정체되었다고 인정하면, 그들의 관심사를 다른 영역으로 

옮기기 때문이다(백종욱, 2001; Zacher & Griffin, 2015). 특히, Levinson(1986)은 경력 정

체가 통해서 개인의 성장이나 개발에 유익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경력 정체 단계를 

3단계로 제시하면서 정체된 기간에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정성을 통하여 자신의 직

무에 숙달하고, 가족과 개인의 삶을 돌보며, 다가올 변화를 위한 정신적인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경력 정체는 개인에게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모두 유익한 기능이 존재

한다. 따라서, 대부분 연구자는 경력 정체를 개인과 조직의 측면에서 정체의 부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었지만, 중년 근로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Brown, 

et al., 2012; Godshalk & Fender, 2015; Zacher & Griffin, 2015).

통합적 관점으로는 Patton & McMahon(2006)의 경력개발시스템이론(the systems 

theory framework of career development, STF)이 있다. 경력개발시스템이론은 경력개발

에 영향을 주는 개성, 흥미와 신념, 가치, 자기역할 개념, 연령,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자기효

능감과 결과기대와 같은 개인 특성 변수들과 개인의 경력 경로와 경력을 형성하는 상황 요인

의 통합으로서 시스템을 의미한다(McMahon, 2002). 따라서 경력개발시스템이론에서는 개인

시스템 역시 상황시스템의 한 부분이 되며 상황시스템은 사회시스템(social system)과 환경

적 시스템(environmental system)으로 구분된다(McMahon, 2002; Patton & McMa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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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심미영, 2012). 사회시스템은 사회 경제적 배경, 공동체, 가족, 개인의 교육 경험 등으

로 볼 수 있으며, 사회시스템 보다 넓은 범위인 환경적 시스템은 지리적 위치, 정부의 정책, 

고용시장과 같은 요인으로 구성된다. 경력개발시스템이론 내의 시스템은 침투성이 있으며, 순

환적으로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즉 시스템들은 비록 상호호혜성의 원칙이 없을지라도, 

이 둘은 상호 연관성이 높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McMahon, 2002; Patton & 

McMahon, 2006; 심미영, 2012). 

경력개발시스템이론의 핵심은 시스템의 요소 또는 하부 시스템 상호 간의 상호작용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 되는 변화이다. 경력개발시스템에서 변화

는 끊임없는 발전의 과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며, 비선형적인 방식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역점을 둔다(McMahon, 2002; Patton & McMahon, 2006; 심미영, 2012). 경

력개발시스템이론은 Super의 생애주기이론 뿐 아니라 행운이나 사건, 우연과 같은 예기치 않

은 것들의 예외적인 요인에 대한 영향도 반영하여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의 통합을 이뤘다고 

평가된다. 

최근 경력은 비연속성(discontinuity)과 비선형성(non-linearity) 그리고 개인에 의한 경

력 관리로 특징 지워진다(Arthur & Rousseau, 1996; Hall, 1996). 따라서 경력 개발의 통

합적 관점에서 주체적이며 자율적으로 경력을 형성하는 개인적인 특성이 경력의 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력 행동에 대한 연구는 환경적 맥락과 상황적 맥락을 포함하여 중년 

근로자의 경력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경제학의 노동경제 관점

중년과 관련한 경제학적 이론은 인적자본이론과 생애주기이론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이란 “물적자본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이를 통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학교·학습·훈련을 통하여 형성된 인간에게 체내화 된 교

육·기술·숙련·지식 등을 통칭”한다(조우현, 황수경, 2016). Becker(1964)의 인적자본이

론(human capital theory)은 모든 근로자는 동질적이어서 개인의 선천적 재능 차이는 없으

며 오직 교육과 훈련에 의한 능력개발만이 개인의 생산성 격차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획득되는 새로운 지식, 정보, 전문기술은 인간에게 내재하는 특징을 지니면서 

동시에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자본의 특징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교육은 인적자본을 형성하

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Becker, 1994). 인적자본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생산성 제

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교육, 건강과 노동시장 정보 등도 개인에 의하여 투자된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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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된다. 그러나 나이가 듦에 따라 인적자본 투자량은 감소한다. 왜냐하면 개인은 추가적 

투자가 이루어질 때 포기해야 하는 소득, 즉 기회비용이 켜지면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점

차 낮아지게 된다. 또한 나이가 40세가 넘어가면, 숙련의 형성보다는 숙련의 부식(skill 

depreciation)이 더 빨라질 수 있다(Becker, 1994). 

생애에 걸쳐 인적자본 양을 축적하는 과정을 생애경력경로(career path)라고 한다(Borjas, 

2017). 노동시장에서 연령이 올라가면서 인적자본 투자는 지속하되 투자량이 줄어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억력이 쇠퇴하거나 건강이 서서히 약화될 때, 개인의 인적자본량 자체가 마모되

거나 쓸모없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생애주기에 따른 남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경

제활동 참가율과 근로시간은 30세에 이를 때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34~44세에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50세에 하락하기 시작한다(Borjas, 2017). 이런 현상은 국내의 경우도 이와 비슷

하게 나타나는 데, 40대 후반 무렵 개인의 인적자본을 설명하는 생애경력경로는 정점에 도달

한 후 점차 하강하는 모습을 보인다(조우현, 황수경, 2016).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은 현재와 미래의 고용 관계에서 임금 압박을 만들어냄으로써 조직은 

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비효율적이라고 인식한다(이유우 외, 2015; Acemoglu 

& Pischke, 1999; Hall, 2002). 교육·훈련 기회의 측면에서 연령차별 현상은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안종태 외, 2014; Walker, 2001). Walker(2001)에 따르면, 영

국의 경우 고령 근로자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18.5%에 불과했다. 

Wang과 Chen(2006)은 성인 초기 인력보다 중년기 인력의 교육·훈련 효과성이 불명확하여 

시니어 대상 교육·훈련 중요성이 등한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년 근로자 대상 교육·훈

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유미, 이재경(2005)은 국내 철강 산업의 중년 근로자 교육훈련 실

태 연구를 통해 교육·훈련에서 소외된 중년 인력이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업무에 대한 동

기부여가 증가하여 직무만족과 조직성과를 높인다고 밝혔다. 

중년 근로자의 경력과 관련하여 조직 퇴직이 발생하는 원인은 Lasear(1979)의 장기근속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연공임금제(seniority wages)는 근로자의 생산성과 성과와 무

관하게 연공서열에 고정된 임금제도이다(안종태 외, 2014).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조직퇴직 혹은 명예퇴직을 유도하게 된다(Cho & Kim, 2005; Higo & 

Klassen, 2013). 고령화와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정년연장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부정할 수

는 없지만, 국내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방하남, 신인철, 

2011; 안종태 외, 2014; 조우현, 황수경, 2016; 한태영, 2014: Cho, & Kim, 2005; Higo 

& Klassen, 2013). 기업들은 근로자를 정년까지 계속 고용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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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한다(조우현, 황수경, 2016; 한태영, 2014). 그러나 학자들은 임금조정

을 수반하지 않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오

히려 제도의 취지와 달리 중고령자 조기 퇴직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방하남, 

신인철, 2011; 안종태 외, 2014; 조우현, 황수경, 2016; 한태영, 2014: Cho, & Kim, 2005; 

Higo & Klassen, 2013).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령-임금 곡선에서 근로자 임금이 40대 후반 

피크를 이루고 감소하는 것은 기업 내 임금체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반영한 것이며 실제 근로자가 기업 내부 내동 시장에 남아있는 한 임금은 지속해

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방하남, 신인철, 2011; 안종태 외, 2014; 조우현, 황수

경, 2016; 한태영, 2014; Cho, & Kim, 2005; Higo & Klassen, 2013). 

Lasear(1979)의 장기근속 모형에 따르면, 연공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

기 위해 젊었을 때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장기근속자에게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제

공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가질 때 채택한다고 설명한다. 그렇기에 기업에서 인력의 고령화 

는 연공임금으로 인한 피해가 다시 개인에게 돌아가는 반생산적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방하남, 신인철, 2011; 안종태 외, 2014; 조우현, 황수경, 2016). 예를 들어, 젊은 근로자에 

비해 장기근속 근로자가 더 많은 기업이라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중고령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

고 결과적으로 연공임금의 기반이 되었던 장기고용 관계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Cho, & Kim, 

2005; Higo & Klassen, 2013). 

이상을 정리하면,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로 노동시장은 급변화하면서 기업이 중년 근로자가 

임금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인식할 때, 중년 근로자의 퇴직이 발생한다(이유우, 2019; 

류청산, 2017; Hall, 2002).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중년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본역량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 감성 지능과, 일능력, 경력적응력, 리더십과 같은 

소프트 스킬과 함께 전이가능한 스킬(transferable skill)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생애경력

경로의 측면에서 개인의 경력개발에 주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4) 사회학의 노동시장 관점

Becker(1964)에 의해 일반적 인적자본과 기업특화 인적자본의 구분이 이루어진 이후, 미

국의 제도학파 경제학자에 속하는 Doeringer & Piore(1971)는 기업특화적 인적자본이론을 

확장하여 1971년 내부노동시장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 Doeringer & Piore(1971)는 내

부노동시장을 노동의 가격결정과 배치가 일련의 규칙과 절차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의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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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an administrative unit)로 정의하였다. 내부노동시장은 한 기업 내에 직종별과 숙련수준

별로 상이하게 작용한다. 화이트칼라는 하급사원에서 최고경영자까지의 생애경력경로가 전체 

기업을 범위로 설계되지만, 블루칼라인 생산직의 경우는 하나의 기업의 경계 안에서 몇 개의 

직무만을 수행하면서 승진하도록 설계된다(조우현, 황수경, 2016). Doeringer & 

Piore(1971)는 내부노동시장을 숙련의 특수성(skill specificity), 현장훈련(OJT)과 관습

(custom)의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숙련의 특수성이란 고유한 숙련이란 기록되거나 문

서로 전수 불가능하며 비공식 학습을 통해 내부노동력만이 소유할 수 있는 숙련 스킬이다. 이

는 직무의 특수성(job specification)과 기술의 특수성(technology specification)의 두 가지

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조우현, 황수경, 2016). OJT는 내부노동시장을 발전시키는 두 

번째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 때 비공식 훈련을 통해 전수되는 지식과 기술은 체계화되거나 혹

은 기록되지 않은 채 전수되며 숙련의 특수성은 대규모적이고 표준화된 교육·훈련 보다는 

소수의 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숙련특수성 관련 OJT는 내부노동시장을 강화시킨다. 

기업에서 관습(custom)이란 작업의 여러 측면, 예를 들어 인적자원관리 차원과 관련된 일련

의 불문율, 즉 비성문화된 선례와 관행이다(조우현, 황수경, 2016; Doeringer & Piore, 

1971). 관습은 현재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선발될 근로자에 대한 기준

(expectational norms)이 되기 때문에 잘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경직성을 가진다. 따

라서, Doeringer & Piore(1971)에 따르면, 내부노동시장은 고용안정성, 승진가능성, 그리고 

규칙과 절차가 제고하는 정당성에 기인한 경제적 효율성을 가지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초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생겨난 원인은 이중경제구조(dual economy) 때문이다(변금

선, 2018). 예를 들어, 하나의 경제 시스템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기업이 출현하고, 시

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 기업은 외부의 노동시장과는 구분되는 원칙을 가진 

기업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을 운영한게 된다(이호연, 양재진, 2017). 또한 

내부노동시장은 단일 기업 외에도 독점적 지위에 대한 권위를 갖는 기업을 중심으로 운용되

는 노동시장을 의미한다(Doeringer and Piore, 1971; 이건, 2001). 이중노동시장 이론은 거

시적인 관점에서 실업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기 때문

에 구직자들은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2차 노동시장의 직업을 갖기보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취업을 유보하게 된다(변금선, 2018; 

어수봉, 1999).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과정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내부노동시장

은 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을 포함한 외부 노동자들과는 차별되는 독점적 지위를 수여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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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양재진, 2017). 기업들은 독점 이윤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의 효과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조직에 대한 헌신을 형성하게 되며 기업의 인

력관리는 기업 특화 훈련(firm-specific skill)을 통해서 더욱 개발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렇

게 안정화된 내부 노동시장 구조는 투입에 해당하는 진입 부분만 외부 노동시장에 열려있을 

뿐이고, 그 외의 모든 자리는 주로 기업 내부이동성을 통해 채워진다(조우현, 황수경, 2016). 

연공서열과 승진을 바탕으로 한 관료제적 성격의 내부노동시장을 가진 일본 대기업이 내부노

동시장의 대표적인 예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연구들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동시장을 

중심노동시장·1차 노동시장·내부노동시장이라고하며,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

시장을 주변부노동시장·2차 노동시장·외부노동시장이라고 구분하였다(변금선, 2018; 이호

연, 양재진, 2017).

<표 Ⅱ-17>에서와 같이, 내부시장의 존재는 상이한 특성을 보인 다른 노동시장이 존재한

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부 노동시장과 다른 노동시장이 바로 외부노동시장이 된다(이호연, 양

재진, 2017; 조우현, 황수경, 2016). 많은 연구들은 외부노동시장을 내부노동시장과 비교하

며 그 차별적인 근로조건에 주목한다. 내부노동시장에서는 고용안정성･높은 임금･우수한 근로

조건을 보장받지만, 반면 내부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근로자는 비록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불안정한 고용관계 및 사회적 보호로부터의 배제 등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변금선, 2018; 황수경, 2003). 또한 외부노동시장에 있는 근로자가 한 번 외

부노동시장에 속하게 되면 내부노동시장 진입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 내부노동시장은 주

로 맨 하위층의 최초 진입만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외부노동시장의 경우 기업의 모든 

층위의 일자리가 상당히 개방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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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부노동시장(1차 노동시장) 외부노동시장(2차 노동시장)

기업경쟁력 높은 경쟁력(독점적 지위) 약한 경쟁력

기업 규모 상대적으로 대규모 상대적으로 소규모

조직 특성 연공제적(관료제적) 직무 중심

숙련 형성 기업 내부 훈련 숙련된 인재 고용/미숙련직종

조직 개방성 폐쇄적(가장 하층만 개방) 전 계층에 걸쳐 개방

고용 관계 안정적(장기고용) 불안정(단기고용)

임금 수준 고임금(효율임금) 상대적 저임금

사회적 보호 수준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노동시장 간 이동 양 부문 간 노동력의 이동은 상당히 제약적

자료: 이호연, 양재진. (2017). 퍼지셋 분석을 통해 본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안정 노동자. 
한국정책학회보, 26(4), p. 69. 재구성.

<표 Ⅱ-17>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의 특징

실제로 많은 조직에서 기업의 규정된 정년과 실제 퇴직연령 간에 간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년디커플링(decoupling)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방하남 

외, 2012; 조선미, 강정한, 2011). 구체적으로, 기업의 내부경쟁적인 인적자원관리는 핵심부

와 주변부로 구분하여 숙련수준이 높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소수의 고성과자가 임원

으로 승진하는 내부경쟁을 가속하는‘up or out’원칙에 따라 중년에 해당하는 고직급자들의 

고용 불확실성이 증대되었고 승진경쟁이 가속화되었다(조선미, 강정한, 2011). 결국 기업에서

는 주변부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중년 근로자는 일찍 퇴직하는 인적자원관리의 병폐가 발생하

게 되었다(방하남 외, 2012). 생애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중년들의 경우 경험과 숙련 정도

가 특수하게 높은 비중으로 강조되는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연령대의 개인들에 비해

서 비교우위를 가지기 쉽지 않다. 결국,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은 임금이 매우 낮고 근로조건

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과 직종에 몰리게 된다. 대부분의 중년 남성 근로자들은 50대 초반 

생애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15년 이상을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생애경력경로를 보이

고 있다(방하남, 신일철, 2011; 이호연, 양재진, 2017; 한태영, 2014). 

이상을 정리하면,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연령이 높은 근로자들의 경

력개발과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구조적 측면을 설명해 준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력의 측면에서 구조적 측면을 반영한 중년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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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이론 종합

이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 근로자의 경력과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하여 심리학, 교육학, 경영

학, 경제학과 사회학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론들을 고찰하였다. 중년기는 인생의 전환기로

서 자신의 존재와 자기 삶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왔던 인생

의 목표와 가치 및 타인과의 관계 등 지나온 삶을 전반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자기평가가 필

요하다. 중년 남성 근로자들은 일을 통해 성장과 개발을 추구하며,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뿐 

아니라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해서 경력개발이 중요하기에 중년 근로자의 경력은 한 개인의 삶

의 질을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중년 남성 근로자의 경력개발은 자기주도적 경력

개발의 프로틴 커리어와 무경계 관련 경력개발로 변화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적인 경력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개인의 경

력을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중년 남성 근로자들은 나이가 40세가 넘

어가면, 숙련의 형성보다는 숙련의 부식(skill depreciation)이 나타나고, 개인의 생애경력경

로는 40대 중반에 정점에 도달하였다가 그 이후 하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중년 남성 근로

자들은 1차 노동시장인 생애주된 일자리에서 50세 전후에 퇴직하여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

게 된다. 중년 남성 근로자들은 조직 안에서 연령차별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이들이 퇴직 

후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또한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에 따

라 기업내부에서 고숙련을 요구하는 상위일자리는 수요가 유지되지만, 자동화와 같은 기술혁

신으로 인해 저숙련 일자리는 수요가 감소할 것이기에 중년 근로자의 경력개발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들을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표 Ⅱ-18>에서 각 학문별 관련 이론과 이를 바탕으

로 관련 변인을 제시하였다.

 

구분
심리학 교육·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발달심리 관점 경력개발 관점 노동경제 관점 노동시장 관점

관련 이론

Ÿ 전생애 발달이론

Ÿ 생애발달이론

Ÿ 발달과업이론

Ÿ 진로발달이론

Ÿ 경력단계 모형

Ÿ 경력개발시스템이론

Ÿ 경력정체 유형론

Ÿ 인적자본이론

Ÿ 장기근속 모형 Ÿ 이중노동시장이론

관련 변인

Ÿ 역연령

Ÿ 생물학적 연령

Ÿ 연령차별인식

Ÿ 일능력

Ÿ 비공식 네트워크

Ÿ 기업가정신

Ÿ 경력적응력 

Ÿ 역연령

Ÿ 일능력
Ÿ 연령차별인식

<표 Ⅱ-18>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 관련 이론 및 선행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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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고용가능성 

가. 외부고용가능성 개념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은 "고용(employ)"과 "능력(ability)"의 두 단어의 조합으로 만

들어진 용어로, 정책 입안자, 학자와 실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교육, 

경영과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Vanhercke et al., 2014). 고용가능

성의 사전적 정의는‘개인의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character) 또는 자질(quality)'로 

간단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적용되는 관점 및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McQuaid & Lindsay, 2005; Nelissen et al., 2017; Van der Heijden, 2012; 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 2006; Van den Broeck et al., 2014). 고용가능성 연구의 초

점은 시대에 따라 세계 대전 이후에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책적 접근을 하는 거시 

수준(macro-level)에 초점을 두었으나, 1980년대 조직중심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메조 수준(meso-level) 및 무경계경력과 프로틴경력의 새로운 경력패러다임에서 개인의 주

관적 경력태도가 강조되는 개인 수준(micro-level)으로 초점이 바뀌었다(Vanhercke et al., 

2014). 또한 고용가능성은 고령자, 구직자, 실직자 및 미고용 근로자와 학생들이 취업할 가능

성에서 현재 조직에 고용된 재직자들이 자신의 고용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었다(이준혁, 전정호, 2016).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한 고용 환경에

서 고용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애경력에서 필요한 개인의 고용유지 능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자신의 노동시장에서 바람직한 직무를 확보하기 위한 개인의 인식이자 태도로(De 

Cuyper et al., 2015; Lu et al., 2015), 조직 내·외에서 직무 및 경력기회를 찾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ozionelos et al., 2016; De Cuyper et al., 2015; Kirves, 

Kinnunen, & De Cuype, 2014; Lu et al., 2015). 

고용가능성은 간결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정선정, 2014). 또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은 경력적응력(career 

adaptability), 경력탄력성(career resilience)과 함께 진로구성주의 관점을 대표하는 개념으

로 강조되고 있다(Maree, 2017). 점차 무경계, 프로틴 경력의 개념이 강조되고 조직 간의 

이동이 빈번한 고용 환경 속에서 중년 근로자들에게는 조직의 내부고용가능성 보다 노동시장

에서의 고용능력인 외부고용가능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서형도 외, 2009; 이지영, 2018; 

Bozionelos et al., 2016; Brown et al., 2003, De Cuyper et al., 2015; Lu et al., 2015; 

Van Der Heijde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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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19>와 같이 고용가능성은 Rodrigues et al.(2019)이 제안한 성향적 관점

(dispositional approach), 역량기반적 관점(competence-based approach)과 인식에 초점

에 둔 관점(perceptions of employability)과 De Cuyper et al.(2012)이 제안한 입력기반

(input-based)과 산출기반(output-based)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점 구분 개념

Rodrigues 

et al. 

(2019)의 

세 가지 

관점

Ÿ 성향적 관점

(dispositional approach)

(eg, Fugate & Kinicki, 2008)

Ÿ 경력 관련 기회를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일과 관련된 개인 성향의 

집합체로서 속성과 태도

Ÿ 역량기반적 관점

(competence-based approach)

(eg, 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 2006)

Ÿ 조직 안에서 활용되는 직업 전문 지식 

역량과 일반적 역량

Ÿ 인식에 초점을 둔 관점

(perceptions of employability)

(Vanhercke et al., 2014)

Ÿ 개인 요인, 직무, 조직지원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심리적 개념으로 주관적인 

경력성공을 의미

Ÿ 고용의 획득과 유지와 관련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인식

De Cuyper 

et al. 

(2012)의 

두 가지 

관점 

Ÿ 입력기반(input-based) 관점

(Eby et al., 2003)
Ÿ 개인에게 내재된 인적자본과 역량으로서 

고용가능성을 증가시킨 것에 중점 

Ÿ 산출기반(output-based) 관점
Ÿ 직업을 얻고 유지할 가능성에 대한 개인이 

인식한 고용가능성으로 고용가능성의 

결과에 중점

<표 Ⅱ-19> 고용가능성의 관점과 구분

 

첫째, Rodrigues et al.(2019)은 성향적 관점(dispositional approach), 역량기반적 관점

(competence-based approach), 인식에 초점에 둔 관점(perceptions of employability)으

로 고용가능성 개념을 구분하는 데, 역량기반적 관점과 인식에 초점을 둔 관점은 측정 수준에

서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Vanhercke et al., 2014). 먼저, Fugate와 Kinicki는 고용

가능성을 개인의 적응력(adaptability) 향상을 기반으로 직업 정체성과 사회적 자본 및 인적

자본의 교집합이 고용가능성이라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림 Ⅱ-9]와 같이, Fugate와 

Kinicki는 고용가능성은 근로자들이 일과 직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유

연성, 작업과 경력 관련 개방성, 적극적 성격(proactive personality) 및 탄력성(risilience)

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의 성격, 행동, 영향력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사회적(psycho-social 

construct) 구성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Fugate & Kinicki, 2008; Fugate et al., 200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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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성향적 관점에서 고용가능성은 근로자 자신이 진로 관련 기회를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

게 하는 일과 관련된 개인 성향의 집합체로서 속성과 태도이다(홍아정, 조윤성, 2012).

[그림 Ⅱ-9] 성향적 관점에 기반한 고용가능성의 경험적 모델

자료: Fugate, M, Kinicki, A. J, Ashforth, B. E. (2004) Employability: A 
psycho-social construct, its dimensions, and applications, 65(1), p. 19.

역량기반 관점은(Van der Haijde & Van der Haijden, 2006)은 직업 전문 지식, 업무의 

변화를 예측, 준비 및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일자리와 고용주 간에 원활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 2006). Van der 

Heijden(2006)은 역량기반 관점으로서 고용가능성이 인적자본(human capital)으로서 직업 

전문 지식(firm specific knowledge), 일반적 스킬(general skills)과 전이가능한 스킬

(transferable skills)을 포함하는 역량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Vanhercke et al., 2014).

인식에 초점을 둔 관점은 개인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irves et al., 2014; Van den Broeck et al., 2014). 이러한 관점에서, 고용주는 더 이상 

근로자의 경력개발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지 않고 가장 큰 책임은 개인 근로자가 갖게 된

다(Arthur, 1994; DeFilllippi & Arthur, 1994; Baruch et al., 2014; Sullivan & Baruch, 

2009). 인식에 초점을 둔 관점은 개인이 조직의 계층적 사다리를 오르는 것으로 인지한 전통

적인 경력개발의 관점보다는 현대적인 경력개발 즉 무경계 경력(boundaryless career)과 프

로틴 커리어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전통적인 경력개발에서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충성과 성과에 

대한 묵시적인 상호 기대와 고용주가 제공하는 고용안정성에 기초한다(Baruch et al., 2014; 

Sullivan & Baruch, 2009). 성향적 관점과 역량기반적 관점과는 다르게 인식에 초점을 둔 

관점은 고용기회의 양과 고용형태로서 고용의 질(quantity and quality of employment 

opportunities)까지 고려한다(Vanhercke et al., 2014). 

인식된 고용가능성은 주관적인 평가로서 고용가능성의 심리적 개념과 일치하는데, 객관적 

상황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Vanhercke et al., 201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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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유사한 프로파일을 가진 개인은 노동 시장에 대한 지식,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또는 

고용가능성 제고 활동에 참여하려는 동기 부여에 따라 고용가능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 다

를 수 있다. 또한 개인 요인, 직무, 조직(예, 경력 개발 지원) 및 사회적 상황(예, 가용 일자

리의 총 수)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Arthur, 1994; DeFilllippi & Arthur, 1995; 

Sullivan & Baruch, 2009; Vanhercke et al., 2014). 예를 들어,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요

인 영향으로 나이가 많은 근로자(개인 요인)는 높은 노동 시장 비용 때문에 젊은 근로자에 

비해 고용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Forrier et al., 2009; Vanhercke 

et al., 2014). 또한 정부가 고용주에게 지원금(구조적 요인)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할 때, 개인은 그러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자기 자신이 더 고용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Forrier et al., 2009). 따라서 [그림 Ⅱ-10]과 같이 개인과 환경

의 상호작용 결과는 고용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Ⅱ-10] 심리학적 관점에 기반한 지각된 고용가능성 모델

자료: Vanhercke, D., De Cuyper, N., Peeters, E., & De Witte, H. (2014). Defining perceived 
employability: a psychological approach. Personnel Review, 43(4), p. 598.

이 때 [그림 Ⅱ-11]과 같이 인식된 고용가능성은 대상에 있어서 차이를 가진다. 역량기반 

고용가능성 관점과 성향적 고용가능성 관점은 조직 안에서 있는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되지만, 인식된 고용가능성 관점은 학생, 근로자, 취업예정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또

한 인식된 고용가능성은 고용과 관련하여 직업의 탐색, 통합, 유지 및 경력 전환 단계에 모두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Vanhercke et al., 2014). 

고용가능성의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하면, 인식된 고용가능성 관점은 개인의 노동시장에서 

고용됨을 평가하며, 역량기반 고용가능성 관점은 조직 안에서 활용되는 직업 전문 지식 역량

과 일반적 역량으로서의 고용가능한 능력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성향적 고용가능성 관점은 

개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동기적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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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인식된 고용가능성 결정 트리 모형 

자료: Vanhercke, D., De Cuyper, N., Peeters, E., & De Witte, H. (2014). Defining perceived employability: a 
psychological approach. Personnel Review, 43(4), p. 600.

둘째, 고용가능성에 대한 관점으로는 De Cuyper et al.(2012)에 의한 입력기반

(input-based)과 산출기반(output-based) 관점이 있다(이지영, 2018; De Cuyper et al., 

2012). 입력기반 관점은 고용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산출기반 관점
은 고용가능성과 관련된 결과에 중점을 둔다(De Cuyper et al., 2012). 입력기반 관점은 인
적자본과 같이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관점에서 보는 것이며(Brown et al., 2003; Fugate 
& Kinicki, 2008; Forrier et al., 2015), 자신의 가치와 고용가능성에 대한 개인에게 내재된 
인적자본과 역량에 대한 개인의 평가이다(Eby et al., 2003; Spurk et al., 2013). 산출기반 
관점은 직업을 얻고 유지할 가능성에 대한 개인이 인식한 고용가능성으로 고용가능성의 결과
에 중점을 두는 개인이 인식한 외부고용가능성(perceived external marketability)으로서 볼 
수 있다(Akkermans & Tims, 2017; Eby et al., 2003; Forrier & Sels, 2003; Johnson, 
2001). 즉, 산출기반 관점의 외부고용가능성은 경력개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경력성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이지영, 2018; 임소현, 2019; 하종원, 송해덕, 

2012; Briscoe & Hall, 2006). 즉, 입력기반 관점의 내부고용가능성은 내부노동시장에서 안

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더불어 조직 내에서 새로운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반면, 인식된 외부고용가능성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정도

이다(이지영, 2018; Forrier & Sels, 2003; Rothwell & Arnold, 2007). 내부노동시장에서

의 내부유연성(internal flexibility)은 조직 내의 한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이동해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외부이동성(external mobility)은 자신이 속한 조직을 떠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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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신의 시장가치를 찾고 더 나은 경력을 위해 외부노동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지영, 2018; Forrier & Sels, 2003; Rothwell & Arnold, 2007). 

외부고용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조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외부고용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현재 자신이 속한 조직뿐만 아니라 외부 노동시장에서 

시장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서 이직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이 가능하

게 된다(이지영, 2018; De Cuyper et al., 2012). 또한 높은 외부고용가능성을 보이는 조직

구성원들은 고도의 기술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조직에서 독립된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근

무조건도 상대적으로 다른 조직구성원들에 비해 유연하다(DeFillippi & Arthur, 1994). 따라

서 외부고용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에 대해 몰입하고(Carson & Bedeian, 

1994), 복잡한 불연속적인 직무환경(Rothwell & Arnold, 2007)과 경력에 대해 새로운 기

회를 찾고자 하는 특성을 보인다(Arthur & Rousseau, 1996).

고용가능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외부고용가능성은 인식된 외부고용가능성과 내부유연성 혹

은 외부이동성의 관점으로 고용가능성 정의를 구분할 수 있다. 고용가능성을 인식된 외부고용

가능성의 관점에서 정의한 연구는 DeFillipi & Arthur(1994), Johnson(2001), Brown, 

Hesketh, & Wiliams(2003)의 연구가 있다. DeFillipi & Arthur(1994)는 개인의 노하우, 

기술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식과 적응성으로 정의하였다. Johnson(2001)은 프로티안 경

력(Hall, 1996)과 무경계경력(Arthur & Rousseau, 1996) 이론에 기초하여 고용가능성이란 

현재 소속된 조직을 떠나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Brown, et al.(2003)는 직업을 찾고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산업 및 직업 간을 이동할 수 있

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내부유연성과 외부이동성을 비교하면, 높은 내부유연성을 가진 조직구성원들은 조직 내에

서 다양한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평적, 수직적 이동이 용이하고 직업의 안정성을 느

낄 수 있는 동시에 조직 내에서 임금 및 승진기회를 보장받을 확률이 다른 조직구성원들에 

높은 편이다(Akkermans & Tims, 2017)). 따라서 내부유연성을 높게 인식한 조직구성원들

은 조직 안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Forrier & Sels, 2003; 

Groot & De Brink, 2000). 반면 높은 외부이동성을 가진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현 

조직에 남아서 평생 충성을 하며 근무하기 보다는 경쟁사를 포함한 조직 간 이동을 통해 더 

높은 임금 및 승진을 보장 받음으로써 경력관리를 할 것이다(De Cuyper et al., 2015; Lu 

et al., 2015). 또한, 높은 외부이동성을 가진 조직구성원들은 임금 및 승진기회 등 조건적인 

것이 다소 불리해도 새로운 조직이 현재 속한 조직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관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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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는 인식을 하면 자기주도적 경력개발 차원에서 이직도 고려할 수 있다(이지영, 2018; 

Rothwell & Arnold, 2007). 위에서 제시한 두 기준에 따라 고용가능성의 정의는 <표 Ⅱ

-20>과 같다. 

A B 연구자 정의

● DeFillipi & Arthur(1994) 개인의 노하우, 기술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식과 적응성

● Johnson(2001)
현재 소속된 조직을 떠나 다른 조직에서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정도

●
Brown, Hesketh & 

Williams(2003)
직업을 찾고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산업 및 직업

간을 이동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 Groot & De Brink(2000)
내부 및 외부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자 의지

● Forrier & Sels(2003) 내부 및 외부 노동시장에 대한 개인의 직무기회

●
Rothwell & Arnold

(2007)
지속적인 고용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능력

●
De Cuyper et al.(2015) 

Lu et al.(2015)

자신의 노동시장에서 직무를 확보하기 위한 개인의 인식으로 

내부에서의 고용가능성을 나타내는 내부유연성과 

외부시장에서의 고용가능성

●
Akkermans &

Tims(2017)
조직 내·외부에서 고용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A: 외부고용가능성, B: 내부유연성과 외부이동성

<표 Ⅱ-20> 연구자에 따른 고용가능성 정의

종합하면, 인식된 외부고용가능성은 노동시장의 고용기회의 양과 질을 통합적으로 고려하

여(De Cuyper & De Witte, 2010; Vanhercke et al., 2014) 노동시장에서 졸업생, 중년근

로자 및 실업자 등 다양한 그룹과 다양한 경력 단계(경력 탐색, 경력 통합, 경력 유지, 경력 

전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다(Brown et al., 2003; De Cuyper et al., 2012; Johnson, 

2001; Newman, 1995). 개인의 외부고용가능성은 미시적 차원의 개인의 인적자본과 구직에 

대한 자신감(효능감) 뿐만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노동시장에서 상황까지 고려하는 복합적 차

원으로 구성된다(Akkermans & Tims, 2017; Dello Russo et al., 2020).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인식에 초점에 둔 관점과 산출기반 관점을 결합하여 외부고용가능성은 개인이 현재 

소속된 조직을 떠나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정도로 직업적 능력과 자신

의 고용상황 인식을 포함하는 고용과 관련된 신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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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부고용가능성 관련 이론

 외부고용가능성을 설명하는 이론은 IPO(input-process-output)모형을 기반으로 무경계 

경력이론을 바탕으로 선행요인들(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을 

설명하는 측면과 자원보존이론을 기반으로 외부고용가능성의 결과변인들(심리적 웰빙, 주관적 

만족, 경력몰입, 조직몰입 등)을 설명하는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외부고용가능성은 Johnson(2001)이 무경계 경력이론을 기초로 제시한 개념으로 조

직 안에서의 경력개발이론에 대한 한계에서 외부고용가능성 연구가 시작되었다. Arthur & 

Rousseau(1996)는 무경계 경력을 물리적 이동성과 심리적 이동성으로 구분하면서, 기존의 단

일 조직에서 경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경계를 초월하여 조직 밖에서의 경력에 관

심을 갖는 사고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Arthur & Rousseau, 1996). DeFillippi & Arthur(1996)

는 무경계 경력은 일과 관련된 경험과 활동을 하는 동안 조직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수의 고용

기회를 갖고, 조직의 성과와 자신의 가치를 교환함으로써 스스로 경력관리를 해나가려는 태도라

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과거에는 경력이 제한된 조직 내에서의 성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표 Ⅱ-21>에서 보듯이, 새로운 경력개념에서 무경계경력을 바탕으로 외부고용가능성이 높은 

것은 주관적 경력성공으로 인식된다(Abessolo et al., 2017; Arthur & Rousseau, 1996; 

Briscoe & Hall, 2006; Crowley-Henry et al., 2019; Guan et al., 2019; Nicholson, 1996). 

이런 측면에서 외부고용가능성을 설명하는 무경계 경력이론은 고용불안정이 극심한 환경에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개인이 주도적으로 경력을 재조정해야 하며 경력의 이동성과 유연성

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력개념이다(Arthur, 2008; Hall, & DeMuth, 2006; Hesset al., 2012; 

Rodrigues et al., 2018). 

무경계 경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경계 경력은 주도적 학습과정으로 특징지어지며 

경력전환을 위해서는 직업탐색,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

해 지속적으로 자기 학습을 하게 되며 직업탐색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가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순환적 과정을 형성한다(Howes, Goodman-Delahunty, 2015; Kostal & Wiernik, 

2017; Mirvis & Hall, 2018). 둘째, 무경계 경력은 전통적인 개념의 경력보다 독립적이고 개인

적이라 할 수 있으며 무경계 경력태도가 갖는 심리적 이동성은 조직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일과 

연관된 관계를 창출하거나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이기에(Briscoe & Hall, 2006), 무경계 경력지

향성을 갖는 근로자는 조직 안에서 직무안정성 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외부고용가능성을 추구하

게 된다(Arthur & Rousseau, 1996; Hall, 1996). 셋째, 무경계 경력은 경력 이동과 유연성을 

근간으로 직종 간의 경계, 조직 간의 경계, 고용관계와 네트워크의 관계, 역할내·외에서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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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월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고용가능성과 관련이 있다(Sullivan, 1999). 넷째, 무경계 경력

은 직무의 기회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직무 수행과 조직 외의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

문에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과 전이 가능한 지식 습득이 중요시된다(심미영, 2012; Arthur 

& Rousseau, 1996; Sullivan, 1999). 

구분 전통적인 경력 무경계 경력

고용관계 충성심을 통한 직업안정성 성과에 대한 고용가능성과 유연성

경계 하나 또는 둘 간의 기업 다중 기업

기술 기업 특화 기술 전이 가능한 기술

성공의 지표 임금, 승진, 지위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일

경력관리의 책임 조직 개인

교육훈련 공식적인 프로그램 직무를 통한 학습(OJT)

중요단계 연령과 관련 학습과 관련

자료: Sullivan, S. E. (1999). The changing nature of careers: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management , 25 (3), p. 458.

<표 Ⅱ-21> 무경계 경력의 특징

무경계 경력은 개인이 추구하는 행동 및 경력관리 차원에서 적응력과 융통성을 강조하는데, 

Arthur와 Rousseau(1996)는 무경계 경력태도를 가진 사람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실리콘 밸리의 경력이 좋은 예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고용주들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하는 사

람, 둘째, 직업 전문성을 인정받아 학문적인 영역과 같이 유효성을 검증받는 사람, 셋째, 부동산 

중개업자와 같이 본인의 실력이 아니라 네트워크 혹은 정보 수집으로 경력을 유지하는 사람, 넷

째, 전통적이며 위계적 특성의 조직이 맞지 않는 사람, 다섯째, 가족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기존의 

경력 기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여섯째, 조직의 구조적 압박에 상관없이 경력행위자로서의 역

할을 충실히만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 최근의 복잡한 직무환경의 변화와 함께 무경계 경력태도는 

조직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경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지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하도록 하며, 물리적인 경계를 뛰어넘어 문화적, 심리적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Lazarova 

& Taylor,2009; Sullivan, 1999). 따라서 무경계 경력태도는 개인들이 속해있는 조직에서의 승진

이나 임금인상 등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외부고용가능성과 시장성(marketability)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윤승, 2016; Colakoglu, 2011; Green, et al., 2007; Hall, 2002). <표 Ⅱ

-22>와 같이, Sullivan(1999)는 다음과 같이 8가지 유형의 경력 조합으로 새로운 경력유형을 설

명하고 있는 데, 고용가능성이 높은 개인은 4사분면에 위치하며 고용인형과 프로틴형의 경력 유형

을 갖게 된다. 특히 고용가능성과 대비되어 1사분면의 정체형과 요새형일 경우, 하나의 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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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안정성을 갖고 근무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본적인 역량개발과 교육훈련의 부족으로 만

성적인 실업상태가 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Briscoe & Hall, 2006; Segers et al., 

2008).

중년 근로자의 경력 중기 변화(midcareer change)는 무경계 경력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Arthur, et al., 1999). 전통적인 직업과 달리 무경계 경력은 조직 전체뿐만 아니라 직업, 산업, 

지리적 위치 및 고용 형태(즉, 정규직 대 파트타임 및 임시 대 정규직 고용) 전반에 걸쳐 비선형

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의 이동에 거부감이 없다(Arthur et al., 1999; Arthur et al., 

2005; Colakoglu, 2011). 따라서 무경계 경력 태도를 가진 중년 남성 근로자들은 일능력, 사회

적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경력적응력과 같은 경력

탐색, 경력이동과 관련한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높이며 경력이동에 동기부여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외부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킨다(Colakoglu, 2011). 

 

경력 유형 심리적 이동 물리적 이동 종합

정체형 낮음 낮음 1사분면

요새형 낮음 낮음 1사분면

방랑자형 낮음 높음 2사분면

공상가형 높음 낮음 3사분면

조직인형 높음 낮음 3사분면

시민형 높음 낮음 3사분면

고용인형 높음 높음 4사분면

프로틴형 높음 높음 4사분면

자료: Sullivan, S. E. (1999). The changing nature of careers: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management , 25(3), p. 458.

<표 Ⅱ-22> 무경계 경력에서의 경력 유형

둘째, 자원보존이론을 기반으로 외부고용가능성의 결과변인들(심리적 웰빙, 주관적 만족, 

경력몰입, 조직몰입 등)을 설명할 수 있다(신민성, 김학수; Berntson & Marklund, 2007; 

De Cuyper et al., 2012). Hobfoll(2001)은 자원보존이론을 설명하면서 개인은 자신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무형의 가치 있는 자원을 보유하길 원하며, 이와 같은 자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존의 자원을 유지하고 보호하려 한다고 가정하였다. Folkman & 

Lazarus(1984)은 자원이 상실될 것이라고 위협받거나, 자원을 투자한 이후 자원을 획득하는

데 실패할 경우에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조직 변화 수행자의 환경

적 위험을 다루는 데 있어 외부고용가능성은 스트레스 평가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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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평가이론은 조직 변화의 시기에 개인이 환경 위험(예, 구조조정)을 위협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도전으로 인지하는지가 부분적으로 환경적 위험에 대한 인지 평가에 달려 있다고 가정

한다. 개인은 구조조정과 비자발적 퇴직과 같은 환경적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외부고용가능

성이 높은 개인들은 위협적 상황에 대한 심리적 자원의 확보로 인해서 부정적 환경 요인을 

덜 위협적인 것을 인지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적은 부담을 갖게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Berntson & Marklund(2007)과 Berntson et al.(2006)은 외부고용가능성이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건강, 존재, 참여 및 삶의 만족도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인

은 인지적 평가에 의해 외부환경을 지각하는데 외부고용가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지각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Lazarus & Folkman, 1984). 또한 Philippaers et al.(2016)과 

Yousaf & Sanders(2012)은 개인의 직무자원이라는 직무 요구-자원이론(Demerouti et al., 

2001) 및 자원보존이론(Hobfoll, 1989)을 기반으로 외부고용가능성은 심리적 안녕, 직무만

족, 직무성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경력몰입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자원보존이론과 스트레스 평가이론의 설명과 같이 조직 변화 혹은 갑작스러운 퇴직 

등의 상황에서 중년 근로자가 심리적 여유 자원(예,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심리적 여유 자원의 가용을 통해서 경력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외부고용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면서 심리적 웰빙, 주관적 

만족 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 외부고용가능성 측정

1) 외부고용가능성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외부고용가능성 측정을 <표 Ⅱ-23>과 같이 고용가능성의 개념에 따른 구

분에 따라 인식된 외부고용가능성과 내부유연성과 외부이동성을 포함한 고용가능성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Johnson(2001)의 정의를 사용하여 외부고용가능성을 현재 

소속된 조직을 떠나 다른 조직에서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기에 학

생을 대상으로 한 고용가능성 측정 도구와 조직차원에서 개인의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

(Fugate &  Kinicki, 2008; 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 2006)는 제외하였다. 

고용가능성 측정은 크게 외부고용가능성을 고려한 Johnson(2001)의 도구와 내부유연성과 

외부고용가능성을 4가지 차원으로 고려한 Rothwell & Arnold(2007), Groot & De 

Brink(2000)도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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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가능성 측정은 노동시장의 내·외부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고용가능성 도구와 외

부고용가능성(external employability) 도구로 구분할 수 있다(강인주, 정철영, 2015; 이준

현, 전정호, 2016; Akkermans & Tims, 2017; Eby et al., 2003; Forrier & Sels, 2003; 

Forrier et al., 2015; Groot & De Brink, 2000; Van Dam, 2004). 내부유연성으로서의 

내부고용가능성은 조직 내에서 필요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 조직 내에

서 직무 이동, 승진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 내 고용안정성이다(서형도 외, 

2009; Akkermans & Tims, 2017). 반면 외부고용가능성은 조직 내에서의 이동이 아닌 외

부 노동시장의 다른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현재 조직을 떠나게 되더라도 외부 

노동시장 내에서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외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이 가능한 정도

이다(서형도 외, 2009; 이준현, 전정호, 2015; Akkermans & Tims, 2017; Eby et al., 

2003; Forrier & Sels, 2003; Forrier et al., 2015; Groot & De Brink, 2000; Van 

Dam, 2004). Rothwell과 Arnold(2007)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고용가능성에 대한 자기 보고

식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고용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복합적인 이해로 접근을 시도하여, 개인

들이 고용을 확보함은 물론 고용에서 잘 수행하도록 도움이 되는 많은 상호 관련된 속성과 

환경 및 능력 등을 제안하였다. Rothwell과 Arnold(2007)은 고용가능성의 차원을 ‘내부·

외부노동시장’과 ‘개인적·직업적 속성’이라는 두 가지 축을 활용하여 사분면으로 고용가

능성의 차원을 제시하였다. Johnson(2001)은 외부고용가능성 도구를 개발하여 직업전문성, 

경력자신감, 구직자신감으로 7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장은주(2002)는 

Johnson(2001)의 도구를 국내의 금융회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정

선정(2014)은 Johnson(2001)의 도구를 기반으로 직업 및 구직능력, 직업 및 구직자신감, 

노동시장 수요 인식, 취업 기대수준 조정의 네 개의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21문항으로 외부

고용가능성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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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측정도구
문항 수  

및 척도
구성요인 A B 비고

Groot & 

De Brink

(2000)

self-perceived 

employability

9문항 5점 

척도

Ÿ 내부유연성(4문항)

Ÿ 외부이동성(4문항)
● -

Johnson

(2001)

external- 

employability 

7문항 7점 

척도

Ÿ 직업전문성, 경력자신감, 구직자신

감
● 단일차원 척도

Rothwell  

& Arnold

(2007)

self-perceived 

employability

16문항 5점 

척도 

Ÿ 현재 조직에서의 자기평가(4문항)

Ÿ 현재 조직에서의 직업에 대한 지

각된 평가(4문항)

Ÿ 현재 조직 외부에서의 자기평가

(4문항)

Ÿ 현재 조직 외부에서의 직업에 대

한 인식된 가치

(4문항) 

●

개인적-직업적 

속성의 두 가지 

축으로 구분된 

사분면에 

기반을 둔 

측정도구를 

개발

장은주

(2002)
외부고용가능성

5문항 5점 

척도

Ÿ 직업전문성과 경력자신감으로 구성

된 단일차원(5문항)
●

Johnson

(2001)의 도구 수정

정선정

(2014)
외부고용가능성

21문항 5점 

척도

Ÿ 직업 및 구직능력(8문항)

Ÿ 직업 및 구직자신감(6문항)

Ÿ 노동시장 수요 인식(4문항)

Ÿ 취업 기대수준 조정(3문항)

● 실업자를 대상

A: 외부고용가능성 측정, B: 내부유연성과 외부이동성 

<표 Ⅱ-23> 외부고용가능성 관련 측정도구

2) 외부고용가능성 측정도구 구성요인과 한계

고용가능성 구성은 크게 세 가지 요인과 여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 Vanhercke et 

al.(2014)는 고용가능성 측정은 개인적 요인(personal factor)과 구조적 요인(structural 

factor)과 이 둘의 상호작용 요인까지 포함한 세 가지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Feldman & 

Ng(2007)는 거시적인 분석에서 미시적인 분석에 이르기까지,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여섯 가지로 규명하였다. 여섯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은 노동시장 수요, 직

업적 수요, 조직 정책과 절차, 작업 그룹 수준 요인, 개인 생활 요소, 성격과 개인 스타일 차

이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식된 외부고용가능성인 Johnson(2001)

의 도구는 개인적 요인으로 직업전문성과 구직자신감은 포함되어 있지만, 노동시장 인식과 같

은 구조적 요인에 대한 요인이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중년 근로자 후기경력개발단계에

서 경력 단계 이동을 앞둔 시점에서의 노동시장 인식과 같은 구조적 요인은 외부고용가능성

을 보다 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다(Dello Russo et al., 2020; Feldman & 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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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ves et al., 2014; Wittekind et al., 2010). Rothwell & Arnold(2007)은 대학생의 고

용가능성을 설명하면서 노동시장 이행의 관점에서 노동시장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와 마찬가지로 Vanhercke et al.(2014)은 인식된 외부고용가능성에서도 구조적 요인(예, 경

제적 환경)과 같은 요인이 더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Dello Russo et al.(2020)

과 Wittekind et al.(2010)도 퇴직과 같은 생애경력의 전환기에 있는 중년 근로자들의 외부

고용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인식 요인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Ⅱ-24>는 외부고용가능성 측정도구 구성요인을 개인적 요인, 구조적 요인과 상호작용요인·

기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분

개인적 요인

(personal factor)

구조적 요인

(structural factor)
상호작용 

요인· 

기타직업전문성
직업 및 

구직자신감
노동시장 인식

Groot & De Brink(2000) ● ● ●
Johnson(2001) ● ●

Rothwell & Arnold(2007) ● ● ● ●
Fugate & Kinicki(2008) ● ● ●

정선정(2014) ● ● ● ●

<표 Ⅱ-24> 외부고용가능성 관련 측정도구 구성요인 

따라서 이 연구에서 외부고용가능성 측정은 Johnson(2001)의 직업전문성과 경력자신감의 

두 가지 하위요인에 노동시장 인식(4문항)의 하위요인을 추가할 것이다. 국내에서 외부고용

가능성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은주(2002)의 척도는 Johnson(2001)의 도구 중에서 

일부를 번역하고 타당화하였다. 노동시장 인식(4문항)을 추가한 이유는 금융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장은주(2002)가 도구를 번역하고 타당화한 시기의 국내 금융회사 노동시장 환

경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졌기에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Johnson(2001)의 도구를 활용하여 하위요인들을 다시 타당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

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Johnson(2001)의 도구에서 사용된‘job’을 직업으로 해석하면서 

이는 생애주된 일자리 뿐만 아니라 가교 일자리(bridge jobs)의 직업까지 포함하며 고용 가

능한 범위가 확장시켰으며 다양한 고용형태(1차노동시장 정규직, 1차노동시장 비정규직, 2차

노동시장 정규직, 2차노동시장 비정규직)를 포함하였다(서울경제, 2019. 02. 10.). 이에 이 

연구에서는 Johnson(2001)의 7문항으로 구성된 외부고용가능성 도구에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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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2001)의 직업전문성 요인에 Fugate(2008)의 고용가능성 문항 중에서 경력주도성 

관련 문항을 직업전문성에 추가했다. 둘째, Johnson(2001)의 고용자신감을 묻는 문항에서 

‘지금 나의 능력과 경험 정도면, 다른 회사에서도 지금과 동등한 조건의 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셋째, Rothwell et al.(2008), Kirves et 

al.(2013)의 고용가능성 문항 중에서 노동시장 인식을 묻는 네 가지 문항을 추가하였다. 정

선정(2014)은 조정(articulation)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대수준을 노동시장의 여건에 맞

추어 조정하는 취업 기대수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Harvey(2003)는 

나이, 성별, 민족 성격 등의 특징들은 고용상황에서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경

제 부문 특수성이나 지역 특수성과 같은 외부의 경제적 요소도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

하였다(Harvey, 2003). Forrier와 Sels(2003)도 고용가능성의 구성요인으로 맥락(context)

을 강조하면서 노동수요와 같은 관련된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

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인식은 Rothwell et al.(2008)이 제시한 채용수요(고용형태, 경력직), 

지역수요와 Kirves et al.(2013)이 제시한 개인이 가진 기술·경험·지식에 대한 수요의 세 

가지를 질문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종합하면, 외부고용가능성은 노동시장 및 직업세계가 평생 직장의 개념에서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변함에 따라 고용가능성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따라

서 Rothwell et al.(2008), Harvey(2003)와 정선정(2014)의 통합적 관점으로 중년 근로자

의 외부고용가능성 척도를 수정·보완하며 직업전문성(4문항), 고용자신감(3문항), 노동시장 

인식(4문항)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화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라. 외부고용가능성 관련 연구

고용가능성은 개념과 측정에 따라서 연구들마다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이 연

구는 <표 Ⅱ-25>, <표 Ⅱ-26>에서 고용가능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고용가능성  

개념에 따라 외부이동성으로서의 고용가능성과 내부유연성과 외부이동성을 포함한 고용가능

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고용가능성을 측정한 도구에 따라서 이직과 조직몰

입에 대한 연구가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다. 먼저 노동시장에서의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은 인식

은 자신이 속한 현재의 조직을 떠나도 다른 조직으로의 고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이므

로(Johnson, 2001) 현재 조직에 대한 몰입을 저해하고 이직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반면, Nelissen et al.(2017)는 외부고용가능성이 이직의도를 높였지만 내부고용가능성은 유

의한 영향이 없다고 제시하였다. Ling et al.(2014)는 고용가능성의 내부 및 외부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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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과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에서 내부고용가능성은 훈련과 조직몰입 간에 부분매개 역

할을 했지만 외부고용가능성에는 매개역할이 유의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형도 외(2009)의 연

구에서는 외부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식한 구성원들은 정서적 몰입에는 유의한 영향 관계가 없

었지만,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

구결과에 대해 조직구성원들은 고용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감정적 차원을 넘어 현실적 차원으

로 접근하고 있었다.

<표 Ⅱ-25>와 같이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성장욕구, 정치적 행동성향, 비공식 네트워크, 전

직지원 프로그램은 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내 외부고용가능성 연구는 주관적 

경력성공 측면에서 고용가능성을 승진, 임금향상과 더불어 에서 강조하거나 인적자원관리의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경쟁력 있는 인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노동시장뿐 아니라 내부노

동시장에서 고용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장은주, 박경규(2005), 이규만, 구관모(2007), 정순여, 장

은주(2008), 서경민(2010), 이준혁, 전정호(2016)와 내부유연성과 외부이동성을 포함한 고

용가능성 연구는 서형도 외(2009), 최석봉, 문재승(2012), 이지영(2018)의 연구가 있다. 

첫째,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은주, 박경규(2005)는 외국계 금융기

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에 있어서 성장욕구, 정치

적 행동성향 그리고 다양한 비공식 네트워크 크기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조직구성원들이 성장요구가 강할수록, 정치적 행동성향을 강하게 보일수록 그리고 비

공식 네트워크 크기가 크다고 인식할수록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식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유

사한 연구는 금융계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장은주, 지성구(2004)의 연구와 및 공인회계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이규만, 구관모(2007)는 교육훈련에 있어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 경우 외부고용가능성에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 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때 외부고용가능성은 퇴직이나 해고를 당한 전 직장 밖에서 필요할 경우 

자신의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정도 즉, 외부노동시장으로의 이동성으로 개념화하여 퇴

직자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바로 업무에 활용 가능할 정도로 실용적

이라는 인식을 할수록 높은 외부고용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순여, 장은주

(2008)는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자본(상사지원, 멘토지원, 비공식적 네트워크 형성 정도)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학력의 조절효과를 구명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

르면, 공인회계사의 경우, 상사지원이 크고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잘 될수록 고용가능

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이하의 학력자의 경우에는 상사지원이,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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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학력자의 경우에는 비공식 네트워크의 크기가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서경민(2010)은 경력개발 지원과 고용가능성이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을 매개로 직무

유효성과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가능성은 조직몰입의 하위변인들보다는 경력몰입과의 상관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

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가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조직 몰입보다는 경력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준현, 전정호(2016)는 외부고용가능성을 연구하면서, 구성원들의 외부

고용가능성 인식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고용가능성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경력성장기회의 매개효과를 통해 설명하였다. 경력성장기회

는 외부고용가능성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부고용가능성이 조직몰입을 높인다는 주장은 모든 구성원에게 일반화되기 보다는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선정(2014)은 실업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과 훈련생의 사회심리적 특성, 훈련프로그램 특성, 학습몰입 

및 경력계획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고용가능성 도구를 개발하면서 고용가능성 하위요인에 노동

시장 인식과 조정에 관한 요인을 추가하였다. 

둘째, 서형도 외(2009)는 고용가능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인 내부유연성과 외부이동

성이 조직몰입에 차별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내부유연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조직구

성원들은 낮은 규범적 몰입을 보이며 외부이동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은 낮은 

지속적 몰입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무몰입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는 외부이동

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은 직무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고 이직 의도와의 관계

에서는 높은 이직의 도를 보여 현재 자신이 속한 조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석봉, 문재승(2012)은 조직구성원들의 양질의 내부유연성과 외부이동성은 성과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내부고용가능성과 외부고용가능성 모두 직무성과와 관련성이 있

었다. 자신의 경력이 실현되는 내부 및 외부노동시장에서의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

은 직무분야에서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응수행을 향상시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강인주(2015)는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경력학습과 경력동기 및 조직지원인식과 조직몰입의 추정된 상관계수가 매우 높아 가설적 인

과 모형과 가설 검증을 할 수 없었고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지영(2018)

은 금융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역량과 고용가능성(내부유연성, 외부이동성), 적응수행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부유연성은 적응수행에는 직접

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조직몰입에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외부이동성은 적응수행에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었지만 조직몰입에는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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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다고 제시하였다. 이런 결과는 금융산업 근로자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직이 용

이하기에 이전 선행연구 결과(장은주, 2002)와 다르게 조직과의 일체감, 충성심보다는 자신

의 경력목표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개인의 삶의 질과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성

을 가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신민선, 김학수(2018)은 내부고용가능성은 직무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지만, 내부고용가능성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LMX는 조절효과가 없다고 제

시하였다. 또한 외부고용가능성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LMX를 높게 지각할수록 외부고용

가능성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LMX를 낮게 지각할수록 외부

고용가능성은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상 A B 연구자 내용 비고

근로자 ●
장은주, 

박경규(2005)

Ÿ 외국계 금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장욕구, 정치적 

행동성향, 비공식 네트워크 크기가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줌.

성별에 

따른 차이

퇴직자 ●
이규만, 

구관모(2007)

Ÿ 퇴직자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업무에 활용 가능할 정도로 실용적이라는 인식을 할수록 

고용가능성이 향상됨.

전직지원

프로그램

회계사 ●
정순여, 

장은주(2008)

Ÿ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자본(상사지원, 멘토지원, 비공식적 

네트워크 형성정도)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침. 

Ÿ 사회적 자본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학력의 조절효과 

학력의 

조절효과

근로자 ● 서경민(2010)
Ÿ 경력개발 지원과 고용가능성이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을 

매개로 직무유효성에 영향을 미침.

경력몰입의 

매개효과

실업자 ● 정선정(2014)
Ÿ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고용가능성과 훈련생의 사회심리적 

특성, 훈련프로그램 특성, 학습몰입 및 경력계획의 

관계를 구명하였음.

고용가능성 

하위요인에 

노동시장 

인식 추가

근로자 ●
이준혁, 

전정호(2016)

Ÿ 고용가능성은 경력성장기회를 완전 매개하여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경력성장

기회 매개

효과

근로자 ●
서형도 

외(2009)
Ÿ 고용가능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인 내부유연성과 외

부이동성이 조직몰입에 차별적인 영향을 보임.
-

근로자 ●
최석봉, 

문재승(2012)

Ÿ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은 직무분야에서 전문

성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응수행을 향

상시킴.

-

근로자 ● 강인주(2015)

Ÿ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이직의도와 경력학습, 경력동기, 

조직지원인식, 조직몰입 및 경력몰입의 인과적 관계와 

이들의 관계에서 고용가능성의 조절효과를 설정했으나 

가설이 기각됨.

고용가능성 

조절효과

A: 외부고용가능성, B: 내부유연성과 외부이동성                                          <표 계속>

<표 Ⅱ-25> 국내 외부고용가능성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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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A B 연구자 내용 비고

근로자 ● 이지영(2018)

Ÿ 내부유연성은 적응수행에는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조직몰입에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음.

Ÿ 외부이동성은 적응수행에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었지만 

조직몰입에는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침. 

금융산업 

근로자

근로자 ●

신민선, 

김학수 

(2018)

Ÿ 내부고용가능성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부고용가능성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LMX는 조절효과가 없음.

Ÿ 외부고용가능성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LMX를 높게 

지각할수록 외부고용가능성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LMX를 낮게 지각할수록 

외부고용가능성은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LMX의 

조절효과

A: 외부고용가능성, B: 내부유연성과 외부이동성 

<표 Ⅱ-25> 계속

<표 Ⅱ-26>에서와 같이, 국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령, 주도적 경력행동, 성격의 개방

성, 경력다양성, 직업적 몰입,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은 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재직기간, 지속적 몰입, 기술적 경쟁력, 안정성은 고용가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고

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는 훈련과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와 연령의 조절효과

가 있다. 국외연구들을 개인적 역량으로서의 고용가능성, 외부이동성으로서의 외부고용가능성

과 내부유연성과 외부이동성을 포함한 노동시장 인식으로서의 고용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Johnson(2001), Kirves et al.(2014)과 Dello 

Russo et al.(2020)의 연구가 있다. Johnson(2001)은 개인적 특성,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경력성공과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연

령이 높을수록 외부고용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제시하였다. Kirves et al.(2014)은 대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면서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용형태, 이동성 인식 및 낙관적 성향은 인식된 고용가능성

(PE)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낙관적 성향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외부고용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Dello Russo et al.(2020)는 근로자의 연령이 높을

수록 외부고용가능성 인식이 낮아지지만, 국가의 실업률이 낮을수록 혹은 HRD 교육·훈련 

참여가 중년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내·외부의 고용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Nelissen et al.(2017), Feld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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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2007), Fugate & Kinicki(2008)과 Van Dam & Karen(2004)의 연구가 있다. 

Nelissen et al.(2017)는 외부고용가능성이 이직의도를 높였지만 내부고용가능성은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Ling et al.(2014)는 고용가능성의 내부 및 외부가능성과 조직몰

입과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에서 내부고용가능성은 훈련과 조직몰입 간에 부분매개 역할을 했

지만 외부 고용가능성에는 유의한 매개역할을 없는 것으로 밝혔다. 이를 통해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지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Feldman & Ng(2007)의 

연구는 거시적인 분석에서 미시적인 분석에 이르기까지,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인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여섯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은 노동 시장 요인, 직업 노동 시장 요인, 

조직 정책과 절차, 작업 그룹 수준 요인, 개인 생활 요소, 성격과 개인 스타일 차이 등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직업 연구자들은 외부이동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제시하면

서, 직업 연구자들은 실제 이동성 자체보다 더 심도 있게 이동성 기회의 태도와 인식에 대한 

태도를 탐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력성공의 하위요인으로 고용가능성은 구체적인 급여 인상 

측정에서부터 심리적 웰빙까지 광범위하게 이질적인 성취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포괄적으로 

연구되었다고 설명하였다. Van Dam & Karen(2004)은 고용가능성 활동과 고용가능성 지향

을 나누어 분석하면서 개인 특성과 태도가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성

격의 개방성, 경력다양성은 정서적 몰입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재직

기간, 지속적 몰입, 기술적 경쟁력, 안정성은 고용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Wittekind 

et al.(2010)은 이제까지 고용가능성 연구들이 횡단적 분석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

면서 1년의 시간을 두고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종

단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육, 직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직업 관련 

기술의 현재 수준, 그리고 직업을 바꾸려는 의지가 인지된 고용가능성의 중요한 예측 변수였

지만, 새로운 역량, 기회 인식 및 자기 표현 능력을 개발하려는 의지는 인지된 고용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외부고용가능성을 낮게 인식하였으며, 

노동시장에 대한 상황도 외부고용가능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Akkermans & Tims(2017)은 JD-R 모형을 활용하여, 종단 연구로 경력역량이 잡 크래프

팅을 매개로 내·외부고용가능성과 일-가정 사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력 역량은 개인적인 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동기 부여 과정에서 잡 크

래프팅은 내·외부고용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동기 부여 과정의 결과로 주관적 경력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들의 고용가능성은 승진, 임금향상과 더불어 경력성공과 

함께 개인의 경력개발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전 선행연구들은 외부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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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개인적 역량과 노동시장 인식으로서의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따

라서 고용 불안이 점점 커지는 국내 노동시장의 상황 속에서 금융회사의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으며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의 측면에서 적절한 시사

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대상 A B 연구자 내용 비고

근로자 ●
Johnson

(2001)
Ÿ 개인적 특성,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경력성공과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침.
-

교직원 ●
Kirves et 

al.(2014)

Ÿ 고용형태, 이동성 인식 및 낙관적 성향은 인식된 

고용가능성(PE)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

Ÿ 낙관적 성향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외부고용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종단 연구

중년

근로자
●

Dello Russo et 

al.(2020) 

Ÿ 연령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외부고용가능성을 

낮게 인식함.

Ÿ 연령이 높아져도 HRD 훈련을 참여할 때, 국가의 

실업률이 낮을 때 외부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게 됨. 

HRD, 실업률의 

조절효과

은행

근로자
●

Van Dam & 

Karen(2004)

Ÿ 성격의 개방성, 경력다양성은 정서적 몰입을 매개

로 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

Ÿ 재직기간, 지속적 몰입, 기술적 경쟁력, 안정성은 

고용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음.

고용가능성 

활동과 

고용가능성 

지향을 구분

근로자 ●
Feldman & 

Ng(2007)

Ÿ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시장 요인, 직

업 노동 시장 요인, 조직 정책과 절차, 작업 그룹 

수준 요인, 개인 생활 요소, 성격과 개인 스타일 

차이 등 제시함.

문헌연구

근로자 ●
Wittekind et al. 

(2010) 

Ÿ 교육, 직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직업 관련 

기술의 현재 수준, 그리고 직업을 바꾸려는 의지가 

인지된 고용가능성의 중요한 예측 변수

종단 연구

근로자 ●
De Vos et 

al.(2011)

Ÿ (개인 역량 기반)고용가능성은 외부 시장성에 영

향을 미치며, 개인은 자신의 인적자본에 투자하고 

지속적인 학습에 참여해야 함.

비공식 

네트워크와 

학습을 강조

근로자 ● Ling et al.(2014)
Ÿ 내부고용가능성은 훈련과 조직몰입 간에 부분매

개 역할을 했지만 외부고용가능성에는 매개효과

가 유의하지 않음. 

훈련의 매개효과

근로자 ●
Akkermans & 

Tims(2017)

Ÿ 경력 역량은 개인적인 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

며, 동기 부여 과정에서 잡 크래프팅은 내·외부

고용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Ÿ 동기 부여 과정의 결과로 주관적 경력 성공

종단 연구

근로자 ●
Nelissen et 

al.(2017)
Ÿ 외부고용가능성이 이직의도를 높였지만, 내부고용

가능성은 유의한 영향이 없음. 
-

A: 외부고용가능성, B: 내부유연성과 외부이동성  

<표 Ⅱ-26> 국외 고용가능성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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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 및 연령차별인식 

가. 일능력

1) 개념

일능력(work ability)은 1980년대 초반 핀란드에서 수행된 연구들을 시작으로 미국, 네덜

란드, 핀란드, 일본 등을 중심으로 고령화와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핀란드 

직업건강연구소(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는 전체론적 일능력 모형

(holistic work ability model)을 개발하였다. 일능력 모형은 개인의 자원뿐만 아니라 일과 

작업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요인으로 구성된다(Ilmarinen & Tuomi, 2004). 전통적인 관

점에서 일능력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s)과 작업요구(work demands) 사이에서 균형의 

중요성이나 건강과 기능적 능력(functional capacity)이라는 의학적 관점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작업 공동체, 인적관리, 일자리의 미시적/거시적 환경에 대한 관점까지 포함

하는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이고, 통합적인 모형이 등장하였다(Tuomi, 1997; 

Ilmarinen, 1999; Ilmarinen et al., 2005).

 일능력은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 및 개인

의 신체적 건강(worker health), 역량(competence), 동기(motivation) 사이의 균형을 가져

오는 능력이다(Ilmarinen et al., 1999; Vuori et al., 2019). Ilmarinen(2005)은 일능력을

‘특정한 작업 여건에서 주어진 작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원들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원은 일에 대한 능력, 신체적, 정서적 건강상태라고 할 수 

있다(Ilmarinen & Tuomi, 2004). 양동주(2014)는 일능력은 ‘근로자가 특정한 작업환경 

아래에서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의 합’을 의미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에게 일능력은 자신의 직업생애(work life)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또한 은퇴 이후의 활동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Ilmarinen, 2007; Vuori et al., 2019). 따라서 일능력은 근로자들 자신과 그들의 일 사이

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작업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일에 대한 능력과 신

체적, 정서적 건강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일과 인간 사이의 균형이라는 의미에서 일능력은 작업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작업요

구서를 통해서 부여된 작업과제를 처리하는 인간의 능력이다(황기돈 외, 2013; Ilmarinen, 

2007). 일능력은 상대성, 주관성, 동학성으로 특징 지워진다. 첫째, 일능력은 한명의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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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의 상황이 한 쌍을 이루어야만 형성될 수 있는 상대적인 기능이다. 따라서 일능력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일능력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다. 즉, 개인은 일능력지표(WAI)를 통해서 자기보고식 설문형태에 응

답함으로써 일능력 지표가 도출된다(Ilmarinen, 2007). 셋째, 일능력의 동학성은 일능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이들이 다시 일능력이라는 하나의 총합

으로써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능력은 개인이 인지한 직무능력과 신체적, 정

서적, 사회적 능력을 평가한 점수의 합을 의미하며 일능력은 중년 근로자의 경력개발과 전환

과 관련해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Ilmarinen & Tuomi, 

2004; Wang, 2007). 일능력 지수로 측정된 일능력은 건강뿐만 아니라 기능적 능력, 전문지

식, 가치 등과 관련이 있다(Seitsamo et al., 2008; Wang, 2007; El Fassi et al., 2013). 

특히, 건강과 기능적 능력이 일능력 지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영향요소인 건강은 개인이 연령 증가에 따라서 경력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다(Jex et al., 2007; El Fassi et al., 2013). 

[그림 Ⅱ-12]에서 보듯이, 일능력을 형성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개인적 자원(person’s 

resources)과 작업요구도(work demands) 사이의 균형에 따라 결정된다(Ilmarinen et al., 

2005). 개인적 자원은 건강, 개인적 능력, 교육, 기술, 가치와 태도로 구성되는 반면, 작업요

구도는 작업환경과 작업 공동체, 활동내용, 작업요구사항 및 작업조직 등으로 구성된다. 근로

자들은 직업생애 동안 작업요구와 개인적 자원들 사이의 최적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림 Ⅱ-12] 일능력의 새로운 개념, 일과 개인적 자원과의 상호과정

자료: Ilmarinen, J. (1999). Ageing workers in the European Union: status and promotion of work 
ability, employability, and employment.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Ministry of Labour. p. 274.

Ilmarinen(2005)는 일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일능력의 집(Das Haus der Work 

Ability)”이라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Ilmarinen(2005)는 일능력을 유지하거나 촉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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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자원과 작업환경으로 구성된 일능력을 네 개의 층으로 구성

된 건물로 묘사하였다(황기돈, 2013). 1층은 건강과 기능, 2층은 숙련과 역량, 3층은 가치⋅
동기⋅태도, 4층은 작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제반 사항(작업환경, 작업 내용, 리더십 등)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능력을 구성하는 네 가지 층을 [그림 Ⅱ-13]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층

은 건강(health)와 그 외 기능적 능력(functional capacity)로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

의 능력이 건강에 통합되며 1층은 건물의 전체적인 무게를 지지하는 받침대 역할을 한다. 2

층은 전문적 경쟁력(professional competencies)로서 지식(knowledge)과 기술(skills)을 의

미하며, 직무와 과업의 변화들에 따라서 전문기술의 지속적인 습득은 일능력을 결정하는 중요

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 때 다양한 작업 공동체(work communities)에서의 직무경험은 일과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개인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3층은 가치, 태도와 동기로 작업과 개인

적 자원들과의 균형을 맞추는 요인이 되며 작업과 개인적 자원들의 상호작용은 가치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4층은 작업과 관련된 요인으로 1층에서 3층까지는 개인적 자원과 관

련이 있는 반면에 조직 안에서의 일(work) 자체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근무환경 및 조

건, 업무내용과 직무요구, 작업 공동체와 작업조직, 관리와 리더십 등이 4층을 형성하는 요인

으로 경영차원의 관리와 감동이 요구된다. 특히 연령의 변화와 함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4층이다(양동주, 2014; Ilmarinen, 2005).

[그림 Ⅱ-13] 일능력과 관련된 요인들

자료: Ilmarinen, J. (2005), Towards a longer work life! Ageing and the quality of worklife in the 
European Union,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Helsinki.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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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marinen & Tuomi(1992)는 연령별 일능력에 관하여 4년 동안 추적 조사하였는데, 

WAI(work ability index) 점수의 평균치는 나이가 듦에 따라서 40점에서 30점으로 감소하

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때 남녀 모두 WAI 점수가 대부분은 과거의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특히 

45세부터 WAI 점수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제시하였다. 

Ilmarinen(2005)은 45세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그림 Ⅱ-14]에 제시하면서 이 연령대부

터 WAI 점수의 분포가 넓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정요인은 교육훈련 참여 여부다. 

즉 정규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45세경부터 WAI 점수가 매우 낮아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전용일 외(2014)은 개인⋅기업⋅경영진의 노력에 따라 40

대 중반의 일능력을 65세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제시하였다. 황기돈(2014)는 일능

력의 연령대별 편차가 커지는 45세경부터 일능력 및 경력관리의 도입 등이 필요하며, 사후 

조치보다 예방책을 중심으로 일능력의 U자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임금

피크제 등 임금수준의 조정에 정책의 중점을 맞추기보다 포괄적인 연령관리체계의 도입 및 

구축·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Ⅱ-14] 일능력의 개인별 분포

자료: Ilmarinen, J. (2005). Towards a longer work life! Ageing and the quality of worklife in the 
European Union,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Helsinki. p. 136.

연구자별 일능력의 정의와 개념을 종합하면, 일능력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그들의 일의 

상호작용 가운데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과 개인의 신체

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을 의미한다. 일능력은 근로자들 자신과 그들의 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작업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이 인지한 직무능력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를 평가한 점수의 합을 의미한다.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일능력은 중년 근로자의 인

적자본역량으로 인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TWA에서 설명하는 만

족과 충족의 부합정도로 부합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개인은 일능력을 높이거나 혹은 자신에

게 맞는 일로 이직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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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능력 관련 이론

일능력을 설명하는 이론은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일 적응 이론

(theory of work adjustment), 편현종 경력곡선이론(carillon curve), 인적자본이론의 생애

경력경로(career path), 연령관리모형(age management)이 있다.

첫째, 일능력은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Edward Deci와 Richard Ryan의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같은 활동을 외재적 이유로 참여하

는 것과 내재적 이유로 참여하는 것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Ryan & Deci, 

2000). 자기결정이론은 심리적 욕구와 관련하여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와 

관계성(relatedness)라고 설명하면서 위의 세 가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개인들은 동기화되

고 직무와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일능력을 형성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개인적 자원(person’s resources)과 작업요구도(work demands) 사이의 밸런

스(balance)는 자기결정이론의 자율성과 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능성의 욕구를 만

족시키기 위해 조직은 근로자에게 적정 도전(optimally challenging)과제로서의 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때 내적으로 동기화된 중년 남성 근로자는 조직 안에서 일을 더 잘 

수행할 것이고, 그 결과로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되며 고용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다(Ryan & 

Deci, 2000). 

둘째, 일능력은 일 적응 이론(theory of work adjustment)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TWA는 진로발달이론의 특성 이론(trait-oriented approach)으로 분류되며 개인과 환경 간

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정철영, 1991). Dawis와 Lofquist(1984)는 일 적응이론에

서 직업 적응이란 개인과 직업 간의 욕구와 강화요인 사이의 관계로서, 개인의 욕구가 환경의 

강화요인에 의해 만족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족(satisfaction)과 환경의 요구조건이 개인의 능

력 또는 기술에 의해 충족되는 것을 의미하는 충족(satisfactoriness)으로 구성된다(정철영, 

1991). 한 개인에게 직업 적응은 개인의 직무 만족 및 조직의 직무 충족과 연결되는 변인으

로 중요성을 지닌다(Dawis & Lofquist, 1984). 직업 적응의 과정에서 개인은‘유연성

(flexibility), 적극성(activeness), 반응성(reactiveness), 그리고 인내(perseverance)와 같

은 적응양식(adjustment style)’에 따라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직업환경에 적응한다(정철

영, 1991). 이때, 개인 근로자의 만족과 조직과 고용주의 충족의 결과가 부합

(correspondence)일 때는 재직(tenure)이 유지되지만, 개인 근로자의 만족과 조직과 고용주

의 충족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이직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일능력은 경력개발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Hall(2002)는 네 가지 경력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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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을 과업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개인 차원과 직무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과업 측

면에서 보면, 기술개발과 성과향상과 장기적 적응력 향상은 일능력에서 개인적 경쟁력을 축적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개인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개인의 태도 변화와 정체성 개발 

역시 일능력의 요인 중 개인의 정서적 자원과 심리적 자원을 축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 특히 개인은 중년의 위기에 직면하면 갈등과 침체를 경험할 수 있는 데, 일능력을 관리하

는 관점에서 중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개인의 자기주도적 경력관리에서 새로운 경력 

기회를 찾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년 근로자들은 퇴직과 경력 전환의 

상황에서 편종형 경력곡선을 그리면서 점진적 퇴직을 맞이하기에(Erickson, 2008), 특정 직

업 영역에서의 일능력의 축적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증가하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새로운 일을 탐색하고 경력 전환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결국 편종형 경력곡선의 관점에서 

중년 근로자는 각 단계별로 적절한 과제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합당한 책임을 수행하면서 

결국에는 활동적 노화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Baltes et al., 1999). 따라서 일능력

은 심리적 요인인 중년의 위기와 조직의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 변화 등과 같은 부적인 요인

들과 함께 개인의 자기 주도적 후기경력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일능력은 생애에 걸쳐 인적 자본 양을 축적하는 과정인 생애경력경로(career path)

로 설명할 수 있다. 일능력은 인적자본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새로운 지식, 정보, 전

문기술은 인간에게 내재하는 특징을 지니면서 동시에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미국의 생애주기에 따른 남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가율과 근로시간은 

30세에 이를 때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34~44세에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50세에 하락하기 시

작한다(Borjas, 2017). 이런 현상은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40대 후반 무렵 개인

의 인적자본 스톡경로, 즉 생애경력경로는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하강하는 모습을 보인다(조

우현, 황수경, 2016). 이때 근로자의 연령이 40세가 넘어가면, 숙련의 형성보다는 숙련의 부

식(skill depreciation)이 더 빨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적자본의 부식을 감안한다면, 개인의 

생애경력경로는 정년 때까지 계속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40대 중반에 정점 이후 하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일능력이 45세에 정점을 달하고 그 이후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감

소한다는 Ilmarinen(2005)의 주장과 일치한다(조우현, 황수경, 2016).

다섯째, 일능력은 또한 연령관리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Ilmarinen(2005)은 연령관리

(age management)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피고용자의 연령 및 연령과 관련된 요소를 일상

적인 작업관리, 작업 계획 그리고 작업조직으로 연령관리의 핵심은 일 할 수 있는 능력의 유

지라고 강조하였다. 고령화와 관련하여 개인, 기업과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달성하

고자 하는 목표를 살펴보면 [그림 Ⅱ-15]로 설명할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는 고령화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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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건강, 역량, 작업 동기 등의 변화에 직면하는데, 그 해결책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

원을 강화하고 건강과 역량을 키우며 변화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다(황기돈, 2013). 즉, 개인 

차원의 연령관리를 통해 개인은 실업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고용가능성을 높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구성원의 고령화에 따라 생산성, 경쟁력, 결근일수, 변화

에 대한 저항과 인력수급 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기에 다양한 연령집단 간 협력체

제 구축, 인간공학적 작업장구축, 휴식시간 및 근로시간 조절 등의 효과적인 연령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인사조직 및 산업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연령관리를 통해서 기업은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결근 감소, 전문인력 확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해고비용 절약 등의 다양한 인

적자원관리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황기돈, 2013).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노동과 

은퇴에 대한 시각 및 태도의 문제, 연령차별, 정년제도의 문제, 부양의무의 강화, 은퇴 및 건

강보호 비용의 증가 등이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의 연령관리 수단은 

연령에 대한 태도의 변화, 연령차별의 예방, 작업 및 작업환경과 관련한 각종 입법, 연금제도 

등 은퇴 이후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의 연령차별 축소, 은퇴연

령의 상승, 은퇴 및 실업과 실업비용의 감축, 거시경제의 활성화와 복지국가의 강화 등이 연

령관리의 결과로 볼 수 있다(황기돈, 2013).

[그림 Ⅱ-15] 고령화 문제와 해결방안 매트릭스

자료: 황기돈. (2013). 연령관리(age management): 기업의 장년고용 촉진전략, 고용이슈, 9월호, 
한국고용정보원,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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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work ability”는 국내에 “작업능력”으로 번역되었으나, 이 논문에서는 원어의 개념과 

의미에 좀 더 적절하게 “일능력”으로 “work ability index”는 “일능력 지수”로 번역하

였다. 핀란드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일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일능력 지수(work ability 

index)를 측정하고 이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국가·사회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Ilmarinen(2005, 2007)은 일능력을‘특정한 작업 여건에서 주어진 작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원들의 합’이라고 정의하면서 일능력을 형성하는 7가지 차원을 

통하여 형성지표 도구를 개발하였다. WAI는 고령 근로자의 일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1991년 

핀란드의 산업보건연구소(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FIOH)에서 개발하였고 

이후 1998년에 개정하였다. WAI는 작업의 신체적, 정신적 요구와 건강, 그리고 근로자의 자

원을 고려한 일련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Tuomi et al., 2006). 특히, 일능력 지수는 근

로자 스스로 자신의 일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초기 경력단계에서의 일능력 

점수와 비교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나 유사한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다(양동주, 2014). 

대부분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측정지표(indicators)들은 반영지표

(reflective indicators)들이며 하위지표를 활용하여 인과적으로 구성된 형성지표(cause 

indicators, formative indicators)들은 연구모델에서 제외되었다(Bollen & Lennox, 1991; 

Diamantopoulos & Winklhofer, 2001).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형성적 개념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형성지표를 기반으로 개념적 모형을 구성해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강현철, 

2013; 김상훈, 김창규, 2012; 임명성, 2013; Bollen & Lennox, 1991; Howell et al., 

2007; Jarvis et al., 2003; MacKenzie et al., 2005; Petter et al., 2007; Wilcox et al., 

2008). 이제까지 대부분의 조직행동과 개인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개념(constructs)

들 간의 인과적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잠재변인(latent factors)이 측정변인을 야기한다는 사고

를 기반으로 반영적 측정방법(reflective measurement)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설정

하였다(우종필, 2012; 임명성, 2013; Bagozzi, 2007; Wilcox et al., 2008). 반영적 개념 

모델은 관측이 불가능한 구성변수인 잠재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측된 측정지표를 가진다

는 점에서 개념 타당성의 모든 요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모든 하위지표들이 동일한 

잠재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각각의 하위지표들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김상훈, 김창규, 2012; Howell et al., 2007; Jarvis et al., 2003). 전통적으

로 측정항목의 총합 혹은 평균값을 활용개념을 분석하는 회귀분석에서는 형성지표와 반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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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이 둘 간 구분은 불가능하였다(김중인, 2013). 그

러나 구조방정식 모형의 발달로 형성지표 모델과 반영지표 모델 간의 구별이 용이하며 동일

한 모형에서 반영지표와 함께 형성지표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김상훈, 김창규, 

2012; Howell et al., 2007; Jarvis et al., 2003; Wilcox et al., 2008). 

구체적으로 형성적 개념 모델은 여러 측정지표들의 구성물로 이루어지며 각 지표의 변화가 

형성적 구성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며 다음의 두 가지 기본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측정

변인은 구성개념(construct)의 원인(cause)이 된다(김중인, 2013; Bagozzi, 2007; 

Diamantopoulos & Winklhofer, 2001). 둘째, 측정 오차는 개념(construct)을 완벽하게 설

명하지 못하기에 형성적 측정방법에서 개념은 잠재개념(latent construct)이라고 할 수 없다

(Howell et al., 2007). 또한 형성적 측정 모형에서 측정지표의 변경 시 해당 개념도 변화된 

지표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MacKenzie et al., 2005; Petter et al., 2007). 따라서 형성 지

표는 잠재변수에 의해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아 측정변수의 값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표

들의 합으로 지표가 형성되기 때문에 형성적 지표를 이루는 측정변수들은 내적일관성 신뢰도 

또는 요인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강현철, 2013). 형성지표의 대표적인 예시로 사회경제

학적 수준(socioeconomic status)을 들 수 있다(강현철, 2013). 이는 개인의 교육수준, 수입, 

직업, 거주상황 등의 하위지표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구성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학적 수준

은 하위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위지표의 원인이 된다(임명성, 2013). 또한 다

른 예시로 조직성과는 생산성,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로 정의하여 세 가지 성과지표가 유사한 

특성이 없어도 조직성과의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성과지표의 합을 통한 

형성지표를 도출할 수 있다. 

Ilmarinen(2007)가 개발한 설문지는 일능력을 총 7개의 차원으로 나누고 설문 응답의 결

과의 가중치의 합으로 일능력 점수가 결정된다. 현재 WAI는 세계 24개국 국가에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표 Ⅱ-27>과 같이 WAI는 

육체적·정서적·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총 7개 항목의 11개 문항인 49점으로 구성되

어 있다(양동주, 2014; Ilmarinen, 2007). WAI 7가지 항목은 하부차원 1, 2, 6, 7이 일능

력의 주관적 평가이며, 3과 5는 건강과 관련, 4는 일능력과 건강상태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하부요인을 구분할 수 있다(황기돈 외, 2013). 일능력은 총 7개의 차원으로 나누고 매 차원

마다 배정된 점수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설문 응답의 결과에 따라 일능력 점수가 

결정된다. 측정이 완료되면 설문 문항 별 가중치를 적용한 후 이들을 합산함으로써 개인의 

WAI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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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의 내용과 매 설문 당 배점은 다음과 같다. WAI 1은 생애 최고 수준의 일능력과 비교

한 현재의 일능력이다. 10점이 인생의 최대 점수인데 7점이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6점 이하이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수준을 의미한다. WAI 

2는 근로자가 작업의 요구를 얼마나 감당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며 WAI 3은 의사

로부터 진단받은 질병의 확인하고, WAI 4는 질병으로 인한 일능력의 제약 정도, WAI 5는 

현재의 질병 상태를 확인한다. 이어서 WAI 6은 미래의 일능력 평가, 마지막으로 WAI 7은 

심리 및 정서적 상태 파악을 위한 설문이다. 차원별 배점은 WAI 2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비가중 합산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WAI 점수는 최소 7점에서 최대 49점까지 분

포한다. 

차원 내용 문항수 점수

WAI 1
일생 동안 가장 좋았던 때와 

비교한 현재의 일능력
1

0 ~ 10점

(설문지에 체크된 점수)

WAI 2
작업에 필요한 육체적, 심리적 

부담 대비 현재의 일능력
3

2 ~ 10점

(담당 직무별 가중치 부여)

WAI 3 의사가 진단한 질병의 숫자* 
긴 설문 51개 질병 최소 5개 이상 = 1점, 4개 = 

2점,  3개 = 3점,  2개 = 4점, 

1개 = 5점,  0개 = 7점
짧은 설문 14개 질병

WAI 4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작업 제한의 

범위
1

1 ~ 6점

(설문지에 체크된 점수)

WAI 5
지난 12개월 동안 질병, 

부상으로 인한 결근일수
1

1 ~ 5점

(설문지에 체크된 점수)

WAI 6
향후 2년의 일능력에 대한 

자기전망
1

1, 4, 7점

(설문지에 체크된 점수)

WAI 7 정서적 능력과 건강 3

0 ~ 3** : 1점,  4 ~ 6** :  2점, 

7 ~ 9** : 3점, 10 ~ 12** : 4점

(3개의 질문에 응답한 값의 합)

계 비가중 합산치 11 7 ~ 49점

*  :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만 해당

** : 합산한 점수를 1, 2, 3, 4점으로 환산 

자료: 양동주(2014). 작업능력 증진지도. 서울; 도서출판 동주. p. 71

<표 Ⅱ-27> WAI 측정도구

점수 구간별로 일능력에 대한 평가에 따라 <표 Ⅱ-28>에서 확인하듯이 대응조치도 서로 

다르다. WAI 점수가 가장 낮은 구간인 7~27점 구간은 작업조건과 개인 사이에 불균형이 존

재하고 작업 및 취업 불능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일능력을 회복하는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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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WAI 점수가 가장 큰 44~49점 구간은 근로자 개인과 노동이 매우 잘 어울리며, 

일을 수행할 여력이 충분해 고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Ilmarinen, 2005). Vuori et 

al.(2019)은 WAI의 문항 들 중에서 세 가지 문항을 선별하여 단일척도로 구성된 형성지표로 

WAI 도구를 개발하였다. 첫째 문항은‘당신이 최고로 좋았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10

점으로 가정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몇 점인가’에 1~10점을 응답하는 것이다. 둘째 

문항은 ‘당신은 건강 문제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직장에 나가지 못한 것은 총 몇 일 입니

까’에 5점 척도(①전혀 없음, ②최대 9일, ③10~24일, ④24 ~99일, ⑤100 ~ 365일)에 

응답하는 것이다. 셋째 문항은 ‘당신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향후 2년간 현재 직업을 계

속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이며 5점 척도에 응답하는 것이다. 

WAI 점수 일능력 수준 조치의 목적

7 ~ 27 나쁨 일능력 재생

28 ~ 36 보통 일능력 개선

37 ~ 43 좋음 일능력 향상을 지원

44 ~ 49 매우 좋음 일능력 유지

자료: 황기돈. (2013). 연령관리(Age Management): 기업의 장년고용 촉진전략, 고용이슈, 9월호, 
한국고용정보원. p. 17.

<표 Ⅱ-28> WAI 점수별 일능력 수준 및 수준별 대응조치

따라서 이 연구는 Ilmarinen(2007)가 개발하고 양동주(2014)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일능

력 측정도구로 단일차원을 형성하여 활용할 것이다. 

4) 일능력 관련 연구

WAI-Netzwerke에 따르면, WAI의 설문지는 29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약 1100개 이상에 이른다.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일능력 관련 선행연구는 일능력

이 개인적 수준과 조직적 수준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Adams & 

Rau(2004)와 Van Dam(2007)는 개인적 수준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신체적·인지적 능력

의 쇠퇴와 관련된 문제는 중년 근로자가 노동 시장에 더 오래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해하며,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후에 고용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

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이현주, 한태영(2014)와 Ilmarinen & Tuomi(2004)는 일능력

이 높은 중년 근로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건강상태에 대한 자신감으로 자신의 능력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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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활용하여 성취감과 심리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경력개발의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경력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신체적, 인지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후 제2의 경

력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현주, 한태영, 2014). 

양동주(2014)는 조직 수준에서 일능력은 개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에 속한 근로자의 일

능력은 생산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일능력을 유

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일능력 창출, 직업생애 관리 및 연령관리(age management)의 인적자원관리

는 단순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넘어서 기억의 사회적 책임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일능력은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스트레스 등의 개인적인 요인과 직무형태, 직무부

하 등의 직무 관련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Ilmarinen, 2009; Ilmarinen & Tuomi, 

2004; Ilmarinen et al., 1997; Seitsamo et al., 2008; Tuomi et al., 2001). 개인적인 요

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Tuomi et al.(1994)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일능력의 변화에 대

한 연구에서 일능력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11년 노동 후에 30%가 감소하며 생리적 기능은 

매년 1%씩 감소한다고 제시하였다. Ilmarine et al.(1997)은 유럽에서 근로자의 연령이 증

가할수록 일능력이 점차 감소한다고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일능력의 차이에 대한 브라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Hodge & Monteiro(2006)의 연구는 근로자의 일능력에 있어서 남성

이 여성에 비해 일능력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다고 제시하였지만 Kumashiro(2006)는 일본의 

경우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장성록 외(2009)는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일능력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근로자의 건강상태는 일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며 각종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적인 일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avinainen, Nygård, & Ilmarinen(2004)는 작업부하는 작업의 부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

로 육체적인 능력과 관련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직무부하가 높으면 일능력이 떨어진다고 보

고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일능력은 개인적 자원과 건강, 경쟁력 등 직무능력을 유지하는 데 영

향을 미치며, 이는 생산성의 향상 뿐 아니라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나아가 퇴직 후

의 경려개발과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일능력 증진은 퇴직을 앞둔 중년 근로자에

게 고용과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되며 이는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된

다(양동주, 2014; Ilmarinen & Tuomi, 2004; Ilmarinen et al., 2005; Kumashiro et al., 

2006). 따라서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일능력은 개인의 역량과 자원으로서 외부고용가능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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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공식 네트워크

1) 개념

네트워크는 조직 내에서의 상사 혹은 부하 관계와 같은 공식적인 네트워크와 조직 내·외

를 모두 포함하는 비공식 네트워크로 구분된다. 사전적 정의로 보자면, 공식 네트워크는 의도

적으로 조정된 사람들의 관계이고, 비공식 네트워크는 상호 친밀한 개인의 감정에 따른 관계

로 정의할 수 있다(강민정 외, 2015). 조직 내에서의 비공식 네트워킹(networking)이란 상

사나 부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의 비공식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관계망이 네트워크(network)로(Kaplan, 1984), 이들은 조언 네트워크

(advice network), 신뢰 네트워크(trust netwrok), 비공식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역할을 수

행한다(정명호, 오홍석, 2005). 장은주는(2002) 비공식 네트워크는 조직 내·외부에서 인간

관계의 폭과 다양성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의 정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개인이 

가진 네트워크는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비공식 네트워크로 해석하였다. 

Walker & MacBride(1985)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개인이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 물질적 보조,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회 등을 제공받는 개인적 관계의 집합체라

고 정의하였다. 강민정 외(2015)는 회사 조직 단위에서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내의 사적인 모임을 비공식 네트워크로, 회사에서 지원하는 각종 위원회나 관리자 네트워크, 

멘토링 지원 등을 공식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

비공식 네트워크는 조직의 공식적 목표나 과업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이기에 구성원 개개인의 만족을 위해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 자본이론

(social capital theory)에 따르면 비공식 네트워크는 사회적 네트워크로서 사회자본과도 맥

락을 같이 하며, 개인에게 있어서 조직 범위를 넘어 다양한 수준의 네트워킹 관계를 통한 경

력 역량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김나형, 진선미, 2012; 하성욱, 장주, 2015). 네트워크의 유형

은 도구적 네트워크(instrumental network)와 표출적 네트워크(expressive network)로 구

분한다(Ibrra, 1993). 도구적 네트워크는 업무상의 조언 관계 네트워크가 대표적으로 업무 

조언, 정보, 자원 등을 주고 받는 것을 말하며 표출적 네트워크는 가벼운 친구관계라고 볼 수 

있는 데 친교를 통한 사회적 혹은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한다(정명호, 오홍석, 

2005; Ibrra, 1993). 이 두 네트워크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한

다. 예를 들어 친구관계인 사람이 업무상 조언관계를 할 수도 있고, 업무상의 관계가 친구관

계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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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외부적이고 상호적인 관계 네트워크로서 비공식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의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Hongseok et al., 2004; 하성욱, 장주, 2015). 전

통적 경력에서는 조직 중심의 경력관리는 경험이 많은 선배가 경험이 적은 후배의 경력개발

을 지원하는 멘토링이 중심이었지만, 무경계 경력과 프로틴 경력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력에 대한 논의에서의 경력관리는 자기주도적으로 업무와 경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구축 유지 사용하는 네트워킹 행위를 강조한다(하성욱, 장주, 2015). 

특히 다양성 관점에서 비공식 네트워크는 조직 밖의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약한 유대

관계(weak tie)에 의해 연결되어 있을 때,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는 약한 유대관계가 강한 유대관계에 비해서 서로 다른 집단을 매개하는(bonding)관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약한 연결의 강함(the strength of weak ties)’을 강조한 그라노베터의 

논의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 네트워크에서 보다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정명호, 오홍석, 2005). 

개인의 경력은 공간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다중경력(multiple career)의 특성을 갖는

다(윤준섭 외, 2015). 따라서 조직 내 개인의 경력경로는 일반적인 경력단계 개념에서 발전

하여 격변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

한 새로운 모델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장은주, 2002; Higgins & Kram, 2001; Hongseok 

et al., 2004; Wiernik & Kostal, 2019). 특히 현대 기업의 조직구조는 기존의 위계조직으

로부터 네트워크 또는 셀 조직으로 전환되고 있기에 조직 내 구성원들의 고용가능성을 포함

한 경력성공은 여러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된다(장은주, 2002; Arthur et al., 2005; Crowley‐Henry et al., 2019). 개인 차원

에서 볼 때 커다란 네트워크는 다양한 정보와 자원의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기에 노동시장에

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조직 입장에서도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네트워크는 직접 혹

은 간접적으로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Hongseok et al., 2004; 장은주, 2002).

이전에는 경력성공에 기여하는 경력 지원은 주로 같은 조직 내의 동료, 멘토, 상사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장은주, 2002; Hall, 2002). 그러나 조직 안에서의 구성원의 

네트워크만으로는 네트워크가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로는 충분하지 않다

(Hongseok et al., 2004; Wiernik & Kostal, 2019). 이는 조직원들이 경험할 가능성이 있

는 경력 이동과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주도적 경력 태도

의 관점에서 보면, 실무 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즉, 중복된 업무나 활동을 중심으

로 발전하는 공동체들에서의 일과 경력은 다중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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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외부로부터의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해 조직의 제한적인 경계를 넘나드는 장소이며 집, 

직장, 학교, 취미에 있어서 개인은 주어진 시간에 지역사회 안의 실천 공동체에 속해있다고 

설명하였다(Arthur et al., 2005; Hongseok et al., 2004). 지역사회 중심의 경력 지원은 

공유 직업, 산업, 동창, 가족, 이념 또는 프로젝트 관련 모임을 통해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Arthur & Parker, 2002). 또한 최근 멘토링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멘토가 같은 민족이

나 사회 집단과 또는 동일한 산업분야 등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같은 조직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Hall, 2002; Hongseok et al., 2004). 

따라서 조직간 이동성 확대와 조직 외 지원 확대는 둘 다 개인의 경력관리에 대한 조직의 

전체적인 영향력의 약화라고 볼 수 있다. 경직되고 관료적인 이전의 조직의 경력관리 관행에

서 보다 유연하고 적응적인 경력관리 관행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경력관리와 고

용 관행에서 앞으로 더 강조될 것이다(윤준섭 외, 2015; Arthur et al., 2005; Hall, 2002). 

경력관리와 개발에 대한 조직의 관점이 바뀌는 추세는 경력패턴을 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경력 성공의 상호의존성이 더 커질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퇴직 전 직위와 네트워크의 활용 비중이 비례한다는 것

이다(박창동 2012). 박창동(2012)은 금융산업 전직지원프로그램의 효과분석 질적연구에서 

경력 전환은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하였다. 유영만(2007)은 HRD 연구추세가‘인적자

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에서‘인적관계개발(human relationship 

development)’로 네트워크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변화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

의 경우 남성들은 여성보다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네트워크로부터 얻는 자원도 더 많다(강

민정 외, 2015). 즉, 남성이 여성보다 네트워크의 범위와 크기가 넓고,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또한 남성들은 약한 관계(weak tie)를 형성하면서 네트워크를 도구적으

로 잘 활용하여 주도적 경력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비공식 네트워크의 개념과 정의를 종합하면, 비공식 네트워크는 근로자가 조직 내·외부에

서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 물질적 보조,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회 

등을 제공받는 개인적 관계를 의미한다. 중년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공식 네트워크는 주도적 

경력태도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

다. 또한 금융회사는 지식기반 산업으로 지식의 창조나 지식의 이전을 위하여 비공식적 네트

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비공식 네트워크는 외부

고용가능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기업 안에서의 비공식 네트워크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정, 교회, 동창회, 동일한 산업계 등과 관련한 비공식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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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공식 네트워크 관련 이론

비공식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과 무경계 경력태도 

이론(boundaryless career)이 있다.  

첫째, 비공식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인의 경력은 사회적 관계에

서 발생하는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적 능력으로 형성된 개인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다(윤준섭, 김종관, 유범재, 2015; 장은주, 2002). 비공식 네트워크는 사회적 네트

워크인 거시적 수준과 특정 조직에서 형성된 미시적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개인의 

경력에 대한 연구에서 무경계 경력은 조직과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특징이며, 더 높은 

경력 불확실성으로 정의된다(윤준섭 외, 2015; Arthur & parker, 2002; Arthur et al., 

2005; Hongseok et al., 2004). Higgins & Kram(2001)은 네트워크를 조직의 경계적 범

위와 유대의 정도로 2×2의 네 가지로 구분하면서 수용적, 전통적, 기회주의적 그리고 기업가

적으로 개인이 가진 네트워크를 특징지어 설명하였다. [그림 Ⅱ-16]에서 보면, 기업가적 발

달 네트워크의 특징은 광범위한 조직 내·외의 많은 사람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강점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기업가적 개발 네트워크를 가진 
개인은 행동까지 동기가 고양되어 있고 광범위한 정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기에 기
회주의적이고 전통적이며 수용적인 발달 네트워크를 가진 개인보다 그들의 경력 변화(career 
change)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림 Ⅱ-16] 발달적 네트워크 구조

자료: Higgins, M. C., & Kram, K. E. (2001). Reconceptualizing mentoring at work: A developmental 
network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2), p.270.

사회자본이론에 기반하여 경력개발과 네트워크에 대하여 거시적(글로벌, 국가), 중간적(산

업, 조직) 미시적 차원(개인, 그룹)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그림 Ⅱ-17]과 같이 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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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이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 물질적 보조,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기회 등을 제공 받는 일련의 개인적 관계의 집합체로서, 이는 가족, 친구, 이

웃, 직장동료, 공식적 지지자로 구성된다(Walker & MacBride, 1985). 이러한 사회적 관계

망은 단순한 관계들의 집합이 아니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구성원 사이를 연결해 주는 관계

체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개인뿐 아니라 집단, 지역사회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Wiernik & Kostal(2019)는 자기주도적-경력관리행동(career self-management 

behavior)의 구성요인을 네트워킹 행동(networking behavior), 경력계획(career planning), 

경력탐색(career exploration), 개발활동(development activities), 자기홍보(self 

promotion), 조직의 경력지원(receiving organizationl career support), 경력만족(career 

satisfaction), 조직 이동(organizational mobility), 승진(promotions),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의 아홉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네트

워킹 행동(networking behavior)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활동적인 개인들은 그들의 직업에 

관련된 능력이나 경력 관련 자원(resource)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들의 미래의 경

력 및 직업 기회와 성공을 향상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Wiernik & 

Kostal, 2019).

[그림 Ⅱ-17] 네트워크와 경력 

자료: Crowley‐Henry, M., Benson, E. T., & Al Ariss, A. (2019). Linking talent management to traditional and boundaryless 
career orientations: Research propositions and future directions. European Management Review, 16(1), p. 6.

둘째, 비공식 네트워크는 무경계 경력태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과거의 경력이 제한된 

수의 조직 내에서의 성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현대의 경력개념은 무경계성

(boundaryless)으로 대변되는 경력이라 할 수 있다(Abessolo et al., 2017; Arth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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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sseau, 1996; Akkermans et al., 2006; Briscoe & Hall, 2006; Crowley-Henry et 

al., 2019; Guan et al., 2019). 무경계 경력(boundaryless career)은 고용불안이 가속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개인이 주도적으로 인생과 경력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해 제기된 이론으로 네트워크를 기반한 경력의 이동성과 유연성을 강조한다

(Arthur, 2008; Hall, & DeMuth, 2006; Hess et al., 2012; Rodrigues et al., 2018). 

Arthur & Rousseau(1996)는 무경계 경력을 물리적 이동성과 심리적 이동성으로 구분하면서, 

기존의 단일 조직에서 경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경계를 초월하여 조직 밖에서의 

경력에 관심을 갖는 사고방식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Arthur & Rousseau, 1996). Sullivan 

& Arthur(2006)은 무경계 경력은 물리적, 심리적 이동성에 의해 경력 특징을 규정함으로써 

직무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무경계 경력태도가 갖는 심리적 이

동성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조직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일과 연관된 관계를 창출하거나 추

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Briscoe & Hall, 2006). 무경계 경력지향성을 갖는 중년 근로자

는 조직 안에서 직무안정성 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가능성을 추구하게 된다(Arthur & 

Rousseau, 1996; Hall, 1996).

DeFillippi와 Arthur(1994)는 <표 Ⅱ-29>와 같이 무경계 경력태도의 특징으로 네트워크를 강

조하였다. 구체적으로‘knowing-why, knowing-how, knowing-whom’의 세 가지 경력역량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에서 knowing-whom은 비공식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첫째, 

‘knowing-why’역량은 진로동기, 개인적 의미, 가치 등의 속성을 포함하는 것으로(McArdle et 

al., 2007) 경력정체성을 반영한다. 경력정체성은 내면의 동기를 유발하여 시간, 에너지, 관심 등 

개인적인 자원을 집중시켜 자신이 원하는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Eby et al., 2003). 

둘째, ‘knowing-how’역량은 일과 관련된 지식이나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KSA(knowledge, skills, abilities)로 직무설계 역량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경력 형성(career 

building)은 직무를 통한 지속적인 학습 과정으로, 개인이 경험한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은 특

정한 경력특성을 보이게 된다(최미미, 2019). 셋째, ‘knowing-whom’ 역량은 직업 관련 네트워

크를 의미하는 데 여기서 네트워크란 ‘소스(resource), 저장소(repository), 새로운 학습(new 

learning)’의 요소를 포함한다. 이는 조직 내·외 네트워크 기반의 관점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구성

할 수 있는 수준과 관련된 능력인데 그러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외

부 멘토들과 함께 해왔던 개인적 경험들도 포함한다(Crowley‐Henry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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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요인 경계 경력 무경계 경력

know-why 정체성 고용주에 의존적 고용주에 독립적

know-how
고용상황 전문화 탄력적

작업특성 전문화 또는 탄력적 전문화 또는 탄력적

networks
위치 조직 내 조직과 비조직 간

구조 계층적/사전 규정된 비계층적/다발적

자료: DeFillippi, R. J., & Arthur, M. B. (1994). The boundaryless career: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5(4). p.317.

<표 Ⅱ-29> 경계 경력과 무경계 경력의 비교

3) 측정

이 연구에서 비공식 네트워크는 근로자가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 물질적 보조,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회 등을 제공 받는 개인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비공식 네트워크는 조직 내·외에서의 인간관계의 폭과 다양성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 정도를 포함하였다. <표 Ⅱ-30>과 같이, Johnson(2001)은 네트워크의 크기

를 조직 내·외부에서의 인간관계의 폭과 다양성, 정기적인 모임의 정도를 포함하여 5점 척도

의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비공식 네트워크에 대한 측정은 대부분 

Johnson(2001)의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장은주(2002)는 처음으로 

Johnson(2001)의 도구를 사용하여 금융회사 종사자들의 고용가능성을 포함한 주관적 경력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구은정(2019)은 Johnson(2001)의 단일요인 척도를 

두 개의 관찰변인으로 구성된 잠재변인으로 제시하였다. 

척도 연구자 하위구조 문항 수 비고

비공식 네트워크 

척도

Johnson

(2001)
단일요인 7

프로틴 경력(Hall,1996)과 무경계 

경력(Arthur & Rousseau, 1996)이론에 

기초

 비공식 

네트워크 척도 

장은주

(2002)
단일요인 7

Johnson

(2001)의 척도 번안

비공식 

네트워크 척도 

구은정

(2019)
비공식 네트워크Ⅰ,Ⅱ 7

Johnson(2001)의 척도를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

<표 Ⅱ-30> 비공식 네트워크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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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공식 네트워크 관련 연구

비공식 네트워크 관련 선행연구는 <표 Ⅱ-31>과 같이 미시적 관점의 개인 수준 연구와 

팀 수준 연구와 통합적 관점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부고용가능성, 경력성공과 조직유

효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개인 수준 연구는 Arthur & 

Rousseau(1996), Seibert et al.(2001), Ng & Feldmna(2014), 장은주(2002), 정선정

(2015), 하성욱과 장주(2015)와 구은정(2019)의 연구가 있으며, 팀 수준 연구는 Mehra et 

al.(2006)의 연구가 있다. 조직 수준은 Hongseok, et al.(2004)의 연구가 있으며, 산업과 

직업 수준 연구로는 Currie et al.(2006)과 Ng & Feldman(2009)의 연구가 있다. 

개인 수준 연구를 살펴보면, Ng & Feldman(2014)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메타연구에

서 낮은 사회적 네트워크(리더-멤버 교환, 일반관리자 지원, 경력 관련 지원, 조직 내 사회통

합, 조직 내 지원, 사회적 지위와 명성, 멘토 유무, 네트워크 활동, 네트워크 규모, 정치적 지

식과 행동)가 낮은 경력 성공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때 사회지능은 선천적이

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관계와 교감을 통해 사회자본으로 형성되고, 개선이 가능하며, 개인의 

학습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Arthur & 

Rousseau(1996)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무경계 경력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이다. 더 큰 

비공식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은 작은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보다 더 자주 경력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경력을 한 조직에서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고용관계

가 거래적 고용관계로 바뀜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관심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조직 이외에서의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네트워크를 활용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지한다고 제시하였다. 

Seibert et al.(2001)는 네트워크 구조의 두 가지 척도, 약한 유대(weak tie)와 구조적 공백

(structual hole)을 가지고 경력성공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사회적 자원은 정보 접근, 자원 

접근 및 경력 후원의 세 가지 척도로 이루어진 변인으로 그들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현재

의 급여, 경력 대비 승진 횟수, 그리고 경력만족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한 

시사점은 그동안 멘토와 관련하여 개인들이 여러 명의 멘토를 두는 게 경력형성에 매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장은주(2002)는 Johnson(2001)의 비공식 네트워크 개념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면서 고용가능성을 포함한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공식 네

트워크를 제시하였다. 개인 특성(성장욕구, 상사지향적 정치적 행동성향, 직무지향적 정치적 

행동성향)과 개인-직무 적합성, 사회적 지원(상사지원, 비공식 네트워크)이 경력만족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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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장은주(2002)의 연구 이후에 조직 안에서의 

비공식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들은 Johnson(2001)의 척도를 사용하여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

련하여 연구되고 있다. 정선정(2015)는 Johnson(2001)의 척도를 사용하여 중장년 실업자 

훈련생이 인식하는 훈련서비스 품질과 심리적 안정감, 비공식 네트워크 및 고용가능성의 관계

를 제시하였다. 중장년 실업자 훈련생의 비공식 네트워크는 훈련서비스 품질 중 학우 관계와 

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공식 네트워크가 큰 훈련

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훈련생에 비해 학교 안에서 형성한 학우관계가 고용가능성을 높여주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하성욱과 장주(2015)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네트워킹 

행위를 내부 네트워킹 행위와 외부 네트워킹 행위로 구분하고, 양자가 고용가능성(즉, 내적유

연성, 외적이동성)과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에 따르면, 개인의 내부네트워킹 행위는 내적유연성과 외적이동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때 남성의 경우 내부·외부네트워킹은 고용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여성의 경우 

내부네트워킹은 외적이동성은 높여주지 못하고, 외부네트워킹은 경력만족을 높이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내부네트워킹 행위는 남성보다 활발하지만, 네트워크 행위 자체

에 만족하며 자기주도적 경력개발과 연결짓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은정(2019)은 

Johnson(2001)의 척도를 사용하여 중년 근로자의 프로틴 경력태도, 코칭, 비공식적 네트워

크와 경력연계학습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

면, 프로틴 경력태도, 코칭,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경력연계학습을 매개로 경력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중년 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인으로 중년 근로자의 경우 경력연계학습을 통해서 미래 경력을 준비해 나

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팀 수준 연구를 살펴보면, Mehra et al.(2006)는 금융회사의 리더를 대상으로 리더의 사

회적 네트워크가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리더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은 리더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

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 밖의 학습공동체, 미팅과 모임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조직 수준 연구를 살펴보면, Hongseok et al.(2004)는 개인 수준과 그룹 수준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을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이 조직 내(in-group)와 조직 밖(out-group)에서 어

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조직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에 따르면, 조직 내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는 어느 정도의 최적화가 지나면 역U자 형태로 

조직 유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룹 밖의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망도 조

직 유효성을 높인다고 제시하면서 조직 밖의 비공식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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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직업 수준 연구를 살펴보면, Currie et al.(2006)은 숙련된 스킬을 가진 전문직 직

원과 젊은 근로자들은 무경계 경력을 선호하지만, 일반적 스킬을 지니고 나이 든 근로자들은 

무경계 경력을 덜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영화산업, IT, 생명공학 등 일부 업종이 다른 

업종보다 무경계 경력이 활발하고 비공식 네트워크가 발달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자

동차 산업에서 자동차 제조 조직의 재무 부서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개인은 회계사로서의 기

술 조직의 재무 부서로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간 이동이 가능한 경력들이 있으며, 산업

의 경계를 뛰어넘는 무경계 경력은 개인의 경력 초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하였

다. Ng & Feldman(2009)은 직업 배태성(occupational embeddedness)과 조직 및 직업적 

성공 요소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를 찾아내었다. 직업 배태성이란 개인이 현재의 직업에 있게 

하는 적합성(fit), 연계성(link)과 희생성(sacrifice)의 3대 요소이다. 조직 배태성

(organizational embeddedness)은 현재의 조직에 있게 하는 적합성, 연계성, 희생 등 3대 

요소이다. 직업 배태성은 조직 요인보다는 직업적 요인에 엄격하게 초점을 맞춘다. 또한, 산업 

및 직업 수준에서 어떤 직업과 산업에서의 경력은 다른 직업의 경력과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업 배태성은 직무성과와 창의성 모두에 긍정적으로 관련되며 조직 배태

성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반생산적인 업무 행동을 완화시켰다. 따라서 우수한 근로자의 직

업 배태성과 조직 배태성을 높이는 방안은 교육·훈련과 함께 비공식 네트워크라고 설명하였

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중년 근로자일수록 기업 내·외에 더 넓고 효율적인 비공식 네트워

크를 구축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네트워크의 질과 범위가 당장의 업무 성과로 연결되지 못

할지라도 비공식 네트워크는 경력관리와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

이 될 수 있다. 이에, 개인 수준, 팀 수준, 조직 수준 및 산업과 직업 수준에서 네트워크의 크

기와 질이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연구자 종속변수 내용 비고

개인 

수준

Arthur & 

Rousseau(1996)
- 네트워크는 무경계 경력의 핵심으로 고용가능성 향상 질적 연구

Seibert et 

al.(2001)
경력성공

여러 명의 조직 밖 멘토인 약한 유대관계가 경력성공에 긍정적 

영향
-

Ng & 

Feldman(2014)
- 활발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주관적 경력성공에 긍정적 영향 메타연구

<표 계속>

<표 Ⅱ-31> 비공식 네트워크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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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종속변수 내용 비고

개인 

수준

장은주(2002)
주관적 

경력성공

개인 특성(성장욕구, 상사지향적 정치적 행동성향, 직무지향적 

정치적 행동성향)과 개인-직무 적합성, 사회적 지원이 경력만족과 

고용가능성에 긍정적 영향

Johnson

(2001)의 

척도 번안

정선정(2015) 고용가능성
비공식 네트워크에 따라서 중장년 실업자 훈련생이 인식하는 

훈련서비스 품질이 심리적 안정감이 고용가능성에 긍정적 영향
조절효과

하성욱, 

장주(2015)
고용가능성

내·외부네트워킹은 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남성의 경우 내부·외부네트워킹은 고용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여성의 경우 내부네트워킹은 외적이동성은 높여주지 

못하고, 외부네트워킹은 경력만족을 높이지 못함. 

성별의 

조절효과

구은정(2019)
주관적 

경력성공
중년 근로자의 프로틴 경력태도, 코칭,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경력연계학습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긍정적 영향

경력연계학

습 매개효과

팀 

수준
Mehra et al. 

(2006).
팀 성과 리더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팀 성과에 긍정적 영향

금융회사 

리더 대상

조직 

수준
Hongseok et 

al.(2004)
조직 유효성

조직 내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는 어느 정도의 최적화가 

지나면 역U자 형태로 조직 유효성 감소하며 조직 밖의 비공식 

네트워크의 중요성 강조함.

양적 연구

산업과 

직업 

수준

Currie et al. 

(2006)
-

영화산업, IT, 생명공학 등 일부 업종이 다른 업종보다 무경계 

경력이 활발하고 비공식 네트워크가 발달되었다고 설명함.
질적 연구

Ng & 

Feldman(2009)

직무성과, 

창의성, 

반생산적인 

업무행동,

조직시민행동

직업 배태성은 직무성과와 창의성 모두에 긍정적으로 관련되며 

조직 배태성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반생산적인 업무 행동을 

완화시키며 비공식 네트워크를 강조함.

직업 배태성 

측정도구 

개발 

<표 Ⅱ-3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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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가정신 

1) 개념 

기업가정신은 개인 수준 혹은 조직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보유자원에 얽매이지 않고 새

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자원을 재분배와 결합하는 활동 또는 과정(Stevenson & Jarillo, 

1991) 혹은 사고와 행동방식(권기환, 최종인, 2019)을 의미한다. 기업가정신은 슘페터의 경

제 발전론을 기반으로 혁신과 도전을 통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 경제 발전의 동인이 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GEM, 2019).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업가정신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며 기업 뿐 아니라 학교, 병원, 제3섹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된다(Berglund & Karin, 2013). 구체적으로 기업가정신

의 핵심개념은 기존의 제 자원을 투입하는 혁신적인 행위로 혁신성, 위험감수성으로 구성된다

(Covin & Sleven, 1986; Drucker, 2004; GEM, 2019; Miller, 1983). 기업가정신 연구는 

독립적인 기업가정신(independent entrepreneurship)과 조직을 움직이는 원동력인 조직 기

업가정신(entrepreneurship with existing organizations)의 두 영역으로 발전되었다(GEM, 

2019). 기업가정신은 학교, 병원, 공공기관, 제3섹터 등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Drucker, 

2004), 개인 수준의 기업가정신은 최고경영자, 중간관리자, 조직구성원과 학생과 같이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임진혁, 2017; Bosma et al., 2011; GEM, 2019; Parker, 

2011; Testa & Frascheri, 2015; Woo, 2018). 

조직행동과 인적자원관리의 접근으로서의 개인의 특질에 중심을 두는 기업가정신과 다르게 

유사개념으로 조직 안에서의 활동에 중점을 두는 ‘조직 기업가정신(corporate 

entrepreneurship)’과 ‘사내 기업가정신(intrapreneurship)’이 있다. 조직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비즈니스나 혁신을 목표로 상향식(top down)으로 의사결정방식, 프로세스 및 실행방

식을 통한 자원의 재분배와 새롭게 결합시키는 조직수준의 조직활동(organizational activity)

과 조직과정(organizational process)이다(이춘우, 1999; GEM, 2011). 또한 조직 기업가정

신은 산업에서 조직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혁신 매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Lumpkin & Dess, 1996). 반면 사내 기업가정신은 사내벤처 혹은 새로운 제품출시와 같이 

하향식(bottom-up)으로 근로자들의 자기주도적 계획과 활동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새로운 비

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의미한다. 사내 기업가정신 수준이 높은 구성원들

은 기업가적 열망(entrepreneurial aspirations)을 가지고 다른 근로자들보다 기업가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Bosma et al., 2011; Parker, 2011; Rae, 2007; Wo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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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업가정신의 정의를 살펴보면, McClelland(1961)는 기업가정신을 스스로의 

진로와 경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성취의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Timmoms, Spinelli, & 

Tan(1994)는 기업가정신을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관련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사고, 추론, 행동방식을 활용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Drucker(2004)는 기업가정신을 새롭고 이질적인 것을 창조하고 변혁을 일으키고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며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은 창업가에만 필요

하거나 조직의 경쟁우위 획득을 위한 전략만이 아니라 경력개발 관점에서도 구성원의 기업가

적 역량은 중요시되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경력개발과 개인의 삶과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

고자 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임진혁, 2017).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는 크게 세 가지와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Miller(1983)는 혁신성, 

위험감수, 미래지향성 혹은 진취성이라는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고, Lumpkin & 

Dess(1996)는 경쟁적 적극성과 자율성을 추가하여 다섯 가지 요인으로 기업가정신을 설명

하고 있다. 신혜원(2017)은 기업가정신이란 자신의 삶에서 기회를 찾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김미란, 엄우용(2019)은 기업가정신이란 새로운 기회

에 대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이며 창조적으로 기업

의 발전을 책임지기 위한 태도와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기업가정신 정의를 종합하면, 기업가정

신이란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진취적 도전정신을 가지고 혁신적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고자 자신의 삶에서 기회를 찾고 자원을 활용하는 창조적인 역량을 의미한다. 

기업가정신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며 연구되고 있다. 먼저 기업가정신은 협의

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개인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광의의 관점에서

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식 및 속성으로 정의되는 기업가적 역량

과 기술에 관한 것이다(Sewell & Dacre Pool, 2010). 또한 기업가정신은 조직행동과 인적

자원관리 측면에서 조직 내 구성원 혹은 관리자의 속성, 스킬과 태도로 볼 수 있다(이춘우, 

199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지각, 성취욕구, 창의성과 기업가적 속성 등의 기업가적 속

성(entrepreneurial attribute)이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스킬, 대인관계 스길, 분석력 등과 같

은 기업가적 스킬(entrepreneurial skills)과 긍정적 태도, 적극적 태도 등 기업가적 태도

(entrepreneurial attitude)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김용태, 2015; Bosma et al., 

2011, Fitzsimmons & Douglas, 2010). 기업가정신은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므로 기

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육성 및 개발이 가능하며(김미란, 엄우용, 2019), 기업가정신 교육은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바꾸고 개발하는 데 유용하다(김문희, 2016; Druck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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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EDGE 모델은 기업가적 역량이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

한다(Rae, 2007). CareerEDGE 모델이란‘경력개발학습(career development learning)’, 

‘일과 삶에서 경험’,‘학위’,‘일반적 역량(general skills)’과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다섯 가지 요소가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 때, 일반적 역량은 기업가적 역량을 포함하며 계획성, 문제해결력, 기회포착, 리더십, 자원

활용과 도전에 대한 대응을 의미한다(Sewell & Dacre Pool, 2010). 따라서 기업가적 역량

이 높은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주도적 경력관리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기업가적 역량은 고용가능성을 설명하는 일반적 역량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Rae, 2005, 2007; Sewell & Dacre Pool, 2010). 예를 들어, 고용주들은 리더십과 팀워

크, 의사소통 및 프레젠테이션 기술, 비즈니스 인지도 등이 뛰어난 근로자를 선발하기를 원하

지만, 이러한 역량과 함께 직업전문성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기에 기업

가정신은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학생, 졸업생 및 중년의 근로자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역량이다(신혜원, 

2017, Rae, 2007; Sewell & Dacre Pool, 2010; Testa & Frascheri, 2015). EU는 모든 
학습자들의 미래의 삶, 일자리 찾기, 그리고 사회 참여에 도움을 주는 지식, 인적역량, 태도를 
의미하는 8가지의 핵심 역량(key competencies) 중의 하나로 기업가정신을 포함시키고 있다
(김문희, 2016). EU보고서(2006)는 학생과 졸업생들을 위한 기업가적 문화를 육성하는‘기

업가 마인드셋 육성(fostering entrepreneurial mind-sets(2006년) 프로그램’을 통해 혁

신적인 기업가적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행동들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 전략

적 변화 및 갱신의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동력의 개발은 인적자본의 필수적 요

소이다. 기업가적 사고방식은 경기 침체와 같은 불확실한 노동시장의 상황 속에서 미래의 고

용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한다(Crayford 

et al., 2012). 중년의 기업가정신에 관하여 영국의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보고서(2019)는 49개국을 대상으로 20년간의 추적조사에서 한국이 중년의 기업가활동

(entrepreneurial activity)이 가장 활발한 나라(21.5%)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림 Ⅱ

-18]과 같이, 한국은 45세-54세 사이의 인구에서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조직 내 기업가 활

동과 조직 밖의 기업가 활동을 수행하는 인구비율이 수단과 같이 후진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

라들에 비해서 높은 편(약 16%)라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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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8] 중년의 초기단계 기업가 활동과 연령분석 

<표 Ⅱ-32>를 보면, 경력단계와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 것에 관하여 기업가적 경력 계획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Rae, 2005). 구체적으로 중기 경력에서 중요한 요소는 

조직구성원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외부고용가능성과 경력방향의 재평가 및 정리 해고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공적 경력 전환은 무엇이며 현재 가지고 있는 경

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고용기회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설

명하였다. 중년 근로자들은 풍부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기에 자기 성찰적 질문과 지속적 학습

과 훈련을 통해서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Gibb, 1994).

경력단계 중요한 요소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질문

중기경력

(35-54세)

Ÿ 경력 성공과 책임

Ÿ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가능성

Ÿ 일경험

Ÿ 경력 방향의 재평가

Ÿ 경력 열망

Ÿ 정리 해고

Ÿ 가족 관계의 변화

Ÿ 성공적 경력 전환은 무엇인가?

Ÿ 현재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고용기회를 개발할 것인가?

Ÿ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직

Ÿ 컨설팅

Ÿ 사내벤처

Ÿ 혁신적 프로젝트에 합류하거나 리딩하기

Ÿ 가족 비즈니스에 합류하기

자료: Gibb Dyer, W. Jr. (1994). Toward a theory of entrepreneurial caree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9(2), 7-21. 재구성

<표 Ⅱ-32> 기업가정신 경력 단계 프레임워크

2) 기업가정신 관련 이론

기업가정신을 설명하는 이론은 내재적 동기이론(expectancy theory)의 자기결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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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termination theory)과 자원보존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업가정신은 내재적 동기이론(expectancy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기이론

은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인이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자발적으로 일으키고 지속시키는 과

정을 설명해 준다(Deci et al., 1975). 이때 내재적 동기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의 원인과 행

동의 방향·강도·지속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즉, 내재적 동기이론은 인간이 보상과 무관하

게 인지적 과정을 거쳐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측면을 주목한다(DecI et al., 1999). 자기

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는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과 역량(competence), 호기심(interest) 등에 기반한다(Deci et al., 1975). 자기결정성은 자

신이 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받지 않는 자율성을 보유한다는 확신이다. 반면, 역량감

(perceived competence)은 자신에게 역량이 있거나 있다고 믿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인

간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싶어하며, 자신이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이

다. 따라서 내재적 동기는 개인의 성장, 사회적 발달, 그리고 심리적 안녕을 증가시키기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하는 요구를 발생시키는 동기의 타고난 원천이 된다(고수일, 2002). 수

많은 기술들의 영역에서 유능감 경험에 대한 축적된 개인의 수행은 개인이 환경과 성공적으

로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개인적 신념을 형성한다. 즉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축적된 인식은 영향력 동기

(effectance motivation)을 이룬다. 만일 이 과정이 성공적일 때 역량감은 증가하며 개인의 

집합적 영향력 동기가 클수록, 적정 도전을 추구하고 숙달하려는 욕망이 커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정신을 동기이론 관점에서 설명하면, 경력이나 진로를 결정할 때 발생하

는 성과를 예측하고 기대된 성과의 가치를 성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가정신의 수준이 

내재적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들은 자아성장과 직업적 성공 등의 내적가치에 대한 기대

와 함께 경력 전환과 창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게 된다(임진혁, 2017). 기업가

정신 수준이 높은 진취적인 자아(self)를 가진 개인은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추구해서 고용가

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기업가정신 수준이 높은 근로자

들은 외부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지하게 된다(Fitzsimmons & Douglas, 2011). Fitzsimmons 

& Douglas(2011)는 자율욕구, 능력욕구, 성취욕구 등의 내재적 동기가 위험감수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력개발과 성장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은 외부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인

데 이때 기업가정신의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율성, 성취욕구은 내재적 동기를 움직이

며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Berglund & Karin, 2013; Kuckertz & 

Wagn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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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는 자원보존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원보존

이론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 모두 개인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

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심리적·정신적 에너지와 자원이 될 수 있다(Berglund, 

2013). Costea et al.(2012)은 전통적인 기업가정신 담론은 전략과 적응력이 뛰어난 개인을 

강조하였기에, 경력개발과 자기관리에서 측면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중년 근로자는 외부고용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ostea et al.(2012)는 

외부고용가능성의 중심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원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조직을 만들

고 싶어하는 욕구와 비슷하다고 설명하였다. Berglund(2013)와 Komulainen et al.(2009)

는 진취적인 자아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가, 직원, 시민의 충실하고 성공적 역할과 관련하여 

강조될 뿐만 아니라 교육 제도에서도 추구하는 긍정적 자아상이라고 강조하였다. Kirves et 

al.(2014)은 대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면서 낙관적 성향은 인식된 고용

가능성(PE)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심리적·정신적 자원으로서 낙관적 

성향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외부고용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에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

인 진취성과 낙관적 성향이 유사한 성격 측면이라고 본다면,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인 진취성

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성공을 위한 중년 남

성 근로자의 기업가정신은 경력개발 측면에서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3) 측정

이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은 개인 수준의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

에도 진취적 도전정신을 가지고 혁신적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자신의 삶에서 기회를 

찾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표 Ⅱ-33>을 보면, Miller(1983)
는 혁신성(innovativeness), 위험감수성(risk-taking), 진취성(proactiveness)을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Miller(1983)가 제시한 3가지 구성요인 중 혁신성은 생산과정에서의 공정혁신 
또는 기술적인 혁신과 새로운 시장 개척과 같이 창조적인 과정을 수행하면서 기존의 실행체
계나 기술에서 혁신적 업무행동을 가져오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가능하게 
하는 위험감수성은 과감하게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탐색하며 추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진
취성은 변화의 인식과 경쟁에 대한 통찰력을 주며 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진취적으로 적극적
인 태도를 의미한다. Covin & Sleven(1986)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의 3가치 차원을 

9개 문항을 사용하는 기업가정신 도구를 개발하였고 김서영(2017)은 Covin & 

Sleven(1986)의 도구를 국내의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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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pkin & Dress(1996)는 기업가 지향성을 조직 기업가정신으로 명명하여 추가적으로 자
율성(autonomy), 저돌성(competitive aggressiveness) 등 2가지 범주를 추가함으로써 기업가
정신 개념을 확장시켰으며 Lassen et al.(2006)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자율성, 저돌
성으로 구성요인을 제시하였다. 김진수 외(2009)는 창업진흥원에서 활용 중인 기업가정신 역
량 평가지표를 근거로 46문항으로 개인 차원의 기업가정신과 조직 차원의 기업가정신을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개인 차원의 기업가정신은 성취욕구, 자기통제능력, 위험감수성, 창의력, 자
기효능감으로 구성되며 조직 차원의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구성된다. 
김용태(2015)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5문항으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율성, 성취욕
구의 다섯 가지로 기업가정신을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척도 연구자 하위구조

기업가정신
Miller(1983), Covin & 

Sleven(1986), 김서영(2017)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기업가지향성
 Lumpkin & Dress(1996), 

Lassen et al.(2006)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율성, 경쟁적 저돌성

기업가정신 김진수 외(2009)

개인 

수준

성취욕구, 통제능력, 위험감수성, 창의력, 

자기효능감

조직 

수준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기업가정신 김용태(2015)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율성, 성취욕구

<표 Ⅱ-33> 기업가정신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금융회사 중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Covin & Sleven(1986)이 개발하고 

김용태(2015)와 김서영(201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의 3가지 차원에서 9문항을 사용하여 기업가정신을 측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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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

기업가정신 관련 선행연구들은 <표 Ⅱ-34>와 같이 크게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한 연구

와 기업가정신이 실제 조직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하여 Crayford et al.(2012)와 Huq & 

Gilbert(2013)의 연구가 있다. Crayford et al.(2012)은 기업가정신 교육이 개인의 개발과 

학습으로 인해 사회적 혁신과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고용가능성

을 높이는 방안으로서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은 조직, 학교, 

공공기관과 같이 다양한 조직 안에서 혁신에 대한 도전, 전략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의 필수요소라고 설명하였다. Huq & Gilbert (2013)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일기반학습과 대학원생의 고용가능성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평가

를 위한 모델을 구축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용가능성과 기업가정신 교육 성과를 향상

시키기 위한 일기반학습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감성

적 지능, 팀웍,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문제해결 및 기회 전환 기술 등을 개발해야 하며 일기반

학습을 통해서 기업가적 스킬과 사회적 인식의 강화는 대학원생의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 안태욱(2017)은 대학생의 창의성 역량이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기업

가정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협업적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적 문제해

결능력인 창의성 역량은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자기주도적인 삶과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은 진로준비행

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기업가정신 수준이 높다는 것은 개인의 진로설계와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조직 안에서의 기업가정신 연구는 국제 비교 데이터를 활용한 Bosma et al.(2011)의 연

구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바람직성의 상호작용의 부적 영향을 탐구한 Fitzsimmons & 

Douglas(2010) 연구와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의 차별적 성과를 탐구한 임진혁(2017)의 연구

가 있다. Bosma et al.(2011)은 GEM의 국제데이터를 가지고 근로자들의 조직 기업가정신

과 인트라프로뉴십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관계에서 인트라프로뉴십은 독립적 기업가정신에 영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별 국가의 경제개발 수준은 대기업 출현과 기업

가정신의 기회비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하여 인트라프로뉴십이 높아지며 결국 독

립적 기업가정신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Fitzsimmons & Douglas(2010)은 기대이론과 규

제 초점이론(regulatory theory) 관점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바람직성의 상호작용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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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성의 상호작용이 모두 정적일 경우 창업의도가 높아졌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바람직성의 상호작용이 모두 부적일 경우도 창업의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임진혁

(2017)은 인지적 성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가운데 리더의 인지적 성공에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은 리

더들이 인지하는 다양한 성공에 상이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인지적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종속변수 내용 비고

기업가

정신

교육

Crayford et 

al.(2012)
-

Ÿ 기업가정신 교육이 개인의 개발과 학습 및 

고용가능성을 높이며 혁신에 대한 도전, 전략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필수요소

질적 연구

Huq & 

Gilbert(2013)
-

Ÿ 사회적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고용가능성과 책임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정교한 일기반학습 커리큘럼이 필요

일기반

학습

안태욱(2017) 진로준비행동

Ÿ 협업적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인 

창의성 역량은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자기주도적인 삶과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

기업가정신 

매개효과

 

기업가

정신 

성과

Bosma et 

al.(2011)
창업의도

Ÿ GEM의 국제데이터를 가지고 조직 기업가정신과 

인트라프로뉴십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관계에서 

인트라프로뉴십은 독립적 기업가정신에 영향

근로자 

대상

Fitzsimmons 

& 

Douglas(2010)

창업의도

Ÿ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바람직성의 상호작용이 

모두 정적일 경우 창업의도가 높아졌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바람직성의 상호작용이 

모두 부적일 경우도 창업의도가 높아짐.

근로자 

대상

임진혁(2017) 인지적 성공

Ÿ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은 리더들이 인지하는 다양한 

성공에 상이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인지적 성공에 정적인 영향

근로자 

대상

<표 Ⅱ-34> 기업가정신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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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력적응력

1) 개념

오늘날 개인은 직업과 경력과 관련하여 생산성, 적응 능력, 유연성 및 지속적인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등과 관련된 요구와 해고에 대한 두려움,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증가하

고 있다(Brown et al., 2012; Cakmak-Otluoglu, 2018; Johnston, 2018; Rudolph et al., 

2017). Savickas(2005)는 고용시장의 안정성이 낮고, 새로운 직업의 등장 등 노동시장이 빠

르게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고정된 경력단계 모형보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Savickas, 2005). 경력적응력 연구는 초기에는 학생과 

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다가 중년들의 경력 과제와 경력 역량과 관련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Ferreira, Coetzee, & Masenge, 2013; Tolentino et al., 2013; 

Tolentino et al., 2014; Zacher & Griffin, 2015). 적응력은 능력의 변화와 동기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변화를 쉽게 하는 능력으로 경력적응력은 불확실하고 변화하는 경력 상황에 적응하기 위

하여 행동·감정·사고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심미영, 2012). 경력적응력은 일과 직업 환 

경의 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상황에서도 다

양한 기회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Fugate et al., 2004).

Savickas(1997, 2005)는 진로구성주의이론(Career Construct Theory; CCT)을 기반으

로 개인과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여 연계시키는 단순하고 전통적인 모형에서 벗어나, 복잡한 

사회 환경에서 적응해나가기 위한 개인의 능동적 태도 및 행동을 강조하였다. 진로구성주의 

이론은 Super(1957)의 진로발달이론과 유사하지만 Super와는 달리 진로발달이 고정된 특정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응력을 토대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형성해나가

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유지현, 신효정, 2019; 탁진국 외, 2015; Savickas 2012). 

Savickas(2012)는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요인 중 개인의 적응성

(adaptability)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으며, 경력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표 Ⅱ-35>를 보면, 경력적응력의 개념은 Super(1957)에서 Savickas & Porfeli(2012)

까지 다음과 같이 발전되어 왔다. Savickas & Porfeli(2012)는 적응력(adaptability)은 교육 

및 경험을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으로 개인의 성격적 특성보다 가변적이며 유연성이나 주도적 

성향과 같은 개인의 특성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적응력은 적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규제 능력인 동시에 심리사회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Savickas & Porfeli, 2012). 

적응력 안에서 자기규제 능력이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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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경력정체성을 유지하고 역할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의식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의 자기규제 능력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발달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심리사회적 자
원이 된다(Savickas & Porfeli, 2012). 따라서 경력적응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의 
요구에 개인이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태도와 능력이기 때문에 미래의 경력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

연구자 개념

Super(1957)
진로성숙이란 각 진로발달 단계에서의 과제를 숙달하고 각 단계의 이행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준비도 혹은 능력

Super & Kidd(1979)
진로성숙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직업학교와 직업결정을 하기 위한 

준비도

Super & Knasel(1981)
진로성숙을 경력적응력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경력적응력 개념 

도입

Savickas(1994) 경력적응력은 변화하는 일과 근무조건에 대처하는 태도와 능력

Savickas(1997)

경력적응력은 예측할 수 있는 업무 역할에 대한 준비와 수행 그리고 직장이나 

근무조건의 변화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역할 조정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

Savickas(2005)

경력적응력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진로발달과업, 직업전환, 그리고 직업과 

관련한 개인적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준비도(readiness)와 

자원(resource)을 나타내는 심리·사회적 구조로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의 

4차원의 구조

Savickas & 

Porfeli(2012)

경력적응력(adaptability)은 크고 작은 개인의 사회적 통합을 변화시키는 

직업역할에서 당면하거나 예상되는 과업, 전환, 외상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자원을 나타내는 심리·사회적 자원

자료: 유지연, 신효정. (2019). 진로적응성 연구의 문헌고찰: 진로구성주의 이론의 진로적응모형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2(2), p. 6.

<표 Ⅱ-35> 경력적응력 개념의 발달

경력적응력의 개념은 Super(1955)의 진로발달이론에서 제시한 진로성숙 개념에서 시작되

어(Super & Knasel, 1981) 진로구성주의 이론(Savickas, 2002, 2005, 2013)을 통해 구

체화 되었다. Savickas는“경력적응력이란 예측할 수 있는 업무 역할에 대한 준비와 수행 그

리고 직장이나 근무조건의 변화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역할 조정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

도”(Savickas, 1997) 또한“크고 작은 개인의 사회적 통합을 변화시키는 직업역할에서 당

면하거나 예상되는 과업, 전환, 외상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자원을 나타내는 심리사회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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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Savikas, 2012) 이라고 정의하였다. 경력적응력은 적응자원으로써, 성격 특성보다 변화

가 용이하고, 인간의 내면과 외부세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하며, 적응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적응전략과 적응행동을 형성하는 자기 조절적·정신 사회적 역량이다(유지현, 신효정, 

2019; 탁진국 외, 2015; Johnston, 2018). Savikas(2012)는 경력적응력을 내구성 있는 정

신적인 측면과 변화 가능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복합체로 보고 경력적응력을 관심(concern), 

통제(control), 호기심(curiosity), 확신(confidence)의 4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Savickas 

& Porfeli, 2012). 

경력적응력은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으로 구성되며 환경 속에서의 인간에게 있는 심리사

회적 구조의 적응능력으로, 교육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고 축적되는 개인적 자원이다(Brown, 

et al., 2012; Savickas, 2005, 2013; Savickas & Porfeli, 2012). 첫째, 진로관심은 계획성, 

준비성, 낙관적인 태도에 의해 촉진된다(유지현, 신효정, 2019; Johnston, 2018). 진로관심

이 부족한 경우 진로무관심의 문제를 가져오며 이것은 무계획, 비관주의와 무모함을 반영한

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설정과 진로발달과업 및 경력전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Savickas & Porfeli, 2012; Tolentino et al., 2013; Tolentino et al., 2014). 둘째, 통제

소재는 경력을 개발하는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을 믿는 것으로 진로통제의 결핍은 진로미결정

으로 나타난다. 셋째, 호기심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호기심을 말하며 진로호기심 

결핍은 직업세계와 자신의 부정확한 이미지에 대한 비현실성을 초래한다(Johnston, 2018; 

Tolentino et al., 2013; Tolentino et al., 2014). 마지막으로 확신은 적합한 교육과 직업선

택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나타내며 진로확신의 결

핍은 역할 수행과 목표달성을 저해하는 진로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Brown et al., 2012; 

Savickas, 2005, 2013; Savickas & Porfeli, 2012). 

Savickas & Porfeli(2012)는 [그림 Ⅱ-19]와 같이 적응준비, 적응자원, 적응반응, 적응결

과로 이루어진 순차적 과정으로 경력적응모형 이론을 상세화하였다(Savickas & Porfeli, 

2012). 경력적응모형의 순차적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내적인 심리적 특질에 해당하는 적응

준비는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자기조절 자원(적응자원)을 통해서 진

로 관련 상황들에 잘 대처하고자 하는 적응적 행동 수행(적응반응)을 이끌어낸다(Johnston, 

2018; Rudolph et al., 2017). 둘째, 진로적응자원은“진로발달과업, 직업전환 및 직업적 외

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소하고 복잡하며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자기조절

적 자원 또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이 진로적응자원이 경력적응력을 반영한다고 보았다(유지

현, 신효정, 2019; Savickas & Porfeli, 2012). 셋째, 적응반응들은 성공적인 적응결과를 가

져오는 데 직업과 삶의 결과에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력적응력은 적응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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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특질보다 변화가 용이하고, 인간의 내면과 외부세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하며, 적응목

표를 성취하기 위한 적응전략과 적응행동을 형성하는 자기 조절적 강점 혹은 역량(self regulation 

strengths or capacities)이다(Johnston, 2018; Savickas, 2005, 2013; Savickas & Porfeli, 

2012). 

[그림 Ⅱ-19] 경력적응모형 이론

자료: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 80(3), 661-673. 재구성.

경력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더 나은 직업 기회와 다양한 경력 전환이 가능하며, 외부고

용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력성공에 이르게 된다(Johnston, 2018). 경력적응력은 <표 Ⅱ

-14>의 네 가지 경력개발 효과성(career effectiveness)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기적인 시

간과 과업 중심의 축에서 경력 효과성으로 볼 수 있다. Hall(1996, 2002)은 개인 차원과 직

무 차원에서 개발(development)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직무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성과

(performance)를 높이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직무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adaptability)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개발에 대한 Hall(2002)의 정의는 인력개발을 직무성과를 높

이기 위한 직무능력의 향상으로 좁게 해석하는 관점과 비교해서 적응력과 정체성 개발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김흥국, 2000). 따라서 중년 근

로자가 자신의 직무에서 효과적으로 경력개발을 수행했을 때의 결과가 경력적응력이 일정 수

준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자별 경력적응력의 정의 및 구성요인을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 경력적응력은 직업 역

할에 있어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진로발달과업, 직업전환, 그리고 직업과 관련한 개인적 트라우

마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준비도(readiness)와 자원(resource)을 나타내는 자기조절능력

으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 경력적응력은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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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적응력 관련 이론

경력적응력을 설명하는 이론은 전생애 생애공간이론(the life span, life space approach), 

경력적응모형 이론,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경력시스템(career 

system)이론, 경력 정체(career plateau), 경력개발시스템이론(the systems theory 

framework of career development)이 있다. 

첫째, 경력적응력은 전생애 생애공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인기 진로발달은 개인차가 

크고 조직 환경에서의 적응이 중요하다. 따라서 Super는 후기 진로발달이론에서는 생물학적

인 발달이 나이의 발달과는 다르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성숙이라는 단어가 본질적으로 성장의 

과정을 의미하므로(Critchley, 1970), 진로성숙이라는 용어를 성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 부적절하다는 자기반성에서 경력적응력이라는 용어로 이를 대체하였다(김봉환, 외, 2010; 

Super & Knasel, 1981). 또한, 성인기 진로발달이론에서 발달의 불안정성이 정상적이며 성

공적인 발달적 변화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재순환’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재

순환 개념에 따르면, 정상적인 생애순환 과정에서 경제불황, 해고와 과학기술의 발달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회 변동과 개인이 속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이슈 등은 재순환을 

촉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Super는 불안정한 진로와 중년기의 진로위기는 정상적

일 뿐만 아니라 빠른 사회적 변화의 환경 속에서 개인이 보다 적응력을 갖도록 촉매제 역할

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er, 2000). 

Super는 전생애 진로발달을 ‘life-span theory’와 ‘life-space theor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생애에 대하여 기간(span)이라는 종단적 측면과 공간(space)이라는 역할적 측면

을 모두 고려하였다. 따라서 한 개인이 감당하는 삶의 다양한 역할이 그의 생활양식을 구성하

며 그러한 전체적인 역할의 구조가 진로양식을 구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avickas, 1997; 

Super, 1980, 1996). 따라서 전생애 생애공간이론에 따르면, 생애역할들은 상호작용하기 때

문에 만일 동일한 직업을 가진 개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므로 

개인의 경력과 직업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생애발달단계의 변화에 따라 인간

은 기본적으로 아홉 가지 역할 연기(role playing)한다고 가정하였고 이들 역할의 상대적 비

중은 생애단계별로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였다(Super, 1980). Super(1996)는 아홉 가지 생

애 역할과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의 생애 역할이 수행되는 네 가지 극장의 상호작용 속에

서 개인의 진로 양식이 구성된다고 보았다. 아홉 가지 역할은‘①자녀(child), ②학생(student), 

③여가활동자(leisurite), ④시민(citizen), ⑤근로자(worker), ⑥배우자(spouse), ⑦가정생활자

(homemaker), ⑧부모(parent), ⑨연금생활자(pensioner)’이다(Super,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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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후기진로발달이론은 생애주기(life-span)와 생애공간(life-space)이라는 개념을 통

해 진로발달의 순환 과정을 강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자아

개념과 일치하는 진로를 추구하게 된다. Super의 이론은 직업과 관계된 개인의 발달과정을 

매우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생애단계별 발달과정과 개인의 경력개발이 정상적 생애단계별 경

력성숙 및 자아개념의 발달정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진단과 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개인의 

경력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김흥국, 2000; Super, 1980, 1996)([그림 

Ⅱ-20] 참조). 

[그림 Ⅱ-20] 생애-진로 무지개이론: 생애 공간에서의 아홉 가지 역할들

자료: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3). p. 289.

둘째, 경력적응력은 경력적응모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Ⅱ-36>에서 보듯이, 

Johnston(2018), Rudolph et al.(2017)과 유지연, 신효정(2019)은 경력적응모형 이론을 

기반으로 적응준비, 적응자원, 적응반응과 적응결과로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변수들을 제시

하였다. 적응준비에 해당하는 변인은 지속적인 목표추구, 유연성, 자기주도적 성격, 능동성, 

자존감, 성격(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 등이 있다. 적응자원에 해당하

는 변인은 경력적응력이다. 적응반응에 해당하는 변인은 경력계획, 경력탐색, 직업적 자기효능

감, 주도적 스킬개발 등이다. 마지막으로 적응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은 경력만족, 기업가적 의

도, 고용가능성, 경력성공, 일열의, 주관적 웰빙, 조직몰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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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준비 적응자원 적응반응 적응결과

Ÿ 지속적인 목표추구

Ÿ 유연성/인지능력 

Ÿ 학습목표 지향

Ÿ 자기주도적 성격

Ÿ 경력 낙관성/능동성

Ÿ 핵심자기평가

Ÿ 자존감/주도성

Ÿ 희망/미래조망

Ÿ 성격(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정서적 안정

성, 개방성)

Ÿ 관심

Ÿ 통제

Ÿ 호기심

Ÿ 확신

Ÿ 경력계획

Ÿ 진로결정어려움

Ÿ 경력탐색

Ÿ 직업적 자기효능감

Ÿ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Ÿ 진로결정자기효능감

Ÿ 주도적 스킬 개발

Ÿ 경력만족

Ÿ 승진

Ÿ 기업가적 의도

Ÿ 조직충성도

Ÿ 이직/이직의도

Ÿ 학문적 만족

Ÿ 고용/근무상태

Ÿ 일스트레스/전환

Ÿ 진로정체성

Ÿ 고용가능성

Ÿ 경력성공

Ÿ 일열의

Ÿ 직무성과

Ÿ 주관적 웰빙

Ÿ 수입

Ÿ 조직몰입

자료: Johnston(2018), Rudolph et al.(2017), 유지연, 신효정(2019)이 제시한 내용을 재구성.

<표 Ⅱ-36> 경력적응모형 이론에 따른 관련 변인 

셋째, 경력적응력은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메타역량(meta-competency)인 인

적자원으로 이는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Hobfoll, 2001)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자원보존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원을 구축, 보호,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 때 자원이란 가치 있는 물체, 개인 특성, 조건 또는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다(Hobfoll, 

2001). 개인은 개인 차원의 자원(예: 자기효능감)과 상황 관련 자원(예: 사회적 지원)을 사

용하여 현재 환경에 맞게 조직, 행동 또는 적응하게 된다(Hobfoll, 2001). 따라서 자원보존이

론이 제시하는 적응력과 자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개인의 자원인 경력적응력은 경력 

성공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촉진하는 자원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원보존이론에 따르

면, 자원들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 도메인에 자원이 부족하면 다른 도메인의 자원 개발

을 방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도메인의 자원이 부족하여 적절한 경력개발이 적정 시기

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경력개발 부족을 보이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을 제공

한다(Hirschi & Valero, 2015; Hirschi, Herrmann, & Keller, 2015). 따라서 경력적응력을 

개발하는 것은 중년 이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생애경력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다(Brown et al., 2012; Johnston, 2018; Savikas, 2005). 

넷째, 경력적응력은 경력시스템 안에서도 개발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경력시스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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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nenfeld, 1988)은 조직에서 개인들은 직무를 따라 움직이는 집합체로서 경력시스템

(career system)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은 물론 환경에 적응하

기 위한 개인의 태도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자신이 속한 조직 경력시스템에서의 경력관리 또

한 경력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Sonnenfeld & Peiperl(1988)은 조직구성원의 충원에 

있어서 내부 노동시장 개방성과 직무배치와 승진에서 동료 간의 경쟁과 협력이 조직의 경력

시스템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은행은 동료간 경쟁이 낮고 내부 노동시

장 개방성이 낮은 클럽 유형에 속한다. 

다섯째, 경력적응력은 경력 정체(career plateau)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Brown et al., 

2012; Godshalk & Fender, 2015). 경력 정체 이론은 경력 정체 원인을 개인 수준에서는 근

로자의 기술, 능력, 욕구 및 가치관, 스트레스와 쇠약과 직무 차원에서는 내생적으로 동기부여 

시키는 직무특성과 외재적 보상 등과 조직 수준에서는 조직의 낮은 성장이 원인이 된다고 설

명한다(Feldman & Weitz, 1988). Levinson(1986)은 경력 정체를 통해서 개인의 경력성장이

나 개발에 오히려 유익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는 경력 정체 단계를 3단계로 제시하면서 

정체된 기간에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정성을 통하여 자신의 직무에 숙달하고, 가족과 

개인의 삶을 돌보며, 다가올 변화를 위한 정신적인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Levinson(1986)의 관점은 경력 정체가 중년 근로자에게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꼭 부정

적이지만은 않으며 경력 정체 기간을 통해서 경력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

라서, 경력 정체는 경력시스템 유형에서 동료 간 경쟁이 낮고 내부 노동시장 개방성이 낮은 

은행권 중년 근로자에게 편종형 경력 곡선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를 모으는 버퍼링 역할 즉 

경력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Godshalk & Fender, 2015; Zacher & 

Griffin, 2015). 

여섯째, 경력 개발의 통합적 관점에서 경력개발시스템 이론은 경력 경로와 경력적응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과 상황 두 요인의 역할을 수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McMahon, 

2002; Patton & McMahon, 2006). 경력개발시스템이론은 경력개발에 영향을 주는 개성, 흥

미와 신념, 가치, 자기역할 개념, 연령,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와 같은 

개인 특성 변수들과 개인의 경력 경로와 경력을 형성하는 상황 요인의 통합으로서 시스템을 

의미한다(McMahon, 2002). 경력개발시스템 이론의 핵심은 시스템의 요소 또는 하부 시스템 

상호간의 상호작용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 되는 변화이

다(McMahon, 2002; Patton & McMahon, 2006; 심미영, 2012). 이는 Super의 생애주기

이론을 반영하고 행운이나 사건, 우연과 같은 예기치 않은 것들의 예외적인 요인에 대한 영향

을 고려한 것이다. 최근 경력은 비연속성(discontinuity)과 비선형성(non-linearity)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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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의한 경력 관리가 대두되는 상황에서(Arthur & Rousseau, 1996; Hall, 1996) 주체

적이며 자율적으로 경력을 형성하는 개인적인 특성이 환경적 맥락과 상황적 맥락과 상호작용

하여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을 높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3) 측정

<표 Ⅱ-3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Savickas(2012)는 경력적응력 척도(career 

adapt-abilities scale: CAAS)를 개발하고 일반화를 위하여 13개 국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4회에 걸친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55개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13개 국가와 연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경력적응력 척도는 각 요인별로 6

개 문항으로 구성된 4개 요인 구조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13개 국

가와 국가별 연구 대상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나라를 대상으로 학생, 성인, 미취업성

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탁진국 외, 2015). 탁진국 외(2015)는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성인의 진로발달이 다르고 당면 과제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성 

전략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직장인 대상의 경력적응력 척도의 타당도를 입증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 CAAS에서 8문항이 삭제되어 관심 4문항, 통제 4문항, 호기심 4문항, 확

신 4문항 총 16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탁진국 외(2015)는 CAAS 척도에 경

력적응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더구나, 적응자원 측정도구인 CAAS가 국내에 도입되었

으나 진로적응모형이 함께 제시되지 않았고, 적응모형을 설명한 문헌이 드물어 진로적응모형 

검증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Johnston(2018)은 경력적응력 척도를 

연구자별로 제시하면서 하위구조와 문항 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경력적응력은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경력적응력은 

Savickas(2012)이 개발하고 탁진국 외(2015)이 국내 근로자의 실정에 맞게 번안 및 타당화

한 도구를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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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연구자 하위구조 문항 수 비고

Career Futures Inventory 
Rottinghaus et 

al.(2005)

경력적응력, 

경력낙관성, 인지된 지식
25 -

I-Adapt Scale
Ployhart & 

Bliese(2006)

문화, 불확실성, 육체적 

능력, 대인관계 능력, 학습, 

일스트레스, 창의성, 위기

55 -

Student’s Career 

Construction Inventory
Savickas(2009)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 25 학생 대상

Career Maturity 

Inventory–Form C

Savickas &  

Porfeli(2011)

선택가능성, 관심, 호기심, 

확신
24 -

Career and Work 

Adaptability 

Questionnaire

Nota, Ginevra, & 

Soresi(2012)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 50 -

Career Adapt-Abilities 

Scale
Savickas(2012)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 24

학생, 근로자, 

실업자 대상

Career Adaptability 

Inventory

Ferreira & 

Coetzee(2013)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 55 -

Career Adap-Abilities 

Scale–Short Form

Maggiori, Rossier, 

&  

Savickas(2017)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 12 -

경력적응성 탁진국 외(2015)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 16
Savickas(2012) 

수정·번안

자료: Johnston, C. S. (2018). A systematic review of the career adaptability literature and future 
outloo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6 (1), p. 7. 연구자 재구성.

<표 Ⅱ-37> 경력적응력 측정도구

4) 경력적응력 관련 연구

<표 Ⅱ-38>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경력적응력은 주로 매개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성인 경

력적응력 관련의 선행연구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김동선(2018), Maggiori et 

al.(2013)의 연구가 있다. 중년 근로자 관련 경력적응력 연구는 Brown et al.(2012), 

Zacher & Griffin(2015), Spurk et al.(2016)과 Ocampo et al.(2018)의 연구가 있다. 

첫째, 성인 경력적응력과 관련하여 김동선(2018)은 경력단계 등에서의 차이에 따라 직업

훈련생을 제1직업기(30~45세), 경력 전환준비기(46~52세), 경력 전환기(53~60세), 퇴직후

가교일자리기(61세~68세)의 4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그룹일수록 취업결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훈련활용도를 취업에서 뿐 아니라 진로탐색, 

노후생활준비 및 취미활동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경력 전환기의 경우 진로탐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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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훈련난이도 인식, 경력적응력이 진로탐색 및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쳤

고 취업에는 이전 경력연관성, 진로장벽인식, 훈련난이도 인식, 관계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무경계 경력 관점에서의 직업훈련 활용은 취업보다 진로

탐색이나 노후생활 준비 쪽에 초점이 맞추어야 하며 직업훈련에 진로장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 성 및 관계역량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중·고령자의 특성 및 수요에 맞

는 교육·훈련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Maggiori et al.(2013)는 실업자와 근

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불안, 직무 스트레스와 경력적응력과 웰빙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업자들은 직무불안과 직무스트레스는 경력적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며, 경력적응력을 매개하여 웰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근로자들은 직무불안과 직무스트레

스는 경력적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력적응력을 매개하여 직업적 웰빙

(professional well-being)에 정적인 영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력적응력은 직무불안, 

직무스트레스와 웰빙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 근로자 관련 경력적응력 관련하여 Brown et al.(2012)는 경력적응력 역량 프

레임워크가 중년 근로자들의 경력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력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설명한다고 제시하였다. 즉, 경력적응력은 노동 시장, 작업 조직, 기초적인 직업 및 조직

적 지식 기반이 모두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일련의 성공적인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개

인의 역량으로 설명하였다. 역량으로서의 경력적응력은 전문적 네트워크를 확장 발전시킬 것

이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근로자 교육·훈련 및 인력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자기

주도적 성격과 일 안에서의 지속적인 학습능력은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Zacher & Griffin(2015)은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을 기반으

로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적응력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고령 근로자

(55세 ~ 66세 사이)들은 경력적응력과 직무만족 사이에서 나이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즉 나

이와 경력적응력과의 상호작용은 직무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근로자일수록 직

무만족은 경력적응력과 덜 연관성이 있으며, 연령과 직무만족의 관계가 더 관련이 있다고 설

명하였다. 따라서 고령 근로자의 동기와 경력적응력을 높이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

하였다. Spurk et al.(2016)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일하는 142명의 대

학 연구원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경력적응력이 다양한 유형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지와 어떻게 감소시키는지 분석하였다. 경력적응력은 내·외부 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내·외부 고용가능성을 완전매개로 해서 직무 불안과 경력 불안을 낮춘다고 보고하

였다. 그러나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인식하였고 특히 경력적응력

은 내부고용가능성보다는 외부고용가능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력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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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높이는 것이 조직 내·외 환경에서 고용안정과 경력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

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Ocampo et al.(2018)은 이제까지 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중년으로 확장시켜 조직지원인식과 배우자 지원인식의 상호작용이 

경력적응력에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 지지 인식과 경력적응력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주관적 경

력만족과 객관적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년의 근로자들은 

일 영역(work domain)의 조직지원인식과 함께 삶의 영역(non-work domain)에서 배우자의 

지지가 경력개발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연구자 종속변수 내용 비고

김동성

(2018)
훈련결과

훈련난이도 인식, 경력적응력이 진로탐색 및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쳤고 취업에는 이전 경력연관성, 진로장벽인식, 

훈련난이도 인식, 관계능력이 영향을 미침.

직업훈련생 

대상

Brown et 

al.(2012)
-

경력적응력 역량 프레임워크가 중년 근로자들의 경력 변화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경력개발 동기를 부여하며 자기주도적 성격과 일 

안에서의 지속적인 학습능력은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을 개발시

키는데 도움을 줌.

질적연구

Maggiori et 

al.(2013)
웰빙

직무 불안, 직무 스트레스와 경력적응력과 웰빙의 관계에서 경력적

응력은 직무불안, 직무스트레스와 웰빙 사이를 부분매개함.

경력적응력의 

부분매개효과

Zacher & 

Griffin(2015)
직무만족

경력적응력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에서 나이의 조절효과가 있음. 

고령 근로자의 동기와 경력적응력을 높이는 교육·훈련이 필요함.

연령의 

조절효과

Spurk et 

al.(2016)

직무불안, 

경력불안

경력적응력이 내·외부 고용가능성을 완전매개하여 직무불안과 경력

불안을 낮춤.

고용가능성의 

완전매개효과

Ocampo et 

al.(2018)
조직 유효성

조직지원인식과 배우자 지원인식의 상호작용이 경력적응력에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 지지인식과 경력적응력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주관적 

경력만족과 객관적 승진에 영향을 미침.

조절된 

매개효과

<표 Ⅱ-38> 경력적응력 선행연구

따라서, 중년 남성 근로자에게 경력적응력은 직무불안과 고용 불안을 낮출 수 있으며 동시

에 개인의 웰빙을 높이는 개인 수준의 경력개발과 주도적 경력관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외부

고용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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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령차별인식

1) 개념

Ageism은 노인배타주의, 연령(차별)주의, 고령자차별주의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

으며 연령차별은 어느 연령층이나 될 수 있으나, 실제 사회에서의 연령차별의 주요대상은 고

령자가 된다(이은수, 2007; Palmore, 2001; Kulik et al., 2016; Voss et al., 2017; Vuori 

et al., 2019). 연령차별(ageism)이란 Butler(1969)이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조직 수준에서

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고령자에 대하여 차별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연령차별주의라

는 용어를 처음 제시한 Bulter(1969)은 연령차별은 인종차별, 성차별에 이은 제3의 차별이

며 가장 지독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Palmore, 1999). 연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은 평

가적인 의미를 포함하며, 차별에 대한 인식은 자신이 적절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

지하는 것을 의미한다(Bayl‐Smith & Griffin, 2014). 차별이란 어떤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해 행해지는 부당한 행위인 반면, 편견은 어떤 집단이나 그 집단에 속한 개인들에 행해지는 

근거없는 태도를 의미한다(이은수, 2007; Bayl‐Smith & Griffin, 2014; Dello Russo et al., 

2020; Peters et al., 2019). 

연령차별은 기업 환경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으며 중년 근로자에게 두드러지는 반지원적 상

황으로 외부고용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게 한다(조은정, 외 2018;  Dello Russo et al., 2020; 

Rupp et al., 2006; Kunze et al., 2011; Vuori et al., 2019; Wanberg et al., 2016). 연

령차별에 대한 EU의 기준은 고용 및 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지침에서 직접차별과 간접

차별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연령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직접차별이며,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에 의하여 특정 연령을 갖는 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간접차별에 해당한다(이은수, 2007). 실제로 고용주들은 조직 내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며, 채용에 있어서도 연령차별로 인한 갈등상황을 우려해 

중년 근로자를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ppelli & Novelli, 2010). Kunze et 

al.(2011)은 연령차별인식을 조직 수준에서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업

무할당, 승진기회, 교육기회, 인사평가에서의 조직에서의 연령차별 분위기(age 

discrimination climate)로 정의하였다. Bayl‐Smith & Griffin(2014)은 연령차별인식을 조직 

수준에서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업무할당, 승진기회, 교육기회, 인사평

가에서의 연령차별 분위기(age discrimination climate)와 나이로 인한 편견으로 정의하였다. 

조은정 외(2018)는 연령차별인식을 조직상황에서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연령차별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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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고 나이로 인해 선발, 승진, 교육기회와 같은 의사결정 맥락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

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연령차별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연령편향(age bias)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로 

구분된다(Rupp, Vodanovich, & Crede, 2006; Finkelstein & Farrell, 2007). 연령편향의 

인지적 요소는 특정 집단에 속해있는 사회적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이며, 특정 집단에 대

한 고정관념(stereo type)을 의미한다(Bayl‐Smith & Griffin, 2014).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

은 작업현장을 다룬 나이편향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요소이며, 중년 근로자를 건

망증이 심하고, 변화에 저항하며, 창의성이 부족하고, 판단이 느리며, 신체적 능력은 낮지만, 

현명하고 노련하다고 여기는 것이다(조은정 외, 2018; Bayl‐Smith & Griffin, 2014). 

Waldman & Avolio(1986)는 메타분석을 통해서 나이든 근로자가 젊은 근로자에 비해서 성

과가 떨어지는게 아니라, 나이든 근로자에게 주관적 성과평점(subjective supervisory 

ratings)이 낮게 부여된다고 주장하면서, 연령과 성과평가의 편향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따라

서 조직 안에 중년 근로자에 대한 나이편향적 분위기가 지배적일수록, 조직에서는 나이가 들

수록 성과가 떨어진다고 여기게 된다(Rupp et al., 2006; Bayl‐Smith & Griffin, 2014). 정

서적 요소로서 편견(prejudice)은 실제적인 평가 요소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좋거나 나쁜 혹

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 같은 실제적인 느낌을 의미한다. 행동적 요소는 특정 집단에 속

한 사람을 특정한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며, 실제적인 차별 행동(discrimination behavior)을 

의미한다(조은정 외, 2018; Dello Russo et al., 2020; Peters et al., 2019). 

연령차별인식의 개념과 정의를 종합하면, 연령차별인식은 조직 수준에서 행동적으로 드러

나는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업무할당, 승진기회, 교육기회, 인사평가에서의 연령차별 분위기

(age discrimination climate)와 나이로 인한 편견을 의미한다. 중년 근로자들이 조직에서 연

령차별로 인해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할 경우, 심리적 계약의 위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외부고용가능성을 낮게 인식할 수 있다. 연령차별을 인식한 중년 근로자는 외부지향적

인 경력에 초점을 두고 퇴직 후 경력을 준비하게 되지만, 차별로 인하여 자신이 직무와 적합

지 않다고 생각하여 업무장애와 함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연령차별을 

인식한 중년 근로자들은 스스로 업무에 대한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효과

적인 경력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연령차별인식 관련 이론

연량차별인식을 설명하는 이론은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 사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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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social exchange theory), 시그널 이론(signal based mechanism), 구축 및 확장이론

(broaden-and-build framework), 후기 경력개발단계(career development stage) 이론이 

있다. 

첫째, 연령차별은 다양성(diversity)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초기 조직심리학 연구에

서는 이를 유사성-매력 패러다임(similarity-attraction paradigm)에 입각해서 설명하였다

(Byrne, 1971). 즉, 겉으로 드러난 차이가 동질성이라는 인지적 효과에 따라 의사소통과 응

집성에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다른 집단에 대해 차별하는 부정적인 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것

이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범주화-정교화 모델

(categorization elaboration model)을 통해 연령차별을 설명하고 있다(Van Knippenberg, 

De Dreu, & Homan, 2004; Dello Russo et al., 2020). 이 모델에서는 다양성의 양면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다양성이 클수록 서로 간의 의견교환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정교

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다양성의 효과는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다양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해 범주를 정하고, 이 범주가 부정적인 평가를 만들 때, 정교화의 효과보다는 

차별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령으로 인해 차별을 받

는 그룹에 자신이 속했다고 중년 근로자가 인식할 때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해 직무열의가 감

소하게 된다(Peters et al., 2019).

둘째, 연령차별인식은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령으

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에 따른 차별을 인식하게 되면, 근로자는 조직과 개인이 맺은 심리적 

계약(psychological contract)이 위반되었다고 지각할 수 있다(한태영, 정의영, 2017; Ng & 

Feldman, 2009). 심리적 계약이란 조직 구성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믿음을 근거로 한 

고용인과 구성원 사이의 호혜적 책무에 대한 개인적 믿음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약속했던 정도와 이해한 정도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심리적 계약이 위반된다(Jones, 

Willness, & Madey, 2014).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적절한 지원을 받은 중년 근로

자들은 호혜성을 바탕으로 직무와 조직에 몰입과 애착이 형성된다(Jones et al., 2014). 또

한 근로자의 호혜성에 대한 인식과 동기부여는 조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Ng & 

Feldman, 2009). 반면, 연령차별로 인한 심리적 계약 위반은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 

감소, 배신감, 이직의도의 증가, 직무만족과 조직만족의 감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한태영, 

정의영, 2017; Ng & Feldman, 2009; Jones et al., 2014; Robinson & Rousseau, 199

4). 그러나 조직몰입의 경우,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은 감소하지만, 오히려 조직 밖으로 나

갔을 때 고용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 몰입은 증가할 수 있다(조은정 외, 

2018; 한태영, 정의정, 2017; Jones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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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령차별인식은 상징행동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상징행동관점(symbolic action 

perspective)은 조직 안에서 연령차별인식의 부정적 시그널 시스템(signal based 

mechanism)이 작동하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만일, 근로자가 이질적으로 대우받는다고 지각

할 경우 역할 내·외 행동과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Pfeffer, 1981; Kulik 

et al., 2016). 연령차별인식에서 측정하는 업무할당, 승진기회, 교육기회, 인사평가 제도는 

대표적인 고성과작업시스템에 해당된다(Kooij et al., 2010; Ng & Feldman, 2008). 만일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직이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업무할당, 승진기회, 교육기회, 인

사평가에서 연령으로 인해 불공정하게 차별받는다고 인식할수록, 부정적 시그널 시스템

(signal based mechanism)이 작동할 수 있다(Ng & Feldman, 2008; Ng & Feldman, 

2009; Kulik et al., 2016; 이유우 외, 2017). 시그널 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 평균 임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을 것 같은 예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질, 윤리

적인 가치에 관한 윤리적인 실행 등이 종업원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

다(Jones, Willness, & Madey, 2014). 

다섯째, 중년 근로자들의 연령차별인식은 후기 경력개발단계(post career development 

stage) 이론에 기반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이현주, 한태영, 2014; 

Birkett et al., 2017). Shultz와 Wang(2007)은 후기 경력개발단계에서 경력개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3가지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적 관점에서 전문지식이 중요하며, 직무 

수준에서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요구들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나 직무 특성 요인을 고

려해야 한다. 둘째, 조직적 관점에서 연령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과 관련된 조직풍토인식, 조직

의 다운사이징(downsizing) 등이 퇴직과 관련한 후기 경력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심리적 자원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퇴직 

이후의 제2 경력을 준비하는 주요한 동기적 요인이 된다. 

중년 근로자의 후기 경력개발단계에서 자신이 속했던 조직의 연령차별은 개인의 경력 동기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한태영, 2014; Wang & Shultz, 2010). 비록 주된 일자리에서 퇴

직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현재의 조직과의 관계는 중요한 요인이며, 현재 조직과의 관계를 기

반으로 재취업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의 연계도 형성되기 때문이다(이현주, 한태영, 2014; 

Walker, 2001; Wang, 2007). 한태영(2014)은 중년 근로자의 가교일자리 전직 현상과 성공

요인 분석 연구에서 국내 중년 근로자들의 재취업 성공요인으로 적극적 태도, 네트워크, 전문

성, 현실직시를 언급하였으며 제약요인으로는 연령차별, 역량부족, 기대수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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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이 연구에서 연령차별인식은 조직 수준에서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업무할당, 승진기회, 교육기회, 인사평가, 고용불안에서의 연령차별인식과 연령으로 인한 편견

으로 정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연령차별인식은 조직으로부터 제약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연령 때문에 조직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unze et al.(2011)

은 조직 수준에서 연령차별 분위기 척도에서는 업무할당, 승진기회, 교육기회, 인사평가에서의 

차별과 리더십에서의 연령차별로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Palmore(2001)는 조직 외 상황

에서 연령차별을 연령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로 측정하였다. Bayl‐Smith & Griffin(2014)는 

Kunze et al.(2011)은 연령차별인식 척도에 연령으로 인한 편견 문항을 2개 추가하여 6개 

문항으로 도구를 수정하고 타당화하였다. 이은수(2007)는 연령차별을 인사관리의 연령차별과 

인간관계의 연령차별로 측정하였다. 한태영, 정의영(2017)과 조은영 외(2018)은 Kunze et 

al.(2011)의 척도를 개인이 인식하는 연령차별인식으로 측정하고 고용불안의 내용을 추가하

였다. <표 Ⅱ-39>는 연령차별인식 척도를 연구자별로 하위구조와 문항 수에 대해서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연령차별인식은 조직상황에서 나이로 인해 업무할당, 승진기회, 교육기회, 인

사평가에서 연령차별인식과 업무 외적 상황에서 나이로 인해 편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개인

의 주관적 인식을 의미한다. 연령차별인식은 Kunze et al.(2011)이 개발한 척도에 Bayl‐
Smith & Griffin(2014)이 추가한 문항 2개의 총 6개 문항의 척도를 번안하고 타당화하여 

금융회사의 상황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활용할 것이다. 업무 내 차별(승진기

회, 업무할당, 교육기회, 인사평가)과 업무 외 편견의 두 가지 관찰변인의 측정을 통해 구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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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연구자 하위구조 문항 수 비고

연령차별 분위기 Kunze et al.(2011)

승진기회에 대한 차별, 

업무할당에 대한 차별

교육기회 차별

인사평가 차별

리더십으로부터의 연령차별

5
조직의 연령차별 

분위기

연령차별·편견 

인식
Palmore (2001)

연령으로 인한 편견

(스테레오타입과 태도)

연령으로 인한 차별

(개인의 행동과 제도적 차별)

20
조직 외 상황에서 

연령차별인식

연령차별인식
Bayl‐Smith & 

Griffin(2014)

업무 내 차별(승진기회에 대한 차별, 

업무할당에 대한 차별, 교육기회 

차별, 인사평가 차별)

업무 외 편견

6

Kunze et 

al.(2011)의 척도에 

나이로 인한 편견에 

대한 2개 문항 추가

연령차별인식 
이은수

(2007)

인사관리의 연령차별

인간관계의 연령차별
9 개인의 연령차별인식 

연령차별인식 
한태영, 정의영

(2017)

승진기회에 대한 차별

업무할당에 대한 차별

교육기회 차별

인사평가 차별

4

Kunze et 

al.(2011)의 척도를 

개인의 연령차별인식 

으로 수정·보완

연령차별인식 조은정 외(2018)

승진기회에 대한 차별

업무할당에 대한 차별

교육기회 차별

고용불안에 대한 차별

4

Kunze et 

al.(2011)의 척도에 

인사평가를 삭제하고 

고용불안 추가

<표 Ⅱ-39> 연령차별인식 측정도구

4) 연령차별인식 관련 연구

조직 내 연령이 높은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연령차별에 

대해서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표 Ⅱ-40>에서 제시하듯이, 연령차

별인식과 관련한 연구들은 조직에 초점을 둔 연령차별분위기 인식과 개인에 초점을 둔 주관

적 차별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의 연령차별분위기 인식의 대표적인 연구는 Kunze et 

al.(2011)가 있으며 개인에 초점을 둔 주관적 차별인식 연구는 이은수(2007), 한태영, 정의

영(2014), 조은정 외(2018), Snape & Redman(2003), Rupp et al.(2006)과 Kunze et 

al.(2011)와 Bayl‐Smith & Griffin(2014), Peters et al.(2019)와 Dello Russo et 

al.(2020)의 연구가 있다. 연령차별인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는 개인이 인식

한 주관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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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는 이은수(2007), 한태영, 정의영(2014), 조은정 외(2018)의 연구가 있다. 이은

수(2007)는 호텔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근로자 보다 여성근로자들이 연령차

별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연령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조직몰입이 감소하고, 이직의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나이든 근로자가 연령차별을 인식하는 경우 조직에 

대한 계속적 몰입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령차별을 경험한 근로자의 경우 조직 밖으로 나갔

을 때 경력에서 더 큰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태영, 정의영(2014)는 퇴직을 앞둔 중장년 근로자의 연령차별인식이 퇴직 후 경력준비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연령차별인식과 퇴직 후 경력준비의 관계에서 업무

장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다집단 분석을 통해 업무장애와 퇴직 후 경력준비의 관계에서 

고용형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업무장애는 퇴직 후 경력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매개효과 검증결과 연령차별인식은 업무장애를 통해 퇴직 후 경력

준비에 유의미한 간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형태로 구분한 다집단 분석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업무장애를 겪을 경우 퇴직 후 경력준비에 더 어

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정 외(2018)는 중년 근로자의 직무열의에 대한 선행변인으로서 과소직무요구

(deficiency of job demand)와 직무자율성, 그리고 연령차별인식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중년 

근로자들이 직무요구가 과소한 상황과 차별적 환경에서 상호작용 패턴이 다를 것이라고 설장

하고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효과 분석에서는 과소직무요구

와 연령차별인식은 직무열의를 낮추고 직무자율성은 직무열의를 높였다. 삼원상호작용 효과 

분석에서는 연령차별인식이 낮을수록 과소직무요구와 직무자율성의 상호작용이 강하게 나타

났으며, 직무자율성이 높은 경우 직무요구가 적을수록(즉, 과소직무요구) 열의는 떨어진 반면, 

직무자율성이 낮은 경우 직무요구가 과소하면 오히려 직무열의가 높아졌다. 조직 내 연령차별 

풍토가 중년 근로자의 직무열의를 떨어뜨리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며, 연령차별을 인식하는 정

도가 낮은 조직의 경우 중년 근로자의 자원과 요구를 일치시킴으로써 직무열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국외연구는 Snape & Redman(2003), Rupp et al.(2006), Kunze et al.(2011), Bayl‐
Smith & Griffin(2014), Kulik et al.(2016), Peters et al.(2019)와 Dello Russo et 

al.(2020)의 연구가 있다. Snape & Redman(2003)는 연령이 낮은 근로자와 연령이 높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령차별인식으로 인한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인식을 구직, 승진, 훈련기회, 성과평점과 재배치에 대한 차별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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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은 근로자가 연령차별을 인식할 경우, 조직에 대한 정서

적 몰입이 감소했지만, 노동시장에서 고용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인식하여 계속적 몰입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령차별인식으로 인해서 퇴직의도가 높아졌으며, 연령차별인식은 근로자

의 조기 퇴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Rupp et al.(2006)은 매니저들의 나이편향에 따른 나이든 근로자들의 성과평점 오류에 대

하여 연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나이든 매니저들일수록 나이든 근로자에게 성과평점을 

낮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근로자와 나이든 근로자가 비슷한 성과를 낼지라도 젊은 

근로자에게 더 높은 성과평가점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이편향은 나이와 성과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unze et al.(2011)은 조직 차원의 연령차별인식

과 조직성과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다양성 연구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조

직 수준의 연령 다양성은 연령차별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집단적 감정적 몰입을 통

하여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다양성과 성과 사이에서 조직 

차원에서 연령차별을 인식함으로써 다양성 연구에 기여를 했다. 이 연구는 또한 점점 더 다양

한 연령층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인적자원관리 차원의 실질적인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 Bayl‐Smith & Griffin(2014)은 연령차별척도에 편견의 내용을 추가하여 사회정체

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을 바탕으로 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령차별인식과 인지적 

정체성과 직무열의와 퇴직 의도에 관한 관계를 연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차별인식

은 직무열의를 떨어뜨렸고 퇴직의도를 높였고 인지적 정체성은 연령차별인식과 직무열의 사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차별인식이 높을수록 인지적 정체성은 증가하지만, 

인지적 정체성이 증가하면 직무열의가 떨어지고 퇴직의도가 높아졌다. 

Kulik et al.(2016)은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사람들이 더 늦게 은퇴함에 따라, 조직은 중년 

근로자들의 직무열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Kulik et al.(2016)의 

연구는 약 1년의 시간을 두고 위협유발요인(stereotype threat)(젊은 관리자, 젊은 작업 그

룹, 저숙련 직종)과 위협억제요인(고성과작업시스템, 연령관리제도)인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

용이 중년 근로자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장에서 연

령으로 인한 고정관념위협(stereotype threat)을 경험한 중년 근로자들은 약 1년 후에 낮은 

직무열의를 보였다. 그러나, 젊은 관리자, 젊은 작업 그룹, 저숙련 직업의 부정적 영향은 조직 

관행(고성과작업시스템, 연령관리제도)에 의해 완화되었다. 다양성을 의식하는 연령관리제도

는 젊은 관리자와 관련된 부정적인 단서들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조직은 다양

성 관리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연령관리제도는 상호보완적이며 중

년 근로자의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Peters et al.(2019)은 연령차별인식의 조



- 121 -

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범주화 이론을 기반으로 학력이 낮은 저숙련 근로자를 대상으

로 연령과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기범주화이론은 연령으로 인해 자신이 나

이가 많은 그룹에 속한다고 느끼게 하면서 스스로 가치있게 여기지 않는 심리 상태를 설명하

는 이론으로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차별을 인식할수록 저학력 중년 근로자들은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외부고용가능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Dello Russo et al.(2020)은 연령이 

높은 근로자들의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거시적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도 포함해야 하

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실업률이 높고, 중년 근로자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외부고용가능성을 

낮게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

연령차별

인식 종속변수 내용 비고

A B

이은수(2007) ●
조직몰입,

이직의도

호텔 근로자들이 연령차별을 인식하는 경우 정서적 

몰입이 감소하고, 이직의도가 증가하였지만 계속적 몰입 

증가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의 

결과가 상반됨

한태영, 

정의영(2014)
● 경력준비

업무장애는 퇴직 후 경력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매개효과 검증결과 연령차별인식은 업무장애를 

통해 퇴직 후 경력준비에 간접 효과가 있음. 

고용형태의 

조절효과

조은정 외(2017) ● 직무열의

연령차별인식이 낮을수록 과소직무요구와 직무자율성의 

상호작용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직무자율성이 높은 경우 

직무요구가 적을수록 직무열의는 떨어짐. 

연령차별인식의 

삼원작용효과

Snape & 

Redman(2003)
●

조직몰입, 

퇴직의도

연령이 높은 근로자가 연령차별을 인식할 경우,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이 감소하고 퇴직의도가 높아짐.
-

Rupp et 

al.(2006)
● 성과평가

나이든 매니저들일수록 나이든 근로자에게 성과평점을 

낮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근로자와 나이든 

근로자가 비슷한 성과를 낼지라도 젊은 근로자에게 더 

높은 성과평가 점수를 주었음.

나이편향의 

조절효과

Kunze et 

al.(2011)
● 조직성과

조직 수준의 연령 다양성은 연령차별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집단적 감정적 몰입을 통하여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Bayl‐Smith & 

Griffin(2014)
●

직무열의

퇴직의도

연령차별인식이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떨어지고 

퇴직의도가 높아짐.

연령차별인식

측정에 편견추가

<표 계속>

<표 Ⅱ-40> 연령차별인식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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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령차별

인식 종속변수 내용 비고

A B

Kulik et al.(2016) ● 직무열의

직장에서 연령으로 인한 고정관념위협을 경험한 

중년 근로자들은 약 1년 후에 낮은 직무열의를 

보였으나 고성과작업시스템, 연령관리제도에 의해 

부정적 인식은 완화됨.

연령에 따른 편견

 Peters et al. 

(2019)
●

고용

가능성

자기범주화이론을 기반으로 연령차별을 

인식할수록 저학력 중년 근로자들은 스스로 

가치있게 여기지 않고 외부고용가능성을 낮게 

인식함.

연령차별인식의 

조절효과

Dello Russo et 

al.(2020)
●

외부

고용

가능성

연령이 높은 사람은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HRD제도와 낮은 

실업률은 연령의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낮출 수 있음.

HRD제도와  

실업률의 

조절효과

A: 연령차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 B: 연령차별에 대한 조직 분위기의 객관적 인식

<표Ⅱ-40> 계속

따라서, 조직 내에서 연령차별은 직무만족, 정서적 몰입, 직무열의, 직무성과와 부적 관계를 

보였고 이직의도와 퇴직의도가 상승했으며 상사가 나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

이든 직원들이 부서이동, 퇴직권고, 좌천 등 부정적인 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

다(이은수, 2007; 한태영, 정의영, 2014; Bayl‐Smith & Griffin, 2014; Rupp et al., 2006; 

Wanberg et al., 2016). 선행연구들은 중년 근로자가 조직 안에서 나이 때문에 차별을 받는

다고 생각하면, 개인의 경력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123 -

4. 외부고용가능성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자원보존이론, 자기결정이론, 경력적응모형 이론을 바탕으로 은행권 중년 근

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 연령차별인식의 

관계를 설정하고, 구조 모형이 변인 간의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가설1을 설정

하였다.

가. 변인 간 직접효과

1) 일능력과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

하나의 경력에서 보내는 시간은 인적 자본, 직업별 기술의 축적과 연관되어 있다(Feldman & 

Ng, 2007). Becker(1962)의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외부고용가능성은 공식적 교육훈련과 

역량개발에 의해 강화되고 순차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창출하기 위한 인적자본의 향상을 가

져온다(이지영, 2018; Eby, Butts, & Lockwood, 2003). 인적자본이론을 기반으로 일능력

이 높은 개인들은 고용에 대한 신념인 외부고용가능성이 높아지며, 조직 밖에서도 유능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게 된다(양동주, 2014; Ilmarinen et al., 2005; Veth et al., 

2011). 이현주, 한태영(2014)과 Jex et al.(2007)과 Wang(2007)은 작업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이 가진 인적자원인 일능력이 노동시장에서의 다른 일자리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한

다고 가정할 때, 일능력은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의 경력관리행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Tuomi et al., 2000).

일능력과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는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측면에

서도 설명할 수 있다. Edward Deci & Richard Ryan의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욕

구와 관련하여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와 관계성(relatedness)라고 설명하

면서, 세 가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개인들은 동기화되고 직무와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보

인다고 제시하였다(Ryan & Deci, 2000). 따라서 일능력을 형성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개

인적 자원(person’s resources)과 작업요구도(work demands) 사이의 밸런스(balance)는 

자기결정이론의 자율성과 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능성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조

직은 근로자에게 적정 도전(optimally challenging)과제로서의 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Ryan & Deci, 2000). 이 때 일능력이 높다고 인지한 내적으로 동기화된 중년 남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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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는 조직 안에서 일을 더 잘 수행할 것이고, 그 결과로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되며 경력자

신감과 구직자신감으로서의 외부고용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일능력은 일 적응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개인 근로자의 만족과 조직과 고용주

의 충족의 결과가 부합일때는 재직이 유지되지만, 반대로 개인 근로자의 만족과 조직과 고용

주의 충족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이직이 발생하게 된다(정철영, 1991).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일능력은 TWA에서 설명하는 만족과 충족의 부합정도를 확인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결국, 

만족과 충족의 부합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개인은 이직이 발생하거나, 혹은 일능력을 높여서 

외부고용가능성의 향상이 일어나게 된다. 

일능력이 높은 중년 근로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건강상태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자신

의 외부고용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 것이다. Ilmarinen(2007)과 Veth et al.(2011)은 일능

력이 높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력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신체적, 인지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외부고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지속가능한 경력

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경력자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Wittekind et al.(2010)은 1년의 시간을 두고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직업 관련 기술의 현재 수준인 일능력이 고용가

능성의 중요한 예측 변수라고 보고하였다. 이현주와 한태영(2014)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반영된 일능력은 중년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새로운 경력으로 이동하려는 동기와 경력적응력과 

관련이 깊으며 경력이동과 경력 전환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왜

냐하면, 일능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일을 못

하게 될 수 있고, 현재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직무와 상관없이 다양한 경력행동을 실천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양동주, 2014). 반대로 일능력 수준이 높은 사람은 현재 자신이 수행

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여 자신이 가진 자원을 투자하고,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경력역량을 가지고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

적·인지적 능력의 쇠퇴와 관련된 문제는 중년 근로자가 노동 시장에 더 오래 참여하고, 효과

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해하며,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후에 외부고용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Adams & Rau, 2004; Van Dam, 2007). 황기돈(2013)은 

일능력 향상이 개인 차원, 조직 차원, 사회적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 수준

에서의 일능력 향상은 실업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고용가능성을 높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조직 수준에서의 일능력 향상은 또한 인사조직 및 산업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연령관

리를 통해서 기업은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결근 감소, 전문인력 확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해고비용 절약 등의 다양한 인적자원관리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황기돈, 2013). 사회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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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연령관리는 사회적 차원의 연령차별 축소, 은퇴연령의 상승, 은퇴 및 실업과 실업비용의 

감축, 거시경제의 활성화와 복지국가의 강화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종합하면, 가치, 역량, 능력에 대한 개인의 평가인 일능력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인 

개념으로 일능력과 외부고용가능성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양동

주, 2014; Ilmarinen & Tuomi, 2004; Ilmarinen et al., 2005; Kumashiro et al., 2006). 

따라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일능력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

할 수 있다.

   가설 2-1. 은행권 중년 근로자의 일능력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비공식 네트워크와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

사회적 자본이론과 무경계 경력이론을 기반으로 외부고용가능성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변인은 네트워크이다(Arthur & Rousseau, 1996). 큰 비공식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은 

작은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보다 더 자주 경력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외부고용가

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게 된다(Higgins & Kram; 2001; Ng & Feldman, 2014). 따라서 현

재 조직 내·외에서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외부고용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Arthur et al., 2005; Ibrra, 1993; 

Wiernik & Kostal, 2019). 

사회적 자본이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Granovetter(1974)

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고용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는 주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강한 

관계(strong tie)가 아니라 단순히 알고 지내는 지인과 같은 약한 관계(low tie)를 통해서 얻

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약한 연결의 힘(the strength of weak tie)’이라는 사회

적 네트워크 이론의 고전적인 기초가 되었다(정명호, 오홍석, 2005). 강한 관계로 연결된 사

람들은 각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하고 같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기에 다양한 사람들과 

약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고용과 관련하여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Granovetter, 1974; Wiernik & Kostal, 2019). Seibert et al.(2001)는 네트워크 구조의 

두 가지 척도, 약한 유대(weak tie)와 구조적 공백(structual hole)을 가지고 고용가능성과

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사회적 자원은 정보 접근, 자원 접근 및 경력 후원의 세 가지 척도로 

이루어진 변인으로 고용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약한 연결의 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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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약한 관계를 통해서 오는 고용과 관련한 정보의 다양성과 비중

복성이 고용가능성을 높였다고 예측할 수 있다(정명호, 오홍석, 2005). 

무경계 경력이론을 바탕으로, 장은주(2002)는 비공식 네트워크와 외부고용가능성을 분석

하면서 개인 특성(성장욕구, 상사지향적 정치적 행동성향, 직무지향적 정치적 행동성향)과 개

인-직무 적합성, 사회적 지원(상사지원, 비공식 네트워크)이 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제시하였다. 정선정(2015)은 중장년 실업자 훈련생이 인식하는 훈련서비스 품질과 심

리적 안정감, 비공식 네트워크가 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하성욱, 

장주(2015)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네트워킹 행위를 내부 네트워킹 행위와 외부 네트

워킹 행위로 구분하고, 개인의 내부네트워킹 행위는 내적유연성과 외적이동성에 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고 설명하였다. 구은정(2019)은 중년 근로자의 프로틴 경력태도, 코칭, 비공식적 네

트워크와 경력연계학습이 고용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Akkermans & 

Tims(2017)는 비공식 네트워크인 의사소통 경력역량은 내부고용가능성과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다양성 관점에서 비공식 네트워크는 조직 밖의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약한 유

대관계(weak tie)에 의해 연결되어 있을 때, 외부고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Arthur et al., 2005; Crowley‐Henry et al., 2019; 

Hongseok et al., 2004). 구직 이후에도,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에 들어온 구직자는 조

직사회화를 기반으로 조직 안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직무요건에 더 잘 부합되며, 구직 후 적

응과정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Arthur et al., 2005; Crowley‐Henry et al., 2019; 

Hongseok et al., 2004). 따라서 실제로 기업들은 직원추천제도(employee referral 

program)를 활용하고 있는데, 선발과 채용은 개인의 능력과 역량만으로 결정되는 경우보다, 

채용 선발자와 입사 지원자 간의 유사성과 기존 구성원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는다(Ibarra, 

1993). 정명호, 오홍석(2005)은 중년에게 있어서 비공식 네트워크가 외부고용가능성 향상을 

매개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비공식 네트워크 효과는 채용선발의 장면에서 자격을 

갖춘 지원자의 풀이 넓거나 채용기준이 모호할 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종합하면, 비공식 네트워크는 기업 안에서의 비공식 네트워크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정, 

교회, 동창회, 동일한 산업계 등과 관련한 비공식 네트워크도 포함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

라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비공식 네트워크는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라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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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 은행권 중년 근로자의 비공식 네트워크는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 

중년 근로자의 기업가정신은 주도적 경력관리행동을 가능하게 하여 외부고용가능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데(Huq & Gilbert, 2013),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는 자기조절이

론의 내재적 동기이론과 자원보존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는 자기조절이론의 내재적 동기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력이나 진로를 결정할 때 발생하는 성과를 예측하고 기대된 성과의 가치를 성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아성장과 직업적 성공 및 외부고용가능성 등의 개인의 내적가치에 대

한 기대는 기업가정신의 수준이 내재적 동기의 동인으로 작용하게 한다(임진혁, 2017; 

Fitzsimmons & Douglas, 2011).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려는 동기와 그것을 실천하는 활동으로 개인 수준과 조직 수준에서 혁신을 가져오며 조

직 구성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기업가적 역량의 주요 요인이 유사하기 때문이다(Kuckertz & Wagner, 2010). 

기업현장에서는 기업가적 역량을 갖춘 조직구성원의 성과가 높으며, 외부고용가능성을 높

이기위한 방안으로 기업가정신이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Krueger et al., 2000; Rae, 

2007; 양준환, 2015). 구체적으로 Huq & Gilbert(2013)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기반학습 

경험이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을 높이며 고용가능성 수준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Rae

(2005)는 이제까지 선행연구들은 대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고용가능성 연

구들이 수행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불확실한 노동시장의 상황으로 인해 중년 근로자의 고용안

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경력개

발 차원에서의 기업가정신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업가정신이 외부고용가능성을 발현시켜 장기적으로 창업의도를 증진시킨다는 관점에서도

기업가정신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준다(Guerrero, Granados, & González, 2014; 

Sewell & Dacre Pool, 2010). Rae(2007)는 조직에서 기업가정신 수준이 높은 중년근로자

들은 외부고용가능성 수준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창업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추고 협업하고 진취적으로 기회

를 발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는 기업가적 역량에 포함되는 요인들이다(Jayeob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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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land, 2006). Jayeoba(2015)는 변화하는 취업환경에 중년 근로자들은 주관적 경력성

공의 한 축인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가적 사고방식의 개발과 주도적 경력개발

을 위한 혁신적 기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rayford et al.(2012)는 조직 안에서 

조직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고용 전망을 창출할 수 있는 중년 근로자의 기업가정신은 자신의 

외부고용가능성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새로운 조직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제시하

였다.

둘째,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는 자원보존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원보존

이론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 모두 개인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

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심리적·정신적 에너지와 자원이 될 수 있다(Berglund, 

2013). Costea et al.(2012)은 전통적인 기업가정신 담론은 전략과 적응력이 뛰어난 개인을 

강조하였기에, 경력개발과 자기관리에서 측면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중년 근로자는 외부고용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ostea et al.(2012)는 

외부고용가능성의 중심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원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조직을 만들

고 싶어하는 욕구와 비슷하다고 설명하였다. Berglund(2013)와 Komulainen et al.(2009)

는 진취적인 자아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가, 직원, 시민의 충실하고 성공적 역할과 관련하여 

강조될 뿐만 아니라 교육 제도에서도 추구하는 긍정적 자아상이라고 강조하였다. 핀란드에서

는 기업가정신이 정규교육 과정에 도입되었을 때, 개인의 긍정적 자아를 개발하는 측면에서 

기업가정신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은 근면, 정직, 자기 책임을 

강조하면서 존경받는 시민의 도덕적 덕목과 자질을 함양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

다. Kirves et al.(2014)은 대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면서 낙관적 성향

은 인식된 고용가능성(PE)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낙관적 성향은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외부고용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인 진취성과 낙관적 성향이 유사한 성격 측면이라고 본다면,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

인 진취성은 기업가정신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성공을 위한 중

년 남성 근로자의 기업가정신은 경력개발 측면에서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중년 근로자의 기업가정신은 주도적 경력관리행동을 가능하게 하여 외부고용가

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Huq & Gilbert, 2013).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은 외부고용가능성 

수준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적 의도도 높아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Berglund, 2013; 

Costea et al., 2012; Komulainen et al., 2009). 따라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기업

가정신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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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2-3. 은행권 중년 근로자의 기업가정신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경력적응력과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

진로구성주의 이론은 복잡한 사회 환경에서 적응해나가기 위한 개인의 능동적 태도 및 행

동을 강조하였다(Savickas, 1997, 2005; Savickas et al., 2009). 경력적응력이 높은 중년 

남성 근로자는 자신의 조직을 뛰어넘어 경력을 개척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Rudolph et al., 2017; Shultz & Wang, 2008). 경력적응력은 적응자원으로써, 성격 특성

보다 변화가 용이하고, 인간의 내면과 외부세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하며, 적응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적응전략과 적응행동을 형성하는 자기 조절적·정신 사회적 역량이다(유지현, 

신효정, 2019; 탁진국 외, 2015; Johnston, 2018). Fugate et al.(2004)은 경력적응력이 

높은 개인은 외적인 변화와 자신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긍정적인 사고와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경력 성장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Hall(2002)은 경력적응력이 높은 개

인은 목표 설정과 자기주도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력 상황에 보다 잘 대처함으로써 심리적인 

성공으로서 외부고용가능성을 포함한 주관적 경력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중년의 경력 중기 변화(mid-career change)는 직업, 산업, 지리적 위치 및 고용 형태(즉, 

정규직 대 파트타임 및 임시 대 정규직 고용) 전반에 걸쳐 비선형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

식으로 일어난다(Arthur et al., 1999; Arthur et al., 2005; Colakoglu, 2011; Rudolph et 

al., 2017; Shultz & Wang, 2008). Colakoglu(2011)는 경력적응력이 경력이동에 동기부여

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에게 경력이동과 관련한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

어서 역량의 개발과 축적을 강화하며 고용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경력 변화는 자신의 

일상적 경력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데, 일상적 경력이란 초기의 심리적인 성공경험을 통해 발

달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이 연속되는 것을 의미한다(Green et al., 2007; Hall, 2002; 

Kwon, 2019). Johnston(2018)과 Rudolph et al.(2017)의 경력적응력에 관한 메타연구에

서 경력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더 나은 직업 기회와 다양한 경력 전환이 가능하며, 외부고

용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력성공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최미미(2019)도 높은 경력적응

력을 가진 개인들은 조직에 얽매이지 않은 대신에 외부고용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들의 역

량은 전이가능하고 다른 조직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고윤승(2016)은 경력

적응력이 높은 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의 승진이나 임금인상 등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외부고용가능성(employability)과 시장성(marketability)을 중시한다고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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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윤승, 2016). Kwon(2019)는 일에 대한 의지(work volition)가 높을수록, 경력적응

력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된다고 설명하였다. 

Akkermans & Tims(2017)은 경력역량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 데, 첫째, 개인의 경력과 

관련하여 강점과 약점으로 가치, 열정, 동기로 구성된 경력태도와 경력동기인 반영적 경력역

량(reflective career competencies)이다. 둘째, 네트워킹과 개인의 지식, 능력, 기술을 표현

하는 셀프프로파일링(selfprofiling)으로서의 의사소통 경력역량(communicative career 

competencies)이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직무관련 경력기회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일의 탐색(work exploration)과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학습 및 업무 프로

세스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력통제(career control)의 경력행동 경력역량

(behavioral career competencies)이다. 이 때 경력적응력은 적응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적

응전략과 적응행동을 형성하는 자기 조절적·정신 사회적 역량이기에 경력적응력에 해당하는 

경력역량은 내부고용가능성과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Spurk et 

al.(2016)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일하는 142명의 대학 연구원을 대상

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경력적응력이 다양한 유형의 불안을 감소시키는지와 어떻게 감소

시키는지 분석하였다. 경력적응력은 내·외부 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내·

외부 고용가능성을 완전매개로 해서 직무 불안과 경력 불안을 낮춘다고 보고하였다. 

종합하면, 경력적응력이 높은 중년 남성 근로자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개인이 

주도적으로 인생과 경력을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서 조직의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력이 뛰어나서 외부고용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Arthur, 2008; Hall, & 

DeMuth, 2006; Hess et al., 2012; Rodrigues et al., 2018; Shultz, & Wang, 2008). 따

라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

측할 수 있다. 

   가설 2-4.  은행권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변인 간 매개효과 

경력개발관점에서 개인의 인력개발은 직무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경력적응력을 높인다

(Johnston, 2018; Rudolph et al., 2017). Hall(1996, 2002)은 4가지 경력개발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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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development effectment)을 제시하면서 조직에서의 인력개발과 관련하여 개인 차

원의 개발은 단기적으로 직무에 대한 태도, 즉 일과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나 긍정적 태도 형

성과 장기적으로는 개인 정체성 형성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에서의 인력개발과 관련하여 직무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성과(performance)를 높이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직무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adaptability)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경력개발의 직무 차원의 장기적 성

과인 경력적응력은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Spurk et al.(2016)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일하는 142명의 대학 연구원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경력

적응력이 내·외부 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Sullivan et 

al.(1998)은 경력적응력이 높은 개인들의 특징을 살펴봤을 때, 경력적응력에 높은 개인들은 

일능력이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발하며 진취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있다고 특

징지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경력적응력은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메타역량이며 이는 자원보존이론으로 설명

할 수 있다(Johnston, 2018; Savickas, 2013). Akkermans & Tims(2017)은 경력역량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 데, 첫째, 개인의 경력과 관련하여 강점과 약점으로 가치, 열정, 동기로 구

성된 경력태도와 경력동기인 반영적 경력역량(reflective career competencies)이 있다. 둘

째, 네트워킹과 개인의 지식, 능력, 기술을 표현하는 셀프-프로파일링(self-profiling)으로서

의 의사소통 경력역량(communicative career competencies)이 있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직무관련 경력기회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일의 탐색(work 

exploration)과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학습 및 업무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력통제(career control)의 경력행동 경력역량(behavioral career competencies)이 있다. 

따라서 경력적응력은 심리적 자원인 반영적 경력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Akkermans & 

Tims, 2017; Ibarra, 1993).  

Savickas & Porfeli(2012)는 경력적응모형에 따라서 경력적응력을 적응준비, 적응자원, 

적응반응, 적응결과의 순차적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개인적이고 내적인 심리적 특질에 해당하

는 적응준비는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경력적응력(적응자원)을 통해

서 궁극적으로 적응결과로 귀결된다. Johnston(2018)과 유지연, 신효정(2019)는 경력적응

력의 메타연구를 통해서 경력적응모형 이론에 따라서 관련 변인들을 제시하였다. 

Johnston(2018)과 유지연, 신효정(2019)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적응준비는 핵심자기평가, 

유연성, 자기주도적 성격, 주도성, 지속적인 목표추구, 능동성 등이며 적응자원은 경력적응력

을 의미하고 이에 따른 적응결과로는 외부고용가능성, 승진, 이직, 경력만족, 경력성공, 일 열

의, 주관적 웰빙, 조직몰입 등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적자본으로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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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비공식 네트워크, 개인의 진취적이고 혁신적 심리적 태도인 기업

가정신은 경력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원보존이론을 기반으로 Savickas & Porfeli(2012)가 제시한 경력적응모형에서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은 적응결과인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기반으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

에서 경력적응력이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가설 3. 은행권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은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1) 일능력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의 매개효과

일능력,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

다. 경력적응력은 환경 속에서의 인간에게 있는 심리·사회적 적응능력으로, 교육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고 축적되는 인적자본으로 볼 수 있다(Brown, et al., 2012; Savickas, 2005, 

2013). 이 때 경력적응력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보다 가변적이며 유연성이나 주도적 성향과 같

은 개인의 특성과는 구분된다(Savickas & Porfeli, 2012). Hall(1996, 2002)는 경력개발의 

개념에서 시간과 관심의 대상에 따라 4가지 경력개발의 효과성을 제시하였다. Hall(1996, 

2002)은 조직에서의 인력개발과 관련하여 경력개발의 개념을 개인 차원과 직무 차원에서 설

명하였는데, 개인 차원으로는 단기적으로 직무에 대한 태도, 즉 일과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나 

긍정적 태도 형성과 장기적으로는 정체성 형성으로 설명했다. 직무 차원에서 경력개발은 단기

적으로 성과를 높이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직무환경 변화에 대한 경력적응력을 증진하는 것이

라고 제시하였다. 이현주, 한태영(2014)은 경력개발의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경력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신체적, 인지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경력적응력이 높아져서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후 제2의 경력을 준비하

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중년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에서 효과적으로 일능력을 증진시키는 경력개발을 수행했을 때의 결과가 경력적응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lmarinen(2007)과 Veth et al.(2011)은 일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력행동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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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할 수 있는 신체적, 인지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외

부고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지속가능한 경력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경력자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Wittekind et al.(2010)은 1년의 시간을 두

고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직업 관련 기술의 현재 수준인 일능력이 고용가능성의 중요한 예측 변수라고 보고하였다. 이

에, 이현주, 한태영(2014), Ilmarinen et al.(2005), Jex et al.(2007), Veth et al.(2011)

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일능력 수준이 높은 중년 근로자는 현재 자신이 수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여 자신이 가진 자원을 투자하고,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경력역

량으로서 경력적응력을 매개로 하여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일능력과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에서 경력적응

력이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가설 3-1. 은행권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은 일능력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 비공식 네트워크와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의 매개효과

비공식 네트워크와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

명할 수 있다. Akkermans & Tims(2017)는 경력역량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의 경력과 관련하여 강점, 약점, 가치, 열정, 동기로 구성된 경력태도 및 경력동기

로의 반영적 경력역량(reflective career competencies)이다. 둘째, 네트워킹과 개인의 지식, 

능력, 기술을 표현하는 셀프-프로파일링(self-profiling)으로서의 의사소통 경력역량

(communicative career competencies)이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직무관련 경력기회를 포착

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일의 탐색(work exploration)과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학습 및 업무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력통제(career control)의 경

력행동 경력역량(behavioral career competencies)이다. 이 때 비공식 네트워크는‘의사소

통 경력역량’이고 경력적응력은‘반영적 경력역량’으로 이해할 때(Akkermans & Tims, 

2017), 개인의 사회적 자원인 비공식 네트워크는 심리적 자원인 경력적응력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경력적응력은 적응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적응전략과 적응행동을 형성하는 자기 조절

적·정신 사회적 역량이기에 의사소통 경력역량인 비공식 네트워크는 심리적 자원인 반영적 

경력역량인 경력적응력을 증진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Akkermans & Tims, 2017; Iba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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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자원보존이론에 따라 비공식 네트워크와 경력적응력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개인들은 

자원을 구축, 보호,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때 자원이란 가치 있는 물체, 개인 특성, 조건 

또는 에너지가 된다(Hobfoll, 2001). 예를 들어, 개인들은 사회적 네트워크 자원을 충족할 때 

심리적 자원인 경력적응력을 사용하여 현재 환경에 맞게 조직, 행동 또는 적응하게 된다

(Hobfoll, 2001). 따라서 자원보존이론에 기반으로 사회적 자원인 비공식 네트워크와 경력적

응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개인의 사회적 자원인 비공식 네트워크는 심리적 자원인 

경력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Ibarra(1993)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에 들어온 구직자는 조직사회화를 기반으로 조직 안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직무요건에 더 

잘 부합되며, 경력적응력이 높아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비공식 네트워크는 경력적응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

다. 

사회적 자원이론을 기반으로 큰 비공식 네트워크를 가진 중년 근로자는 더 자주 경력 기회

를 포착할 수 있으므로(Higgins & Kram; 2001; Ng & Feldman, 2014), 현재 조직 이외에

서의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경력적응력을 매개로 하여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다고 예측할 수 있다(Arthur et al., 2005; Ibrra, 1993; Wiernik & Kostal, 2019). 정

선정(2015)은 중장년 실업자 훈련생이 인식하는 훈련서비스 품질과 심리적 안정감, 비공식 

네트워크가 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하성욱, 장주(2015)는 근로자

를 대상으로 개인의 네트워킹 행위를 내부 네트워킹 행위와 외부 네트워킹 행위로 구분하고, 

개인의 내부네트워킹 행위는 내적유연성과 외적이동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였다. 

구은정(2019)은 중년 근로자의 프로틴 경력태도, 코칭,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경력연계학습이 

고용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Akkermans & Tims(2017)는 비공식 네

트워크인 의사소통 경력역량은 내부고용가능성과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였다. 따라서 정선정(2015), 구은정(2019), Akkermans & Tims(2017)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비공식 네트워크와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에서 경력

적응력이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가설 3-2. 은행권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은 비공식 네트워크와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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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의 매개효과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기업가정신과 경력적응력의 관계는 경력적응모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Rudolph et al.(2017)과 유지연, 신효정(2019)은 경력적응모형 이론을 기반으로 적응준비, 

적응자원, 적응반응과 적응결과로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변수들을 제시하였다. 적응준비에 

해당하는 변인은 지속적인 목표추구, 유연성, 자기주도적 성격, 능동성, 자존감, 성격(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 등이 있는데 능동성과 자기주도적 성격은 기업가정신

과 유사한 심리적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Johnston, 2018). 따라서 경력적응모형의 순차적 

과정에 따라서 적응준비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은 적응자원인 경력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기업가정신과 경력적응력의 관계는 자원보존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자원보존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원을 구축, 보호,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때 자원이란 가치 있는 물체, 

개인 특성, 조건 또는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다(Hobfoll, 2001). 개인은 개인 차원의 자원인 

기업가정신을 사용하여 현재 환경에 맞게 조직, 행동 또는 적응하게 된다(Hobfoll, 2001). 따

라서 자원보존이론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과 경력적응력과의 관계를 설명해보면, 개인의 심리

적 자원과 태도인 기업가정신은 적응자원인 경력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Brown et 

al.(2012)는 경력적응력 역량 프레임워크가 중년 근로자들의 경력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력개발 동기를 부여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경력적응력은 직업 및 조직적 지식 기반

이 상당한 변화를 겪는 노동시장 상황에서 일련의 성공적인 경력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의 역량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유사한 자기주도적 성격과 일 안에서의 

지속적인 학습능력은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기업가정신은 경력적응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중년 근로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동기

와 그것을 실천하는 활동으로 개인 수준과 조직 수준에서 혁신을 가져오며 경력적응력을 매

개로 하여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Fearon et al., 2012; Kuckertz & 

Wagner, 2010; Rae, 2005; Kwon, 2019). Costea et al.(2012)은 전통적인 기업가정신 

담론은 전략과 경력적응력이 뛰어난 개인을 강조하였기에, 경력개발과 자기관리에서 측면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중년 근로자는 외부고용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Costea et al.(2012)는 외부고용가능성의 중심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원리들이 사람들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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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와 비슷하다고 설명하였다. Berglund(2013)와 

Komulainen et al.(2009)는 진취적인 자아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가, 직원, 시민의 충실하고 

성공적 역할과 관련하여 강조될 뿐만 아니라 교육 제도에서도 추구하는 긍정적 자아상이라고 

강조하였다. 핀란드에서는 기업가정신이 교육에 도입되었을 때, 개인의 긍정적 자아를 개발하

는 측면에서 기업가정신을 강조하였고 이는 경력적응력을 매개로 하여 외부고용가능성에 영

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과

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이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가설 3-3. 은행권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은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다.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연령차별은 기업 환경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으며 중년 근로자에게 두드러지는 반지원적 상

황이다(Dello Russo et al., 2020; Rupp et al., 2006; Kunze et al., 2011; Vuori et al., 

2019). 연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은 평가적인 의미를 포함하며, 차별에 대한 인식은 자신

이 적절히 평가받지 못한다는 자각이다(Bayl‐Smith & Griffin, 2014; Kunze et al., 2011; 

Vuori et al., 2019). 편견에 있어서 행동적 요소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을 특정한 방법으

로 대하는 것이며, 실제적인 차별행동을 의미한다(조은정 외, 2018). 따라서 조직 안에서 연

령차별은 개인의 특징과는 관계없이 연령이 높은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불공

정한 차별이며, 선발, 승진, 교육기회와 같이 작업 현장의 의사결정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다

(조은정 외, 2018; 한태영, 정의정, 2017; Bayl‐Smith & Griffin, 2014; Wanberg et al., 

2016).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령차별인식에서 측정하는 업무할당, 승진기회, 교육기회, 인사평

가 제도는 대표적인 고성과작업시스템에 해당된다(Kooij et al., 2010; Ng & Feldman, 

2008). 만일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직이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업무할당, 승진기회, 

교육기회, 인사평가에서 연령으로 인해 불공정하게 차별받는다고 인식할수록, 부정적 시그널 

시스템(signal based mechanism)이 작동할 수 있다(Ng & Feldman, 2008, 2009; Kulik 

et al., 2016). 시그널 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 평균 임금보다 더 받거

나 덜 받을 것 같은 예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연령으로 인한 불공정한 대우, 윤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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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관한 윤리적인 실행 등이 종업원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Jones et al., 2014). 

중년 근로자들의 연령차별인식은 후기 경력개발단계(post career development stage) 이

론에 기반하여 중년근로자의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낮추고 경력개발을 방해하는 원인

이 된다(이현주, 한태영, 2014; Birkett et al., 2017; Dello Russo et al., 2020; Wanberg 

et al., 2016). Shultz와 Wang(2007)은 후기 경력개발단계에서 경력개발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3가지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적 관점에서 전문지식이 중요하며, 직무 수준에

서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요구들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나 직무 특성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조직적 관점에서 연령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과 관련된 조직풍토인식, 조직의 다운

사이징(downsizing) 등이 퇴직과 관련한 후기 경력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심리적 자원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퇴직 이후의 

제2 경력을 준비하는 주요한 동기적 요인이 된다. 따라서 중년 근로자가 연령차별인식이 높

을수록 조직으로부터 반지원적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는 후기경력개발단계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중년 근로자의 후기 경력개발단계에서 자신이 속했던 조직의 연령차별은 개인의 경력 동기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한태영, 2014; Dello Russo et al., 2020; Wang & Shultz, 

2010; Wanberg et al., 2016). 비록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현재의 조

직과의 관계는 중요한 요인이며, 현재 조직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재취업 과정에서 여러 기관

과의 연계도 형성되기 때문이다(이현주, 한태영, 2014; Walker, 2001; Wang, 2007; 

Wanberg et al., 2016). 한태영(2014)은 중년 근로자의 가교일자리 전직 현상과 성공요인 

분석 연구에서 국내 중년 근로자들의 재취업 성공요인으로 적극적 태도, 네트워크, 전문성, 현

실직시를 언급하였으며 제약요인으로는 연령차별, 역량부족, 기대수준을 제시하였다. 

사회교환 이론에 근거하여, 연령차별로 인한 심리적 계약 위반은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 감소, 배신감, 직무만족과 조직만족의 감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한태영, 정의영, 

2017; Ng & Feldman, 2009; Jones et al., 2014; Robinson & Rousseau, 1994). Kooij 

et al.(2010)은 고몰입 인적자원시스템과 중년 근로자와 주니어 근로자로 구분하여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대하여 83개의 연구를 통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령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

하였다. 중년 근로자들은 직업의 유지와 관련된 HR제도(직무안정성, 일-가정 양립을 지원,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정보공유, 팀 제도)등의 이용용이성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중년 근로자들이 조직내 연령차별로 인사평가, 승진기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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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적 위축은 자신감 상실을 가져오며 결과

적으로 외부고용가능성을 낮게 인식할 수 있다(Chan, & Stevens, 2001; Kooij et al., 

2010). 박창동(2012)은 경력정체이론을 기반으로 은행 중년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피라미드형 조직구조 속에서 근로자들은 

연령이 많을수록 조직과 후배들의 보이지 않는 압박과 편견을 부담스러워 하였으며, 경력개발 

한계로 승진 기대감 상실이 퇴직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Bayl‐Smith & 

Griffin(2014)은 연령차별척도에 편견의 내용을 추가하여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을 바탕으로 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령차별인식과 인지적 정체성과 직무열의와 퇴

직 의도에 관한 관계를 연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차별인식은 직무열의를 떨어뜨렸

고 퇴직의도를 높였고 인지적 정체성은 연령차별인식과 직무열의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연령차별인식이 높을수록 인지적 정체성은 증가하지만, 인지적 정체성이 증가하면 

직무열의가 떨어지고 퇴직의도가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자원보존이론에 따르면, 자원들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 도메인에 자원이 

부족하면 다른 도메인의 자원 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 만일 심리적, 정서적 자원인 일능력과 

경력적응력, 사회적 자원인 비공식 네트워크 수준이 높은 중년 남성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연

령차별인식이 높은 상황에서는, 중년 남성 근로자들은 외부고용가능성을 낮게 인지한다고 예

측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정서적 자원인 일능력과 경력적응력, 사회적 자원인 비공식 네트

워크 수준이 낮은 중년 남성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연령차별인식이 낮은 상황에서는 외부고용

가능성을 높게 인지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일능력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은 부적인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Vuori et al., 2019). 만일, 중년 근로자가 나이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에 따른 차별

을 인식하게 되면, 근로자는 조직과 개인이 맺은 심리적 계약(psychological contract)이 위

반되었다고 지각할 수 있다. 심리적 계약 위반은 조직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약속했던 정도

와 이해한 정도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한다(Rousseau, 1990). 이 때, 연령차별을 

받았다고 인식한 개인들은 차별로 인한 작업 동기 감소와 소진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기

업의 생산성 하락과 경쟁력 악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황기돈, 2013; Bayl‐Smith 

& Griffin, 2014; Ilmarinen, 2005; Vuori et al., 2019). 따라서 비록 일능력 수준이 높다

고 할지라도, 연령차별인식이 높은 중년 남성 근로자들은 심리적 계약 위반을 경험했기 때문

에 현재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이 낮아지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의 외부고용가

능성을 낮게 인식할 것이다(Vuori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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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네트워크와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은 부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다고 예측할 수 있다. 비공식 네트워크는 조언 네트워크, 신뢰 네트워크, 비공식 의사소통 네

트워크의 역할을 하지만, 비록 아무리 좋은 사회적 자본인 비공식 네트워크를 형성한 중년 남

성이라고 할지라도(Walker & MacBride, 1985)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의 차별은 사회적 정

체감을 떨어뜨리고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게 만들어 노동시장의 외부고용가능

성을 낮게 인식할 것이다(Kulik et al., 2016; Voss et al., 2017; Vuori et al., 2019; 

Wanberg et al., 2016).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은 부적인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일

하고자 노력하며 목적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추진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

이다. 그러나 이 때 연령차별인식이 기업가정신과 상호작용을 갖는다면, 비록 기업가정신 수

준이 높다고 인식한 중년 남성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서 외부고용가능성

을 낮게 인식할 것이다. 

경력적응력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도 연령차별인식은 부적인 매개된 조절효과를 갖

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경력적응력이 높을수록,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올라가

며 직무불안, 직무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와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Maggiori et al., 

2013). 그러나 이 때 연령차별인식이 경력적응력과 상호작용을 갖는다면, 비록 경력적응력 

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중년 남성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경력적응력과 외부고용가능성과의 정

적인 관계를 연령차별인식이 부적으로 낮춘다고 예측할 수 있다. 

 종합하면, 조직 안에서 연령차별인식이 있다고 중년 근로자가 인식할수록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과 외부고용가능성과의 정적인 인과관계를 낮춘다고 예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력적응력과 연령차별인식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중년 근로자는 다른 

조직으로의 고용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으며, 부정적으로 노동시장을 인식할 수 있

으므로, 노동시장의 고용기회의 양과 질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측면에서 외부고용가능성을 

낮게 인식할 것이다(De Cuyper & De Witte, 2010; Vanhercke et al., 2014; Wanberg 

et al., 2016).

가설 4.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과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령차별인식이 높을수록 경력적응력이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적 매개효과는 감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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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의 이론 및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직접효과, 매개효과, 조절된 매

개효과의 가설을 정리하여 <표 Ⅱ-4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 주요 이론 및 선행연구

[가설 2]

직접

효과

[가설 2-1]

일능력 → 

외부고용가능성

주요이론
자기결정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

일 적응 이론(theory of work adjustment)

선행연구
양동주(2014), 이현주, 한태영(2014) Ilmarinen(2005), 

Van Dam(2007), Ilmarinen & Tuomi(2004), Kumashiro 

et al.(2006), Vuori et al.(2019)

[가설 2-2]

비공식 

네트워크 → 

외부고용가능성

주요이론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 무경계 경력이론

선행연구
정선정(2015), 하성욱과 장주(2015), 구은정(2019), 

Arthur, Khapova, Wilderom(2005), Crowley‐Henry, 

Benson, & Al Ariss(2019), Wiernik & Kostal(2019)

[가설 2-3]

기업가정신 → 

외부고용가능성

주요이론 내재적 동기이론(expectancy theory)

선행연구

임진혁(2017), Crayford et al.2012 Fitzsimmons & 

Douglas(2011), Huq & Gilbert(2013), 

Guerrero et al.(2014), Rae(2007)

[가설 2-4]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주요이론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선행연구
최미미(2019), Johnston(2018), Rudolph et al.(2017), 

Shultz & Wang(2008)

[가설 3]

매개

효과

[가설 3-1]

일능력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주요이론
경력적응모형 이론,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인적자본이론

선행연구
유지연, 신효정(2019), 이현주, 한태영(2014), Savickas & 

Porfeli(2012),  Ramos & Lopez(2018), Johnston(2018) 

[가설 3-2]

비공식 

네트워크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주요이론
경력적응모형 이론, 자원보존이론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선행연구
Akkermans & Tims(2017),  Ibarra(1993), 

Ng & Feldman(2014)

[가설 3-3]

기업가정신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주요이론
경력적응모형 이론, 자원보존이론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선행연구 Costea et al.(2012), Brown et al.(2012), Rae(2005)

[가설 4] 

조절된 

매개

효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  

→외부고용가능성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주요이론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시그널 이론(signal theory)

선행연구

박창동, (2012), 조은정 외(2018), 한태영, 정의정(2017), 

Kulik et al.(2016), Ng et al.(2005), 

Voss et al.(2017), Vuori et al.(2019), 

Peters et al.(2019), Dello Russo et al.(2020) 

<표 Ⅱ-41>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의 이론 및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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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는 자원보존이론, 경력적응이론, 일 적응 이론, 시그널 이론과 관련 선행연구를 기

반으로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과 경력적응력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외생변수는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이며 내생변수는 경력적

응력과 외부고용가능성이며 경력적응력은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 구조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령차별인식을 조절변수로 설정

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학력, 고용형태를 

제시하였기에, 이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변인 간의 가설적 연

구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 모형 

연구 모형에 따르면 첫째,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은 외부고용가

능성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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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응력을 매개로 외부고용가능성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력적응

력과 외부고용가능성의 정적인 관계는 연령차별인식이 높을수록 체계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한편 이 연구 모형의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모형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일능력은 일곱가지 차원의 합으로 구성된다. 비공식 네트워크는 네트워

크 확장성과 네트워크 다양성으로 구성된다.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구

성된다. 매개변인에 해당하는 경력적응력은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으로 구성된다. 조절변인

에 해당하는 연령차별인식은 업무 내 차별과 업무 외 편견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

인에 해당하는 외부고용가능성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존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확장시켜 직

업전문성, 고용자신감, 노동시장 인식의 3가지 요인으로 구인화하였다.

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는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과 비공식 네트워크, 일능력, 기업가

정신, 연령차별인식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한다는 목적에 따라 연구 대상을 은행에 근무하는 

만 45세 이상 중년 남성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연구 대상을 은행에 근무하는 중년 남성 근로

자로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에 근무하는 중년 남성 근로자는 심리적 정년이 

낮은 대표적인 직종이다. IMF 이후에 종신고용이 무너짐에 따라 기존의 경직된 노동시장에 

익숙해 있던 조직구성원들은 고용불안이 현실화되었다. 둘째, 은행은 기업의 규정된 정년과 실

제 퇴직연령 간에 간격인 정년디커플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직종이다. 특히 근로자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인한 회사주도의 일방적 퇴직관리는 노사분쟁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

째,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부노동시장보다는 내부노동시장을 강조하는 인사관리 특성으로 인해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간의 이동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

였다. 넷째, 디지털 금융인력 수요와는 달리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기존 금융회사 일자리는 줄

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구체적으로 기존 대면 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지점영업 등과 같은 업

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될 것이다.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2019년 보고서에서 은행권 근로자의 특징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금융업 중에서도 특히나 인력수요 전망이 가장 어두운 곳이 은행이다. 보고서

는 은행권의 인력수요가 2019년 38만7128명에서 2023년에는 34만4718명으로 감소할 것

으로 예측했다.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점이나 인원 감축이 계속되고 있고, 전체 금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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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은행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줄어드는 것도 인력수요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의 평균 정규직 비율은 92.8%다. 국내 산업 전체의 정규직 

비율이 67%이고 금융업의 평균 정규직 비율도 89.6%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은행권의 고용 

상황이 다른 산업에 비해 안정적이고, 연 50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은행이 

74.3%로 전체 금융권 평균인 68.9%를 넘는다. 하지만, 금융산업 중에서 은행권 근로자의 인

력 수요 감소가 뚜렷이 나타날 전망이고 은행 근로자에서 40대는 31.9%이고, 50대 이상은 

13.7%이며 이 둘을 모두 합치면 45.6%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권의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중년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본 연구에서

는 이런 측면을 반영하여 은행권 중년 근로자를 표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은행에 근무하는 중년 남성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집단을 제시하고 그

에 따른 확률표집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주요 6대 은행 근로자의 정확한 통계자료가 

공개되지 않기에, 국내 주요 6개 은행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실시하고 표집 대

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금융회사 근로자는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인력 

현황 조사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은행을 포함한 총 1,275개사로 전체 고용인원은 280,254명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Ⅲ-1>에서 40대 이상인 근로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에서 40대는 31.9%이고, 50대 이상은 13.7%이며 이 둘을 모두 합치면 45.6%로 전체 근로

자의 절반에 해당한다.

구분 은행

보험 금융투자
상호

저축

여신전문

신협 전체생명

보험

손해

보험
증권 선물

자산

운용
신탁

신용

카드

리스

할부

40대 30.4 35.6 34.8 28.4 22.3 34.7 24.4 31.9
50대 이상 16.3 10.7 13.4 11.3 9.5 7.8 19.9 13.7

합계 46.7 46.3 48.2 39.7 31.8 42.5 44.3 45.6

자료: 박재하, 박춘성. (2019).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서울: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표 Ⅲ-1> 국내 금융회사 40대 이상 인력 현황비율                             (단위: %)

 

<표 Ⅲ-2>는 국내 금융회사 40대 이상 인력 현황 비율을 전체 고용인원에서 각 비율대로 

계산하여 얻은 고용인원이다. 이에, 은행에 근무하는 총 62,047명이 이 연구의 모집단으로 

추정된다. <표 Ⅲ-2>를 참고로 하여 국내 은행에 근무하는 40대 이상 인력 현황비율을 은행 

고용인원(62,047명)에서 40대는 40,390명이며 50대 이상은 21, 657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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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은행

보험 금융투자

상호

저축

여신전문

신협 전체생명

보험

손해

보험
증권 선물

자산

운용
신탁

신용

카드

리스

할부

40대 40,390 20,807 12,526 2,522 1,964 8,805 2,413 89,401 

50대 이상 21,657 6,254 4,823 1,003 837 1,979 1,968 38,395 

합계 62,047  27,061 17,349 3,525 2,801 10,784 4,380 127,796 

자료: 박재하, 박춘성. (2019).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서울: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표 Ⅲ-2> 국내 금융회사 40대 이상 인력                                      (단위: 명)

 

나. 표집

이 연구에서 설정한 은행권 중년 45세이상 남성 근로자는 <표 Ⅲ-2>에서 제시한 40대 이

상 남성 근로자 62,047명보다는 작다고 예측되지만 정확한 표본프레임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 표본 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인 유의 표집

(purposive sampling)을 실시하였다. 유의 표집과 같은 비확률표집을 활용한 연구결과의 일

반화는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수보다는 표본 집단의 절대 수와 관련이 높다고 가정하기에, 이 

연구는 사회과학 선행연구들의 신뢰할 만한 표본 수로 제시되는 표본 수를 참고하여 연구결

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표본 집단의 수가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류근관, 2005).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 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는데,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에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의 표본 크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하지만, 대체로 

적정 표집수는 모델의 복잡성, 추정법, 모형적합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우종필, 2013). 

구조방정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은 최소한의 표본크기가 

100~150명으로 제시된다(Kline, 2015). 이 때, 표본크기가 너무 커지면 최대우도법 분석을 

활용하기 적절하지 않고 이로 인한 모델적합도가 낮게 나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우종필, 

2013). Mitchell(1993)는 관찰 변인의 10~20배로 표본 크기가 적당하다고 제안하였는데, 

이 연구의 15개의 변인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필요한 표본 수는 150~300명이 된다. 또한 

Stevens(1996)에 의하면 예측 검증력 확보를 위해 측정변인과 사례 수의 비율이 1:15가 적

절하다고 제시하였다. 우종필(2013)은 최대우도법 적용 시 필요한 표본 수는 200~400개 사

이라고 제안하였는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표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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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200개 이상이며, 400개 이상이면 오히려 모형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연구에서는 150~400명의 표본 

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최소 200명 이상이 되어야 한

다는 기준과 모집단 추정이 62,047명보다 작기에, 400명을 표집으로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표본 집단 수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며 불성실 응답

과 결측치를 제외하고 360개 이상의 표본이 적절한 수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

설 검증을 위한 적절한 표본크기를 400개로 설정하였고, 회수율과 이상치(outlier), 또는 불

성실 응답 경우를 고려하여 총 450부의 설문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표본 모집단의 대표성, 연구의 결과의 타당성 제고 및 자료 수집

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유의표집을 실시하였다(이훈영, 2008). 설문조사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표 Ⅲ-3>과 같이 총 57개 시중은행 가운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금융권에서 사

용하는 용어인‘주요 6대 은행’을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6대 은행은 국민은행, 신

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이다.

 

구분 은행명 수

일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6개

지방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6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 2개

특수은행 농협, 수협, 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5개

은행(외국은행지점) 도이치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총 38개 은행 38개

총계 57개

자료: 제도권 금융기관. (2020). 금융위원회. Retrieved (2020. 04.05) from 
http://www.fsc.go.kr/know/fin_list.jsp?menu=7430000&bbsid=BBS0028

주) 국내 주요 6대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임.

<표 Ⅲ-3> 국내 은행 현황

이 연구는 <표 Ⅲ-2>를 참고로 하여 모집단인 총 62,047명에서 주요 6대 은행에 근무하

는 만 45세 이상과 50대 이상 남성 근로자를 표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6개 은행에서 

통계적 검증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와 회수율, 이상치(outlier) 및 불성실 응답을 고려하여 만 

45세 이상 총 450부의 표본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http://www.fsc.go.kr/know/fin_list.jsp?menu=7430000&bbsid=BBS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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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연

구자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개념을 바탕으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연령차별인식에 따른 

외부고용가능성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및 경력적응력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변인의 조사도구는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도구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외부고용가능성 도구는 하위요인을 추가하였다. 도구의 타당도 검

증을 위해 내용타당도는 경력개발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자 3인, 경력개발 관련 교수 2인과 

내용타당도는 중년 경력개발 관련 전문가 2인 및 중년 근로자 5인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검토를 받았다. 설문지 구성은 다음의 <표 Ⅲ-4>와 같다. 

구분 문항 수 연구자

외부고용가능성

직업전문성 4
Johnson(2001)의 도구를  

Rothwell et al.(2008)과 

장은주(2002)가 

수정·보완하였으며 

연구자가 노동시장 인식 

추가

고용자신감 3

노동시장 인식 4

일능력

신체적 자원

11
Ilmarinen(2007)의 도구를 

양동주(2014)가 수정·보완
정신적 자원 

사회적 자원

비공식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확장성 3  Johnson(2001)의 도구를 

구은정(2019)이 수정·보완네트워크의 다양성 4

기업가정신

혁신성 3
Covin & Sleven(1986)의 

도구를 김용태(2015), 

김서영(2017)이 수정·보완 

위험감수성 3

진취성 3

< 표 계속>

<표 Ⅲ-4> 조사 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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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 연구자

경력적응력

관심 4

Savickas(2012)의 도구를 

탁진국 외(2015)가 

수정·보완

통제 4

호기심 4

확신 4

연령차별인식

업무에서의 차별(승진기회, 업무할당, 

교육기회, 인사평가)
4

Bayl‐Smith & Griffin(2014)

업무 외적인 차별 2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

개인특성 연령, 학력, 고용형태, 결혼유무  

5 -

조직특성 팀 연령 구성

총 문항 수 65 -

<표 Ⅲ-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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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고용가능성

외부고용가능성은 노동시장 환경을 인식하고 자신의 기대수준에 맞게 현재 소속된 조직을 

떠나 다른 조직에서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부고용가능성 측정도구를 개발한 절차는 다음 <표 Ⅲ-5>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고

용가능성 측정도구들을 기반으로 외부고용가능성 구성요인을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예비문항

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문항은 전문가집단의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예

비조사를 실시한 뒤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절차 내용

선행연구 고찰 및 내용 구조화

Ÿ 선행연구 기존 하위요인 및 문항내용 분석

- Groot & De Brink(2000)의 외부고용가능성

- Johnson(2001)의 외부고용가능성

- Rothwell & Arnold(2007)의 외부고용가능성

- Rothwell et al.(2008)의 외부고용가능성

- Fugate & Kinicki(2008)의 외부고용가능성

- 장은주(2002)의 외부고용가능성

- 서정민(2010)의 외부고용가능성

- 정선정(2014)의 외부고용가능성

- 강인주(2015)의 외부고용가능성

Ÿ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을 통해 적합한 요인과 문항 추출

- 직업전문성, 고용자신감, 노동시장 인식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통합 및 재구성하여 도출

설문문항 작성 Ÿ 하위요인별 문항 추출, 수정 및 보완 

전문가 검토 및 문항 수정

Ÿ 교수 3명, 박사 2명, 중년 경력개발 관련 전문가 2인 및 중년 

근로자 5인 등 총 12명의 검토를 통한 타당도 분석 후 문항 

수정

예비조사 Ÿ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 실시 

도구완성 Ÿ 본조사 도구 완성 후 본조사 실시 

<표 Ⅲ-5> 외부고용가능성 하위요인 및 문항재구성 절차

1) 구인화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Johnson(2001)이 개발한 외부고용가능성은 단일차

원의 척도였으며, 국내 연구자들은 Johnson(2001)의 도구를 가지고 번역하고 타당화한 장은

주(2002)의 도구를 사용하여 직업전문성, 구직자신감, 경력자신감의 3가지 구성요소 혹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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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전문성, 구직자신감의 2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강인주, 2015; 서정민, 2010; 장은주, 

2002; 정선정, 201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부고용가능성 구인화 모형은 Johnson(2001)

의 외부고용가능성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외

부고용가능성을 측정하고 있는 도구는 고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차원을 기준으로 각 차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공통적 차원은 고용에 요구되는 직업전문성, 고용자신감, 노동시

장 수요 인식으로 종합할 수 있었다. 

국내에 Johnson(2001)의 도구를 처음으로 소개한 금융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장은주

(2002)의 연구는 <표 Ⅲ-6>에서 보듯이 Johnson(2001)의 도구 중에서 일부를 번역하고 

타당화하였다. 장은주(2002)가 도구를 번역하고 타당화한 시기의 국내 금융회사 노동시장 환

경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졌기에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Johnson(2001)의 도구를 활용하여 하위요인들을 다시 타당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

다. Johnson(2001)의 외부고용가능성 도구는 잠재변인을 구분하지 않고 외부고용가능성을 7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국내에 번역되고 타당화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고용가

능성의 하위요인으로 직업전문성, 구직자신감, 경력자신감을 본인들의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문항

1. 나는 다른 조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diversified set of skills that are easily transportable to other organizations)

2. 나는 내 직업의 동향을 잘 파악하며, 그에 따른 전문성 개발을 하고 있다.

(I remain current on the trends and developments in my profession)

3. 나는 시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직업교육을 기꺼이 받을 용의가 있다.

(I am an advocate of obtaining additional professional training in order to remain marketable) 

4. 나는 내 업무분야에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I remain on top of existing job opportunities in my field) 

5. 현재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볼 때, 다른 회사도 나를 가치있는 자원으로 간주할 것 같다.

(With the skill set that I currently have, it is very likely that other organizations would view 

me as a value-added resource)

6. 지금 나의 능력과 경험 정도면, 선택 가능한 일자리가 많다.

(There are many jobs available for me given my skills and experience)

7. 나는 현재 능력과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일자리 조건과 비슷한 일을 쉽게 얻을 것이다.

(If necessary, I could easily obtain a comparable position with another employer given my 

existing skill set)

<표 Ⅲ-6> Johnson(2001)의 외부고용가능성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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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주(2002)는 Johnson(2001)의 외부고용가능성 도구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외부고용가능성을 단일차원으로 다섯 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장은주(2002)의 도구는 금융

회사 근로자인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Johnson(2001)의 도구에서 다섯 가지 요인들을 선별하

여 타당화하였다. 한편, 장은주(2002)가 도구를 타당화할 당시 국내 금융회사는 IMF 금융위

기를 통과하면서 금융권의 종신고용에 기초한 고용안정성이 무너지고, 많은 수의 근로자가 비

자발적 퇴직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특히 그 당시 국내 금융권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 외부

노동시장이 발달되지 못했고 이동성이 제한되었으며, 근로자들이 재교육을 통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Johnson(2001)의 도구에서 ‘나는 내 직업

의 동향을 잘 파악하며, 그에 따른 전문성 개발을 하고 있다.’와‘나는 시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직업교육을 기꺼이 받고 싶다.’는 그 당시 IMF 금융위기 이후의 사회적 환경

과 금융권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추

측할 수 있다. 이에, <표 Ⅲ-7>과 같이 현재 금융권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변

화하는 직업 세계에서 중년 근로자의 재교육이 강조되는 추세이기에(박창동, 2012), 

Johnson(2001)의 도구에서 있었던 두 문항을‘직업전문성’이라는 하위요인으로 외부고용

가능성 측정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구분 직업전문성
직업 및 

구직자신감

노동시장

인식

취업 

기대수준
기타

Groot & De Brink(2000) ● ● ●
Johnson(2001) ● ●

Rothwell et al.(2008) ● ● ● ●
Fugate & Kinicki(2008) ● ● ●

정선정(2014) ● ● ● ●

<표 Ⅲ-7> 외부고용가능성에 초점을 둔 측정도구 구성요인 종합

2) 예비문항 작성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Ⅲ-8>과 같이 중년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을 경력 전환과 생애 

경력경로의 개인의 주관적 인식의 통합적 관점에 따라 정의하고 하위요인을 직업전문성, 고용

자신감, 노동시장 인식으로 구인화하고 구인화 모형을 토대로 외부고용가능성 측정을 위한 예

비문항을 작성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금융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장은주

(2002)의 연구는 Johnson(2001)의 도구 중에서 일부를 번역하고 타당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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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주(2002)가 도구를 번역하고 타당화한 시기의 국내 금융회사 노동시장 환경과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졌기에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Johnson(2001)의 도구를 활용하여 하위요인들을 다시 타당화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Johnson(2001)의 도구에서 사용된‘job’을 직업으로 해석했을 때, 이는 생애주된 일자리 

뿐만 아니라 가교 일자리(bridge jobs)의 직업까지 포함하여 고용이 가능한 범위가 확장되며 

다양한 고용형태(1차노동시장 정규직, 1차노동시장 비정규직, 2차노동시장 정규직, 2차노동시

장 비정규직)를 포함하게 된다. 이에 Johnson(2001)의 7문항으로 구성된 외부고용가능성(직

업전문성 4문항, 고용자신감 3문항) 도구에 첫째, Johnson(2001)의 직업전문성 요인에 

Fugate(2008)의 고용가능성 문항 중에서 경력주도성 관련 문항을 직업전문성에 추가했다. 

둘째, Johnson(2001)의 고용자신감을 묻는 문항에서‘지금 나의 능력과 경험 정도면, 다른 

회사에서도 지금과 동등한 조건의 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의 문항을 삭제하였

다. 셋째, Rothwell et al.(2008), Kirves et al.(2013)의 고용가능성 문항 중에서 노동시장 

인식을 묻는 네 가지 문항을 추가하였다. 정선정(2014)은 조정(articulation)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대수준을 노동시장의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는 취업 기대수준 조정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Harvey(2003)는 나이, 성별, 민족 성격 등의 특징들은 고용상황에서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경제 부문 특수성이나 지역 특수성과 같은 외부의 경

제적 요소도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Harvey, 2003). Forrier & Sels(2003)도 

고용가능성의 구성요인으로 맥락(context)을 강조하면서 노동수요와 같은 관련된 상황을 포

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인식은 Rothwell et 

al.(2008)이 제시한 채용수요(고용형태, 경력직), 지역수요와 개인이 가진 기술(경험, 지식)

에 대한 수요(Kirves et al., 2013)의 세 가지를 질문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종합하면, 외부고용가능성은 노동시장 및 직업세계가 평생 직장의 개념에서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변함에 따라 고용가능성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봐라봐야 한다. 따라

서 Rothwell et al.(2008), Harvey(2003)와 정선정(2014)의 인식의 통합적 관점으로 중년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 척도를 수정·보완하며 직업전문성(4항목), 고용자신감(3항목), 노

동시장 인식(4문항)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화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

였다.



- 152 -

하위요인 조작적 정의

외부고용가능성

개인이 현재 소속된 조직을 떠나 다른 조직에서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정도로 직업적 능력과 자신의 고용상황 인식을 포함하는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관련된 신념

직업전문성 고용을 획득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적인 능력 

고용자신감 다른 조직에서 고용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

노동시장 인식
채용수요(현재·미래), 개인이 가진 기술(경험·지식)에 대한 수요, 지역수요의 

세 가지의 거시적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수요인식

<표 Ⅲ-8> 중년 근로자 외부고용가능성과 하위요인의 조작적 정의

 

이에 이 연구는 <표 Ⅲ-9>과 같이, 총 11개 문항으로 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부고용가능

성 수준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선행 연구들의 측정도구를 근거로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그렇지 않은 편이다(2)”,“보통이다(3)”,“그런 편이다(4)”,“매우 그렇다(5)”등

의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문항 출처 하위요인

1. 나는 내 직업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다른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Johnson

(2001)

직업

전문성

2. 나는 안정된 조직을 벗어나도 취업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전문적 

직업교육을 기꺼이 받을 용의가 있다.
Johnson

(2001)

3. 현재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볼 때 다른 회사에서도 나를 가치있는 

자원으로 간주할 것이다.
Johnson

(2001)

4. 나는 내 경력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일들을 줄곧 찾아왔다.
Fugate

(2008)

5. 현재 나의 능력과 경험 정도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Johnson

(2001)

고용

자신감

6. 나는 다양한 형태의 선택 가능한 일자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7. 나는 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있다.

8. 내가 목표로 하는 분야는 외부 노동시장에서 많은 수요를 갖고 있다.
Rothwell et 

al.(2008)

노동시장 

인식

9. 내가 일하는 분야는 노동시장에서 경력직 인력의 채용수요가 있다. 연구자 추가

10. 내가 일하는 분야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선택가능한 일자리 수요가 

있다.
Rothwell et 

al.(2008)

11. 내가 가진 기술·경험·지식은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있다.
Kirves et 

al.(2013)

<표 Ⅲ-9> 외부고용가능성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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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타당도 검증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예비문항이 실제로 금융회사 중년 근로자의 외부고용

가능성을 측정하기에 타당한지에 대한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를 검토받았다.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는 경력개발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자 3인, 경력개발 관련 교수 2인, 중년 경력개발 

관련 전문가 2인 및 중년 근로자 5인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검토를 받았다. 검토 결과, 직

업전문성에 회사 밖에서도 일할 수 있는 전문적 직무를 찾은 내용을 추가하였고 노동시장 인

식과 취업 기대수준 항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노동시장 인식에서‘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지

역에는 일자리가 많다’의 내용이 국내의 상황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면서 현실

적으로 중년 근로자 고용가능성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표 

Ⅲ-10>과 같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부고용가능성의 신뢰도는 .830, 본조사에서 .833

으로 예비조사와 본조사 모두 기준치 .7이상으로 계수값이 모형 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구분 문항 수 예비조사(115명) 본조사(374명)

외부고용가능성 11 .830 .833

 직업전문성 4 .810 .830

 고용자신감 3 .920 .910

 노동시장 인식 4 .821 .896

<표 Ⅲ-10> 외부고용가능성 내적 일치도 계수

 

4) 통계적 타당도 검증

본 연구는 <표 Ⅲ-11>, <표 Ⅲ-12>와 같이 외부고용가능성 도구를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

을 사용하여 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요인회전에는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과 사

각회전(oblique rotation)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각회전은 요인간 상관관계가 없다고 

제약하는 방법이고 사각회전은 요인간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외부고

용가능성의 하위요인들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기에 사각회전 중에서 PROMAX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 요인분석 공통성인 요인 적재치는 0.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요인 적재치는 0.5 이상일 경우를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기에, 요인 적재

치가 모든 문항들에서 0.5이상으로 모든 변수들이 구성타당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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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분

초기 추출

외부고용가능성

직업전문성1 1.000 .703

직업전문성2 1.000 .747

직업전문성3 1.000 .684

직업전문성4 1.000 .718

고용자신감1 1.000 .839

고용자신감2 1.000 .816

고용자신감3 1.000 .819

노동시장인식1 1.000 .808

노동시장인식2 1.000 .792

노동시장인식3 1.000 .844

노동시장인식4 1.000 .779

<표 Ⅲ-11> 외부고용가능성 도구 요인분석 공통성 결과

KMO(Kaiser-Meyer-Olkin)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

도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서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KMO값이 0.90이

상이면 적합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0.80-0.89은 적합성이 좋은 편, 0.70-0.79 적합성이 

적당하며, 0.6-0.69는 적합성이 평범하고, 그 이하는 모델 적합성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분

석결과 KMO값이 .916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분석 결과, 요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77.71%를 보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2933.401(df=55, p=.000)으로 분석에 적합하다고 확인되었다. 요인회전에서 PROMAX방

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직업전문성, 고용자신감, 노동시장 인식의 3개

의 요인으로 추출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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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분

1 2 3

고용자신감1 .915 .567 .516

고용자신감3 .903 .627 .463

고용자신감2 .901 .535 .445

노동시장인식1 .529 .690 .380

노동시장인식3 .492 .910 .330

노동시장인식2 .622 .887 .396

노동시장인식4 .722 .853 .400

직업전문성4 .583 .379 .831

직업전문성2 .227 .234 .823

직업전문성1 .647 .384 .792

직업전문성3 .686 .521 .753

<표 Ⅲ-12> 외부고용가능성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나. 일능력

일능력은 근로자들 자신과 그들의 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작업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이 인지한 직무능력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를 평가한 점수의 합

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일능력 지수로 측정된 일능력은 Ilmarinen(2007)이 개발한 형성지

표로 양동주(2014)가 번안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의 합을 의미한다. 일능력은 형성지표로 잠

재지표로 구성되지 않았기에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하지 않는다(김상훈, 김창규, 2012; 김

중인, 2013). 일능력은 육체적·정서적·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총 7개 항목의 11개 

문항인 49점으로 구성되어 있다(양동주, 2014, 황기돈 외, 2013). 설문지는 일능력을 총 7

개의 차원으로 나누고 설문 응답의 결과에 따라 설문 문항 별 가중치를 적용한 후 이들을 합

산한 후 5점 척도로 변환하였다. <표 Ⅲ-13>은 Ilmarinen(2007)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표본 집단의 일능력 수준을 빈도와 %로 보고하였다. 일능력 수준에 따라 구분해보면,‘ 나

쁨’은 5명으로 1.3%,‘보통’은 88명으로 23.5%,‘좋음’은 194명으로 51.9%,‘매우 좋

음’은 87명으로 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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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 점수 일능력 수준 조치의 목적 빈도 %

7 ~ 27 나쁨 일능력 재생   5   1.3

28 ~ 36 보통 일능력 개선  88  23.5

37 ~ 43 좋음 일능력 향상을 지원 194  51.9

44 ~ 49 매우 좋음 일능력 유지  87  23.3

총계 374 100.0

평균: 39.31, 표준 편차: 4.68 

<표 Ⅲ-13> WAI 점수별 일능력 수준 및 수준별 대응조치

다. 비공식 네트워크

비공식 네트워크는 근로자가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 

물질적 보조,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회 등을 제공받는 개인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의

미한다. <표 Ⅲ-14>와 같이 이 연구에서 비공식 네트워크는 Johnson(2001)이 개발하고 장

은주(2002)가 번안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Johnson(2001)의 측정 도구를 번안하

여 장은주(2002)는 7개 문항으로 비공식 네트워크를 측정하였다. 비공식 네트워크 척도는 

조직 내·외에서의 인간관계의 폭과 다양성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의 정도를 포함하였다. 구은

정(2019)은 장은주(2002)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신뢰도는 .86이고, 이 연구에서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다양성으로 구성된 두 가지 관찰변인을 통해 측정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공식 네

트워크의 신뢰도는 .858, 본조사에서 .862로 예비조사와 본조사 모두 기준치 .7이상으로 계

수 값이 모형 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문항 수 예비조사(115명) 본조사(374명)

비공식 네트워크 7 .858 .862

네트워크 확장성 3 .761 .786

네트워크 다양성 4 .781 .795

<표 Ⅲ-14> 비공식 네트워크 내적 일치도 계수

 

라.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개인 수준의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진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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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정신을 가지고 혁신적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자신의 삶에서 기회를 찾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은 <표 Ⅲ-15>에서 제

시하듯이, Covin & Sleven(1986)이 개발하고 김서영(201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3가지 차원에서 9문항을 사용하여 기업가정신을 측정

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가정신의 신뢰도는 .907, 본조사에서 .917로 예비조사

와 본조사 모두 기준치 .7이상으로 계수 값이 모형 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문항 수 예비조사(115명) 본조사(374명)

기업가정신 9 .907 .917

  혁신성 3 .811 .821

  위험감수성 3 .832 .866

  진취성 3 .821 .847

<표 Ⅲ-15> 기업가정신 내적 일치도 계수

 

마. 경력적응력

경력적응력은 직업 역할에 있어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진로발달과업, 직업전환, 그리고 직업

과 관련한 개인적 트라우마로 인해 발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준비도

(readiness)와 자원(resource)을 나타내는 자기조절능력으로 심리사회적 자원 또는 역량을 

의미한다. <표 Ⅲ-16>과 같이, 이 연구에서 경력적응력은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경력적응력은 Savickas(2012)이 개발하고 탁진국 외(2015)이 국내 

근로자의 실정에 맞게 번안 및 타당화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Savickas(2012)가 

개발한 CAAS를 탁진국 외(2015)이 16개 문항으로 수정·번안하여 CAAS 척도에 ‘진로적

응성’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경력적응력이라고 번역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력적응력의 신뢰도는 .901, 본조사에서 .932로 예비조사와 본조사 모두 기준치 .7이

상으로 계수 값이 모형 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문항 수 예비조사(115명) 본조사(374명)
경력적응력 12 .901 .932

관심 4 .734 .768

통제 4 .825 .863

호기심 4 .821 .867

확신 4 .832 .885

<표 Ⅲ-16> 경력적응력 내적 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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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연령차별인식

연령차별인식이란 조직상황에서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연령차별에 초점을 맞추고 연령으로 

인해 승진, 업무할당, 교육기회, 인사평가와 고용불안과 같은 업무적 상황과 업무 외적 상황에

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의미한다. <표 Ⅲ-17>에서 제시하듯이, 

Bayl‐Smith & Griffin(2014)는 Kunze et al.(2011)가 개발한 척도에 리더십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고 편견과 관련하여 2개 문항을 추가하여 6개 문항으로 주관적 연령차별인식 척도를 

수정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Bayl‐Smith & Griffin(2014)의 도구를 활용하여 금융회사

의 상황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6개 문항의 도구를 활용할 것이다. 연령차별인식은 

업무 내 차별(승진기회, 업무할당, 교육기회, 인사평가)과 업무 외 편견의 두 가지 관찰변인을 

통해 측정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차별인시의 신뢰도는 .889, 본조사에서 .892

로 예비조사와 본조사 모두 기준치 .7이상으로 계수 값이 모형 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구분 문항 수 예비조사(115명) 본조사(374명)

연령차별인식 6 .889 .892

업무 내 차별 4 .871 .877

업무 외 편견 2 .783 .821

<표 Ⅲ-17> 연령차별인식 내적 일치도 계수

 

사. 설문조사에서 불성실 응답 탐지 문항

최근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들이 설문에 충분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하는 

응답 형태를 불성실 응답(insufficient effort responding 또는 careless responding)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탐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Meade & Craig, 2012; 

Ward & Meade, 2018). 한편, 이제까지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설문 중 불성실 응

답으로 의심되는 응답이 있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영향을 미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불성실 응답은 전체 데이터의 5% 수준만으로도 요인분석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고, 전체의 10~15%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왜곡된 결론 도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Curran, 2016; DeSimone et al., 2018). 특히, DeSimone et al.(2018)

은 불성실 응답의 영향을 조사한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불성실 응답이 문항 간 상관

(inter-item correlation)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요인

분석 결과, 척도 간의 관계 및 구조 모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DeSi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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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8). 이처럼 불성실 응답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의 질은 물론이고 연구

의 신뢰도와 내적 타당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불성실 응답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인

식과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응답자의 피로로 인해 불성실 응답이 발생할 수 있

지만(Liu et al., 2013), 불성실 응답은 피로 외에도 응답자의 설문에 대한 관심 부족, 연구

자와 참가자 사이의 제한적인 접촉, 그리고 환경적 산만함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Meade & Craig, 2012). 

불성실 응답의 탐지 및 제거는 <표 Ⅲ-18>에서 제시하듯이, 사전에 불성실 응답을 낮추는 

직접적 방법, 비개입적 방법 그리고 사후 통계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박원우 외, 2020). 

이 연구에서는 직접적 방법(direct methods)의 가짜문항(bogus item), 비개입적 방법

(unobtrusive methods)의 한 줄 응답(long string)과 통계적 방법(statistical methods)의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의 탐지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

서는 직접적 방법으로 지시적 조작 점검 문항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 가지의 탐지방법의 구체

적인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시적 조작 점검 문항은 질문의 내용 자체가 감정을 야기할 

정도로 급진적이지 않아야 하며, 응답자에게 특정한 응답을 할 것을 지시하는 문항이다

(DeSimone & Harms, 2018). 둘째, 비개입적 방법에서는 한 줄 응답 탐지 기법을 사용할 

것이다(박원우 외, 2020). 한 줄 응답 탐지기법은 응답의 분포를 고려한 후, 한 줄 응답의 최

댓값이 이상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응답으로 분류하며 6~14개의 연속된 문항에 동일한 

응답을 할 경우, 불성실 응답으로 간주한다. 셋째, 통계적 방법으로는 마할라노비스 거리 방법

을 사용할 것이다. 마할라노비스 거리 방법은 활용의 범용성이 장점으로 개개인의 응답이 설

문 응답자 전체의 평균적인 응답 추세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고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설문 문항의 길이, 문항의 내용, 역코딩 문항이 혼재되어 있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 DeSimone et al.(2018)에 따르면, 마할라노비스 거리 방법의 활용이 권장되지 않

는 상황은 응답자들이 서로 유사한 패턴으로 응답하지 않으리라 예상될 때, 설문조사 절차 설

계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응답자 중 상당 비율이 불성실 응답을 보일 때인데, 세 가지 상황 

모두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정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들이므로 오히려 해당 방법의 

범용성을 지지해준다고 설명하였다. 

불성실 응답의 효과성 제거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여러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는‘다중 

허들(multiple hurdles)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Curran, 2016). 앞서 설명한 사전‧사후적 

탐지방법이 지닌 개념에 따르면 각 방법들은 설문항목의 구성 및 길이,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절대적이고 단일한 탐지방법 및 기준치의 제시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다른 

연구에서 제시된 탐지방법과 기준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도 안 된다(박원우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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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효과적인 다중 허들 조합은 사전적 탐지방법과 사후적 탐지방법을 조합하는 것이다. 

즉, 연구자는 직접적 탐지방법에서 1~2가지, 비개입적 혹은 통계적 탐지방법 중 1~2가지를 

선택하여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한다(박원우 외, 2020; Curran,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432개의 표본에서 불성실 응답으로 간주한 58개를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374개

의 표본을 활용하여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개발할 때 지시적 

조작 점검 문항을 삽입하고, 데이터 분석 시 한 줄 응답 탐지과 마할라노비스 거리 방법을 동

시에 사용하여 불성실 응답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구분 기법 세부기법 및 의미 탐지 기준치

직접적

방법

(direct 

methods)

지시적 조작 점검 
문항 

(instructional 
manipulation check 

item)

응답자에게 특정한 

응답을 할 것을 

지시하는 문항

Ÿ 해당 문항에 대해 오답을 제시할 경우, 불성실 응답

으로 분류

(DeSimone & Harms, 2018)

비개입적

방법

(unobtrusive 

methods)

한 줄 응답

(long string/straight 

lining)

연속된 문항들 혹은 

동일 페이지 내 

문항들에 대해 동일한 

응답을 한 최대 횟수

Ÿ 문항 및 항목의 개수를 고려하여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값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

Ÿ 5점 척도의 각각의 점수별로 6~14개의 연속된 문항

에 동일한 응답을 할 경우, 불성실 응답을 의심

(Huang et al., 2012)하거나 9개의 연속된 문항에 

동일한 응답을 할 경우, 불성실 응답을 의심

(DeSimone & Harms, 2018)

통계적

방법

(statistical

methods)

마할라노비스 

거리

(Mahalanobis 

distance)

다변량 중심점으로부터 

특정 데이터 간의 

거리를 두 변수 간의 

공변량으로 표준화한 값

Ÿ 명확한 기준치가 존재하지 않음.

(Curran, 2016; Meade & Craig, 2012)

Ÿ 마할라노비스 거리 제곱값(  )이 다음에 해당하

는 경우, 불성실 응답으로 분류

- 카이 제곱() 분포의 상위 5% 이내일 경우  

(DeSimone & Harms, 2018)

- 카이 제곱() 분포 상   유의수준 .001에서 동

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다는 영가설이 기각되

는 경우(Kline, 2015)

자료: 박원우, 마성혁, 배수현, 지선영, 이유우, 김자영. (2020). 설문조사에서 불성실 응답의 탐지방법과 제거의 
효과. 경영학연구. 49(2), 331-364. 연구자 재구성.

<표 Ⅲ-18> 불성실 응답의 탐지방법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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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는 금융공공기관을 제외한 국내 주요 6대 은행의 중년 근로자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각 기업의 담당자에게 이 연구와 관련하여 메일을 보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실제 설문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히는 

회사의 리스트를 중심으로 각 회사마다 직접 담당자를 섭외하고 다시 한번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와 양해를 구하였다. 

자료 수집은 기업별 조사협력자 1인 확보 후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이때 회수율

을 높이기 위해 Dilman(2000)이 제시한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각 기업의 조사 협력자를 확

보하고,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조사 가능한 인원을 파악하여 설문지

를 배포하였다. 조사협력자가 설문지를 받고 1주일 후에는 전화통화를 통해 설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진행을 독려하였으며 온라인 조사는 모아폼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문을 작성하

고 배포하였다. 설문조사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연구 모형과 문항이 확정된 이후 

2020년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 사용할 조사도구를 작성하였다. <표 

Ⅲ-19>에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각 은행별로 70명을 목표로 설문지 URL

을 배포하였고 423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423부의 설문 중에서 이상치, 불성실 응답, 결측

치를 제외한 총 374개의 설문이 분석에 사용되어 88.42%의 유효자료율을 보였다. 연령은 

45세 이상 50세 미만이 182명(48.7%)이며 50세 이상 60세 이하는 192명(51.3%)로 고른 

비중을 보였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53명(6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결혼 

여부는 대부분이 기혼인 342명(91.4%)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용 형태는 대부분이 정규직

으로 348명(93%)였으며 팀 연령 구성은 팀 연령 구성이 45세 미만이 207명(55.3%)였고, 

팀 연령 구성이 45세 이상은 167명(44.7%)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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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연령

45세 이상 50세 미만 182 48.7

50세 이상 60세 이하 192 51.3

계 374 1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25  6.7

전문대학 졸업 18  4.8

대학교 졸업 253 67.6

석사 졸업  73 19.5

박사 졸업   5  1.3

계 374 100%

결혼 여부

미혼  32  8.6

기혼 342 91.4

계 374 100%

고용 형태

비정규직  26  7.0

정규직 348 93.0

계 374 100%

팀 연령 

구성

팀 연령 구성이 45세 미만 207 55.3

팀 연령 구성이 45세 이상 167 44.7

계 374 100%

n = 374

<표 Ⅲ-19>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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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이 연구는 중년 남성 근로자의 연령차별인식에 따른 외부고용가능성과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과 경력적응력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SPSS 23.0, STATA 15와 Mplus 7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0.05

의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분석방법에서 활용된 세부적인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

다. 이 연구에서는 가설 검정을 위한 통계기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이후 2단계에서 구조모

형을 검토한다. 2단계 접근법은 분석오류가 발생할 시, 오류의 원인이 측정의 오류에서부터 

발생하였는지 또는 구조 관계 설정의 오류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 연구결과 해

석의 정확성을 높여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 변인들의 수준 파악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관찰변인의 정규성을 분석하기 위해 왜

도 및 첨도를 활용하였다. 가설을 통한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모형에서의 전반적 적합도, 변인들 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하여 복잡한 변인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기 때문

에 측정모형과 가설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관찰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이 연

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절차는 아래 [그림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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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력자료 준비
1.1 결측치 확인
1.2 이상치 확인
1.3 불성실 응답 확인
1.4 동일방법편의 확인
1.5 상관관계 분석

▼
2. 측정모형 분석

2.1 측정모형 설정
2.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2.3 측정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인

▼
3. 구조모형 분석

3.1 구조모형 설정
3.2 구조모형 적합도 확인
3.2 구조모형 경로계수 확인
3.4 구조모형 평가
3.5 구조모형 수정 및 최종모형 설정
3.6 조절된 매개효과 평가
3.7 조절된 매개효과 경로계수 확인
3.8 조건부 간접효과 확인

[그림 Ⅲ-2] 모형 분석 절차 

가. 입력자료 준비

1) 결측치, 이상치, 불성실 응답 제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변인들의 선형적 결합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정규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찰 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인별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

하고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단, 다변량 정규성은 만족시키기 어렵고 단변량 정규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례 수가 확보되면 분석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단변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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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배병렬, 2009). 일반적으로 단변량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왜도(skew)와 첨도(kurtosis)지표를 활용하게 된다. 첨도(kurtosis)는 자료의 구조가 얼

마나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즉 자료의 분포가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와 비교하여 얼마나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첨

도는 ‘0’이 되며, 정규분포보다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양(+)의 값을 갖게 되며 정규

분포보다 중심에 덜 집중될 경우에는 음(-)의 값을 갖는다. 왜도(skewness)는 자료의 분포

가 기울어진 방향과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포의 비대칭 정도를 의미한다. 왜도 계수가 

‘+’의 값을 갖는 경우는 자료의 분포가 최빈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것

을 의미하며, 이 경우 양의 왜도(positive skewness) 혹은 우측 왜도(skewed to the right)

라고 표현한다. 반면 왜도 계수가‘-’의 값을 갖는 경우는 자료의 분포가 최빈값을 기준으

로 왼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음의 왜도(negative skewness) 혹은 좌측 왜도

(skewed to the left)라 표현한다. 첨도는 절대값 2 사이와 왜도는 절대값 3 사이에 측정한 

값이 있을 때 치우침이 없는 데이터라고 받아들여진다. 경험적 기준에 따르면 왜도지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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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an, West & Finch, 1996) Hong, Malik, Lee(2003)은 왜도 2, 첨도 4 이내의 기준

을 만족하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상분포조건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치란 반응의 극단값을 의미하며 이상치를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할 경우,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치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산포도(scatter plot)

를 통해 제거하는 방법과 표준화 잔차 값 |3|이상을 기준으로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

하였다. 결측치는 구조방정식에서 입력 자료의 행렬을 분석하는 데 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로, 이 연구에는 변수들의 평균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다(우종필, 2012). 

불성실 응답은 불성실 응답이 문항 간 상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내적 일관성, 요인분석 

결과, 척도 간의 관계 및 구조 모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박원우 외, 2020; DeSimone et 

al., 2018). Curran(2016)이 제시한 다중 허들(multiple hurdles) 방법을 활용하여 이 연구

에서는 직접적 방법(direct methods)의 가짜문항(bogus item), 비개입적 방법(unobtrusive 

methods)의 한 줄 응답(long string)과 통계적 방법(statistical methods)의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의 탐지방법을 활용하여 불성실 응답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432개의 표본에서 결측치, 이상치, 불성실 응답으로 간주한 58개를 삭제

하고 최종적으로 374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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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검증

이 연구는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두 개 이상의 변인에 대해 자기보고식 자료

(self-reported data)를 통해 응답 결과를 획득하였기에 동일방법편의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는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

석하는 행동과학 연구 분야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하며 이는 측정의 타당성을 저해한다(Podsakoff, MacKenzie, & Lee, 2003; Turel, 

Serenko, & Bontis, 2011). 동일방법편의를 확인하고 편의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통

계적인 방법으로는 단일방법척도 접근법(single-method-scale approach), 편상관 접근법, 

다중방법요인 접근법(multiple-method-factor approach) 등의 방법들이 있다(Podsakoff 

et al., 2003).

나. 측정 모형 분석 

측정 모형 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분

석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실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

로 설정한 개념 측정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를 통해 오류의 원인이 측

정의 오류에서부터 발생하였는지 또는 구조 관계 설정의 오류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배병렬, 2016). 다음으로 관찰변인 간의 상관행렬을 확인함으로써 본 자료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관찰변인의 상관행렬

을 기준으로 최적의 모형을 분석하는 방법이기에 관찰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 기준(p

⟨.05) 하에 유의하고 .3 이상의 통계치를 나타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입력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찰변인의 차이를 분석하여 관찰변인의 특징을 확인

하고, 관찰변인의 차이가 적절한지 확인함으로써 입력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Mplus 7을 활용하여 측정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모수 추정은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다. <표 Ⅳ-20>과 같이 측정모델에 대한 평가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수행되며 단일차원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우종필, 2012). 최대우도

법이란 관찰변인의 상관행렬과 가능한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관행렬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모

수를 추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은 최소제곱법에 비해 다변량 

정규성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김수영, 2016). 측정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 Mplus 

7에서 제공하는 총 카이제곱(χ2) 값, SRMR, CFI, TLI, RMSEA를 활용하였다. χ2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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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MR값은 이론 모델이 관찰된 공분산 행렬을 예측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절대적합지수이며, 

TLI값과 CFI 값은 기초모델(요인이 0인 모델)에 비해 모델의 향상 정도를 나타내는 증분적

합지수이다. RMSEA는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에 따라 모델이 적합하게 검증되지 않는 것을 

우려하여 사용하는 적합도 지표로, 모델을 표본이 아닌 모집단에서 추정하는 경우에 기대되는 

적합도를 나타낸다(배병렬, 2016). 

구분 진단기준

절대적합지수
  검증 유의확률

SRMR ≤.08

증분적합지수
TLI(Tucker & Lewis Index) ≥.90

CFI(Comparative Fit Index) ≥.90

기타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oroximation)

≤.05: 매우 좋음

≤.08: 좋은 편임

≤.10: 적합

CMIN/DF 5 이하

자료: Kline(2016)과 배병렬(2016)이 제시한 판단 지수를 연구자 정리

<표 Ⅲ-20>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판단 지수

모형 적합도 지수를 바탕으로 도출된 상관행렬이 표본의 상관행렬과 부합하는지, 모델이 

요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를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형 적합도 확인 후에는 개념 타당

도(construct validity)를 판단하였다. 구성개념 타당도는 구성개념과 그것을 측정하는 변수 

사이의 일치성(agreement)에 관한 것으로 구성개념이 관측변수에 의해 얼마나 정확하게 측

정되었는지를 분석한다(우종필, 2012). <표 Ⅳ-21>과 같이 구성개념 타당도 분석은 수렴타

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로 확인할 수 있다(Kline, 

2016). 수렴타당도는 하나의 잠재변인에 해당하는 관찰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측

정하는가를 의미하며, 요인적재량이 .5~.95사이에 있고, AVE가 .5이상이며 개념신뢰도가 .7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한다(이형권, 2018). 판별타당도는 하나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관찰

변인들이 다른 잠재변인과 구별하여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는 잠재변인 간의 상관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8 이상이면 판별 타당도가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

단하였다(이훈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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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미 검증방법

수렴타당도

(convergent validity)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

Ÿ 요인부하량이 높을수록 

수렴타당도가 높다고 판단

Ÿ 요인적재량이 .5~.95사이에 

있고, AVE가 .5이상이며 

개념신뢰도가 .7이상인지 확인

판별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

서로 독립된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

Ÿ 잠재변수간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판별타당도가 높다고 

판단

Ÿ AVE값과 구성개념간 상관계수 

제곱값을 비교하여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확인

자료: 우종필(2012), 이형권(2018)이 제시한 개념을 연구자 재정리

<표 Ⅲ-21> 구성개념 타당성

다. 구조 모형 분석

이 연구에서는 구조 모형 분석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구분하여 이를 비교하는 방법하였

다. 또한 통제변수를 구조 모형 분석에 투입한 다중지표변수 다중원인인 MIMIC(multiple 

indicators and multiple causes)모형을 활용하여 측정모형에서 개념적인 적절성을 검토하였

다(이형권, 2018; Kline, 2016; Muthén, 2012). 구조모형에 대한 평가는 잠재변수와 잠재

변수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모형에 의해 설정된 이론적 관계가 실제로 지지되는지 

검토한다(Kline, 2016; Muthén, 2012).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구

조방정식 모형분석은 입력자료 준비,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

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는 기준인 적합지수는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

지수 등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Mplus에서 제공하는 지수인 , SRMR, TLI, CFI, 

RMSEA를 활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3단계 접근법에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추정방법

을 사용하였다(Muthén, 2012). 구조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한 이후에는 변인 간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직접효과란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의미하

며, 매개효과란 매개변인에 의해 한 변인 다른 변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직

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은 임계비(critical ratio)를 통한 t검정으로 수행하였고 매개효과 검정

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은 경험적 분포를 추

정하여 표준오차를 구하여 추정하였다(배병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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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이 연구에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조절변인과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이는 구조모형에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투입하여 조절효

과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한편,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예

측변인과 조절변인간의 효과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변인 간의 직접효과가 가정될 

필요는 없지만, 변인들 간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이형권, 2016; Kline, 2016). 

따라서 조절변인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영향관계가 변화할 수 있

으며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

한다(Kline, 2016). 

잠재변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잠재변수 상호효과방법(latent variable interaction)은 

잠재변수의 하위지표변수들을 전부 혹은 일부를 곱하여 상호항을 생성하는 지표변수곱셈방법

(product indicator approach)와 분포분석방법(distribution analytic approach)로 구분된다

(Kline, 2016). Cheung & Lau(2015)은 잠재조절구조방정식(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s, LMS)은 LMS는 비정규성의 정도가 명확히 추정되기에 잠재변수의 상호효과를 

검정하는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Klein & 

Moosbrugger(2002)이 개발한 분포분석방법을 Mplus에서 활용한 잠재조절구조방정식을 활

용하여 분석할 것이다(이형권, 2018). 

조절된 매개효과란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결합한 것으로, 독립변인 X와 종속변인 Y의 관

계에서의 매개변수 M의 간접효과가 조절변인 W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된 

매개효과에서 조절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에는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잠재변수

를 활용한 잠재조절 구조방정식 등의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이형권, 2016). 이 연구에서는 

매개변인 M에 의한 매개효과가 조절변수 W에 의하여 조절되는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이를 

분석하기 위한 함수식은 다음과 같다. 연구 모형과 같이 경력적응력의 매개효과가 연령차별인

식인 조절효과의 크기가 변화함에 따라 매개효과들의 변화를 분석하는 조건부 간접효과

(conditional indirect effect) 분석이 필요하다. 조건부 간접효과란 조절변수의 특정한 값에

서의 간접효과의 크기/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배병렬, 2016). 이를 위해서 조절변인 값

을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2 표준편차 범위까지 변화시키면서 매개효과들의 계수 값 변화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조절변인이 특정 수준으로 변화했을 때 매개효과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

과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는 조건부 매개효과가 된다(이형권, 2018). [그림 

Ⅲ-3]은 M의 매개효과가 조절변수인 W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통계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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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방정식이 필요하다(배병렬, 2016). 조절된 매개

효과의 분석은 조건부 과정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라고 할 수 있다(Hayes, 

2013). 조건부 과정분석은 조건부 간접효과(ω)와 조건부 직접효과(θX→Y)의 추정 및 검정

을 통해 이루어진다(이형권, 2018).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인 ω(오메

가)는 특정한 조절변인 수준에서의 간접효과의 추정치를 지칭하며, 조건부 직접효과 θX→Y는 

특정한 조절변인 수준에서의 직접효과(conditional direct effect)의 추정치를 지칭한다(이형

권, 2018). [그림 Ⅲ-3]은 조건부 간접효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시하였고, M을 통해 X

가 Y에 주는 간접효과는 식 (1)로부터 얻은 X의 M에 대한 조건효과와 식 (2)에서 얻은 X를 

통제했을 때 Y에 대한 M의 효과를 곱한 것이다. 식 (2)는 조건부 간접효과가 되며 조건부 

간접효과는 X→ M → Y의 간접효과(매개효과)가 조절변수(M)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

를 지수화한 값이다(이형권, 2018). 

[그림 Ⅲ-3]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모형 

    1  e                            (1)   Y  ′      3 + eY      (2)   

식 (3)에서  은 절편, 3은 기울기를 의미한다. 3은 [그림 Ⅲ-3]에서 M을 통해 X가 

Y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W의 효과를 의미한다. 이 때  3은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가 되며 조절된 매개지수는 X→ M → Y의 간접효과(매개효과)가 조

절변수(W)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를 지수화한 값이다. 이 때 조절된 매개지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적인가를 검토하여 유의적이면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고, 비유의적이면 조절된 매

개효과가 없다고 해석한다(이형권, 2018).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경우 특정 조절별수 수

준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조건부 직접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를 조사하는 것을 

상호작용의 탐색(probing an interaction)이라고 하며 상호작용의 탐색은 Simple slope 

analysis와 Johnson-Neyman(J-N)기법을 활용하며 유의한 구간과 유의하지 않은 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이형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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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이 연구에서는 LMS 분석을 위하여 Cheung & Lau(2015)가 제안한 3가지 단계에 걸쳐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LMS 방식의 추정은 정규이론에 입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저

모형(baseline model)을 정의하기가 어려워, 일반적인 모형적합도 지수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Cheung & Lau(2015)는 LMS 방식을 활용할 때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

하였다. 1단계는 상호작용항이 도입되지 않은 기저모형의 모형적합도와 요인적재량의 유의성

을 확인한다. 2단계는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분석하여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다. 3단계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탐색하는데, 또한 연구모형과 같이 경력

적응력의 매개효과가 연령차별인식인 조절효과의 크기가 변화함에 따라 매개효과들의 변화를 

분석하는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Simple slope analysis와 Johnson-Neyman(J-N)기법을 활용하여 조절변인 값을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2 표준편차 범위까지 변화시키면서 매개효과들의 계수 값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후 조건부 매개지수를 활용하여  

Simple slope analysis와 Johnson-Neyman(J-N)기법에 의한 신뢰밴드(confidence band) 

그래프를 제시하였다(Muthen, 2012).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imple slope 

기법은 X축은 독립변인(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Y축은 간접효과로 계수값을 

설정하고 조절변인(연령차별인식) 수준이 –1 표준편차만큼 낮은 조건일 때의 간접효과의 크

기와 평균값(0 표준편차)과 +1 표준편차만큼 높은 조건일 때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이를 그

래프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 조절변인(연령차별인식)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 보다 기울기

가 크며 이는 조절변인(연령차별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간접효과가 완화된다고 해석한다. 

둘째, J-N technique에서 X축은 조절변인, Y축은 간접효과(매개효과 계수)로 계수값을 설정

하며, 예를 들어 조절변인이 커질수록 간접효과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는 걸 보여준다. 이때 

가설4는 연령차별인식(조절변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간접효과가 완화된다고 설정하였다.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는 Cheung & Lau(2015)이 제안한 전략제시 3단계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잠재조절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Mplus 7에서 제공하는 잠재조절 모형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조절효과를 확인한 이후 조절변수 값의 변화에 따른 결

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imple slope analysis와 Johnson-Neyman(J-N)기법에 의한 신뢰

밴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Muthe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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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랑 및 상관행렬

가.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투입된 관찰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다변량 정규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과 같다. Kline(2016)은 왜도와 첨도가 제시한 기준치에 

적합함으로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왜도와 첨도가 모

두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투입되는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Ⅳ-1>과 같다. 우선, 

외부고용가능성을 측정하는 관찰변인의 평균은 직업전문성(3.59), 고용자신감(3.08), 노동시

장 인식(2.9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능력은 형성지표로서 일능력 지표의 합으로 일능력

을 구성하였고 5점 척도로 변환한 평균은 3.26이였다. 비공식 네트워크를 측정하는 관찰변인

의 평균은 네트워크 확장성(3.47), 네트워크 다양성(3.46)이었다. 기업가정신은 진취성

(3.94), 위험감수성(3.60), 혁신성(3.32)순으로 높았으며, 경력적응력은 호기심(4.09), 확신

(3.87), 통제(3.82), 관심(3.65)순으로 높았다. 연령차별인식은 업무 내 차별(2.52), 업무 외

편견(2.46)으로 나타났다.

 Hong, Malik, & Lee(2003)은 왜도 ｜2｜, 첨도 ｜4｜ 이내의 기준을 만족하면 구조방

정식 모형의 정상분포조건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관찰변인의 왜도의 절대값

은 .003~.412, 첨도의 절대값은 .004~.898로 나타나 단변량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이에 따

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있어 최대우도법 활용을 위한 정규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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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관찰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일능력 1.00 5.00 3.26 .953 -.412 -.334

비공식

네트워크

네트워크 확장성 1.67 5.00 3.47 .758 .032 -.552

네트워크 다양성 1.50 5.00 3.46 .704 -.348 -.289

기업가정신

혁신성 1.33 5.00 3.32 .737 -.003 -.011

진취성 2.00 4.00 3.94 .630 -.008 -.500

위험감수성 1.00 5.00 3.60 .707 -.198 .486

경력적응력

관심 1.33 5.00 3.65 .625 -.126 -.094

통제 1.34 5.00 3.82 .628 -.094 .381

호기심 1.60 5.00 4.05 .628 -.383 -.004

확신 1.66 5.00 3.87 .611 -.158 -.041

연령차별
업무 내 차별 1.00 4.50 2.52 .872 -.098 -.898

업무 외 편견 1.00 4.50 2.46 .908 .060 -.884

외부고용

가능성

직업전문성 1.50 5.00 3.59 .654 .048 -.251

고용자신감 1.00 5.00 3.08 .837 .131 -.011

노동시장 인식 1.00 5.00 2.97 .818 .423 -.130

n = 374, 잠재변인을 5점 척도화하여 분석함.

<표 Ⅳ-1> 기술 통계량 및 정규성 분석결과

나.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구성개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Ⅳ-2>와 같이 관

찰변인의 상관행렬을 제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파

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관련성이 있는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지를 확인한다. 변수간의 관련성은 특정 변수의 분산 중에서 다른 변수에 따라 변하는 

분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Pea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관찰

별인의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

는 지표로서, 두 변수 사이의 일차적인 관련 정도를 보여준다. 상관계수는 변수들의 관련 정

도와 강도에 따라 음의 상관과 양의 상관이 존재하며 상관계수가 0.0~0.2의 경우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0.2~0.4의 경우는 약간의 관련성, 0.4~0.7의 경우는 상당한 관

련성, 0.7~1.0의 경우는 매우 강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관측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는 -.362와 .747 사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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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능력
네트워크

확장성

네트워크

다양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

업무내 

차별

업무외 

편견

직업

전문성

고용

자신감

노동시장

인식

일능력 1 　 　 　 　 　 　 　 　 　 　 　 　 　 　

비공식 

네트

워크

네트

워크 

확장성

.402** 1 　 　 　 　 　 　 　 　 　 　 　 　 　

네트

워크

다양성

.409** .671** 1 　 　 　 　 　 　 　 　 　 　 　 　

기업가

정신

혁신성 .508** .509** .503** 1 　 　 　 　 　 　 　 　 　 　 　

진취성 .334** .304** .273** .472** 1 　 　 　 　 　 　 　 　 　 　

위험

감수성
.473** .505** .567** .754** .522** 1 　 　 　 　 　 　 　 　 　

경력

적응력

관심 .392** .478** .488** .544** .365** .580** 1 　 　 　 　 　 　 　 　

통제 .435** .476** .500** .566** .441** .601** .747** 1 　 　 　 　 　 　 　

호기심 .453** .347** .416** .549** .445** .578** .598** .672** 1 　 　 　 　 　 　

확신 .521** .483** .503** .634** .474** .616** .605** .661** .710** 1 　 　 　 　 　

연령

차별

인식

업무 내 

차별
-.271** -.120* -.100 -.173** -.148** -.163** -.134** -.182** -.206** -.138** 1 　 　 　 　

업무 외 

편견
-.362** -.242** -.225** -.280** -.130* -.242** -.222** -.251** -.308** -.291** .660** 1 　 　 　

외부

고용

가능성

직업

전문성
.504** .527** .529** .639** .337** .619** .691** .700** .616** .635** -.148** -.285** 1 　 　

고용

자신감
.452** .406** .445** .537** .313** .503** .544** .443** .400** .509** -.033 -.257** .617** 1 　

노동시장 

인식
.339** .370** .345** .416** .243** .415** .392** .332** .309** .404** -.005 -.299** .521** .722** 1

주) *p <.05, **p <.01, ***p <.001\

<표 Ⅳ-2> 관찰변인의 상관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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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부고용가능성 차이 분석 결과

1)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표 Ⅳ-3>에서 연령에 따라 차이를 분석한 결과,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구분에 따라 

외부고용가능성 수준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직업전문성

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고용자신감에서는 50세 미만 평균이 3.21인 반면, 50에 이상인 집

단에서는 2.97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노동시장 인식 역시 50세 미만 평균이 3.15인 

반면, 50에 이상인 집단에서는 2.81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분
전체

(n=374)
평균 표준편차 t

외부고용가능성
 50세 미만 182 3.34 .744

2.930**

50세 이상 60세 이하 192 3.13 .576

하

위

요

인

직업전문성
 50세 미만 182 3.65 .685

.491
50세 이상 60세 이하 192 3.61 .580

고용자신감
 50세 미만 182 3.21 .949

2.737**

50세 이상 60세 이하 192 2.97 .715

노동시장 

인식

 50세 미만 182 3.15 .879
3.979***

50세 이상 60세 이하 192 2.81 .749

주) *p <.05, **p <.01, ***p <.001

<표 Ⅳ-3>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 

 

2) 학력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표 Ⅳ-4>에서 학력에 따라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에 

구분에 따라 외부고용가능성 수준에 대학원 졸업과 대학 졸업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였

는데, 대학원 졸업이 대학 졸업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직업전문성과 노동시장 인식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고용자신감에서는 학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다. 학력에 따른 고용자신감의 차이 분석에 따르면, 대학원 졸업 평균은 3.36인 반면 

고등학교 졸업 평균은 2.73으로 대학교 졸업 평균은 3.04으로 대학원 졸업 집단이 고등학교

와 대학교 졸업 집단보다 고용자신감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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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n=374)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외부고용가능성

① 고등학교 졸업  25 3.02 .785

3.630**
④ > ③

② 전문대학 졸업  18 3.08 .344

③ 대학교 졸업 253 3.17 .690

④ 대학원 졸업  78 3.43 .561

하

위

요

인

직업전문성

① 고등학교 졸업  25 3.51 .622

3.102 -
② 전문대학 졸업 18 3.58 .356

③ 대학교 졸업 253 3.54 .678

④ 대학원 졸업  78 3.76 .525

고용자신감

① 고등학교 졸업  25 2.73 1.071

3.928** ④ > 
①,③

② 전문대학 졸업  18 2.96 .394

③ 대학교 졸업 253 3.04 .853

④ 대학원 졸업  78 3.36 .702

노동시장 

인식

① 고등학교 졸업  25 2.83 .856

2.236 -
② 전문대학 졸업  18 2.71 .608

③ 대학교 졸업 253 2.93 .810

④ 대학원 졸업  78 3.18 .846

주1) *p <.05, **p <.01, ***p <.001

<표 Ⅳ-4> 학력에 따른 차이 분석 

 

3)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표 Ⅳ-5>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과 정규직 구분에 따라 외

부고용가능성 수준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업전문성에서는 차이가 없

었지만, 고용자신감에서는 비정규직이 3.54인 반면, 정규직은 3.07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

었다. 노동시장 인식 역시 비정규직이 3.61인 반면, 정규직은 2.95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

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외부고용가능성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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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n=374)
평균 표준편차 t

외부고용가능성
 비정규직  26 3.63 .733

3.036**

정규직 348 3.21 .668

하

위

요

인

직업전문성
 비정규직  26 3.76 .792

1.013
정규직 348 3.63 .627

고용자신감
 비정규직  26 3.54 .760

2.668**

정규직 348 3.07 .859

노동시장 

인식

 비정규직  26 3.61 .745
3.893***

정규직 348 2.95 .829

주) *p <.05, **p <.01, ***p <.001

<표 Ⅳ-5>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분석 

 

4) 팀 연령 구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표 Ⅳ-6>에서 팀 연령 구성에 따라 차이를 분석한 결과, 팀 연령 구성 45세 미만과 팀 

연령 구성 45세 이상 구분에 따라 외부고용가능성 수준에 집단 간 차이가 없었고 하위요인 

분석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전체

(n=374)
평균 표준편차 t

외부고용가능성
팀 연령 구성 45세 미만 207 3.24 .659

.739
팀 연령 구성 45세 이상 167 3.26 .708

하

위

요

인

직업전문성
팀 연령 구성 45세 미만 207 3.60 .640

.265
팀 연령 구성 45세 이상 167 3.68 .637

고용자신감
팀 연령 구성 45세 미만 207 3.09 .825

.779
팀 연령 구성 45세 이상 167 3.12 .904

노동시장 

인식

팀 연령 구성 45세 미만 207 3.02 .806
.619

팀 연령 구성 45세 이상 167 2.97 .881

<표 Ⅳ-6> 팀 연령 구성에 따른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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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방법편의 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는 동일방법편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Harman의 단일방법척도 접근

법을 기반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동일방법편의 오류를 확인하였다. 첫째, 모든 변

수들에 결측치가 없어야 하며, 설문문항의 간결성,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한 후 측정도구들을 

설문에 사용하였다(Podsakoff et al., 2003). 둘째, Harman의 단일방법척도 접근법 테스트

를 실시하였다(Podsakoff & Organ 1986).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

시했을 때 하나의 단일요인이 전체 모형의 분산을 대표하지 않아야 한다(Podsakoff & 

Organ 1986). Podsakoff et al.(2003)은 변수들의 변량이 18-32% 사이에 존재하면 CMB 

오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가장 큰 설명요인이 전체 분산의 

20.32%를 보여주기에 CMB가 연구의 타당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셋째로 잠재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 값이 0.9 이하만 분석에 타당하다(Bagozzi et al., 1991; Chang, 

Van Witteloostuijn & Eden, 2010). 외부고용가능성과 경력적응력의 관계가 .647로 가장 

큰 상관계수 값을 보였기에 CMB 오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

의 세 단계를 세심하게 처치한 후 본 논문은 동일방법오류(common method variance)가 심

각하게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2. 측정모형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CFA: 

com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FA)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

로 하여 구성된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 연구에서의 측정모형에 대

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Ⅳ-1]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Muthén(2012)와 Kline(2016)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2단계 접근법을 적용

하였다. 2단계 접근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구분하여 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측정모형

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는 2단계 접근법에서 첫 번째 단계이며 각 

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다. 먼저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여 이 모형이 적절한지 판단

하는 과정을 거친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는 기준인 적합지수는 절대적합지수, 증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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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지수, 간명적합지수 등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Mplus에서 제공하는 지수인 , SRMR, 

TLI, CFI, RMSEA를 활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2단계 접근법에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부트스트랩

(Bootstrapping)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표본크기에 비해 추정모수의 수가 커질수록 추정값이 적절하지 않

으며 전체 모형 적합도가 낮아진다(Kline,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변수들의 지표변수

(indicator)로서 개별문항들을 부분적으로 합산하여 사용하는 항목묶음(item-parceling)을 

사용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Little et al., 2002; 우종필, 2015). 항목묶음의 사용

은 개별문항을 바탕으로 한 분석에 비해 추정모수의 수가 적다는 점에서 훨씬 간명하며 표집 

오차로 인한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으며, 오차 간의 상관이나 이중 요인 부하가 발생할 가능

성이 적은 이점들이 있다(Little et al., 2002). 

[그림 Ⅳ-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주1) 일능력은 단일항목으로 구성된 잠재변인

주2)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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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Kline(2016)이 제시한 이론 모형 제안으로 χ2, CFI, RMSEA, CMIN/DF 

네 가지 적합지수와 그 외의 지수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모델이 관찰된 공분산 행

렬을 예측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절대적합지수로 값과 SRMR값을 사용하였다. 기초모델(요

인이 0인 모델)에 비해 모델의 향상 정도를 나타내는 증분적합지수로는 TLI값과 CFI 값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Ⅳ-7>에 제시되어 있다. 먼

저 절대적합 지수인 값과 SRMR 값을 분석한 결과 값은 246.52(df=71, p=.000), 

SRMR값은 .041, TLI값은 .926, CFI 값은 .950, RMSEA 값은 .081, CMIN/DF는 3.47로 

확인되었다. 값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적절하지만 표본 수가 증가할수록 유의한 

값을 가지게 되며, 이 경우 RMSEA와 같은 근사적합 지수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RMSEA를 기준으로 이를 살펴보았을 때 모두 적절한 값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

라서 측정모델이 적합하며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구분 진단기준 값

절대적합지수
  검증 유의확률

246.52

(df=105, p < .000) 

SRMR ≤.08 0.041

증분적합지수
TLI(Tucker & Lewis Index) ≥.90 0.926

CFI(Comparative Fit Index) ≥.90 0.950

기타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oroximation)

≤.05: 매우 좋음

≤.08: 좋은 편임

≤.10: 적합

0.081

자료: Kline(2016)과 배병렬(2016)이 제시한 판단 지수를 연구자 재정리

<표 Ⅳ-7>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판단 지수

나. 수렴타당도 분석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Ⅵ-8>과 같이 수렴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수렴

타당도는 하나의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측정치 간에 높은 상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김수영, 

2016)으로, 이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합성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요인부하 추정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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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 분석에 있어 Bagozzi & Yi(1991)는 표준화된 요인부하 추정치가 .50 이상일 때, 

Kline(2016)은 .7 이상일 때 수렴타당도를 확보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의 경우 관찰변인

의 표준화 계수가 .5 이상(.551~.989)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위의 기준

에 부합하였다.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잠재변인에 대해 관찰

변인이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로, AVE값이 .4 이상일 때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배병렬, 2016). 합성신뢰도는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라고도 하며, 지표의 내적일

관성을 측정하는 값으로서 일반적으로 .7 이상의 신뢰도를 가질 때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회귀계수/표준오차(Est./S.E)가 2이상이면 유의미하다고 해석되는데 모든 요인들이 2를 

초과하기에 사용한 결과 변수들이 개념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는 단일

지표인 일능력을 제외하고 잠재변인의 AVE값은 .533에서 .733으로 나타났으며, CR값은 

.876에서 .93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잠재변인 관찰변인
요인

부하량

비표준화 

계수(B)
S.E. Est./S.E. AVE 합성신뢰도

네트워크
네트워크 확장 0.819

*** 1.000 - -
.671 .803

네트워크 다양 0.819
***  .929  .062 14.928

기업가정신

진취성 0.837
*** 1.000 - -

.667 .857혁신성 0.756
***  .746 .048 15.788

위험감수성 0.854
***  .979 .050 19.434

경력적응력

관심 0.778
*** 1.000 - -

.609 .862
통제 0.793

*** 1.097 .066 16.563

호기심 0.747
***  .959 .064 14.900

확신 0.803
*** 1.089 .068 16.092

연령차별

인식

업무외 편견 0.683
*** 1.000 - -

.722 .834
업무내 차별 0.989

*** 1.532 .243 6.298

외부고용

가능성

직업전문성 0.912
*** 1.000 - -

.533 .767고용자신감 0.682
*** 1.000 .071 14.142

노동시장 인식 0.551
***  .786 .071 11.048

주1) *p <.05, **p <.01, ***p <.001

<표 Ⅳ-8> 수렴타당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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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별타당도 분석

이 연구는 판별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활용하였

다. AVE는 ‘평균분산추출’이라고도 하며 이 AVE값이 각 잠재변인의 상관제곱보다 큰 값

을 갖는지 확인하여 판별타당도가 있는지 검증한다(AVE > ). 또한 같은 개념을 한 척도가 

얼마나 동일하게 그 개념을 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AVE

값의 크기에 따라 판단하였다. 각 잠재변인의 AVE값은 각 잠재변인들의 측정변인이 갖는 표

준화 모수치와 오차분산을 활용하여 계산하게 된다(배병렬, 2016). 각 잠재변인들의 AVE값

은 다음 표와 같다(<표 Ⅳ-9> 참조). 일능력 1.000, 비공식 네트워크는 .671, 기업가정신 

.667, 경력적응력 .609, 연령차별인식 .722과 외부고용가능성 .533으로 모두 .4 이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상관제곱행렬의 값과 비교하였을 때 행과 열의 모든 성분이 해당 AVE값보다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잠재변인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

적응력

연령차별

인식

외부

고용가능성

일능력 1 　

비공식 네트워크 0.216 0.671 　

기업가정신 0.327 0.377 0.667 　

경력적응력 0.360 0.384 0.548 0.609

연령차별인식 0.125 0.043 0.081 0.091 0.722

외부고용가능성 0.240 0.303 0.404 0.402 0.045 0.533

주1) *p <.05, **p <.01, ***p <.001

주2) 대각선 값은 AVE값임.

주3) 일능력은 단일항목으로 구성된 잠재변인임.

<표 Ⅳ-9> 잠재변인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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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분석

가. 구조모형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측정

하기에 적절한 적합도와 타당도,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며 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

된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구조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Mplus 7을 

사용하여 구조모형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모수 추정에는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사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이란 추정을 위해 확률밀도함수를 최대화할 함수

를 우도함수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SEM)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추

정방법이다. 일반적 특성에서 외부고용가능성 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의 연

령, 학력, 고용형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구조모형을 추정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 Ⅳ

-10>과 [그림 Ⅳ-2]와 같다. 

가설 1.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 및 외부고용가능성에 관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변인 간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이 연구의 구조모형은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이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

치고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이 경력적응력을 매개로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적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이 연구의 가설인 인과적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Ⅳ-2]와 같다. 구조모형에서의 적합도 지수 값은 369.776(df=84, p < 

.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른 적합도 지수 값으로는 SRMR값이 0.074, TLI값이 

0.902, CFI값이 0.924, RMSEA값이 0.055로 모델 적합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이에 따라 구

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통계적으로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가설 1을 채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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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단기준 값

절대적합지수
  검증 유의확률

369.776

(df=84, p < .001) 

SRMR ≤.08 0.074

증분적합지수
TLI(Tucker & Lewis Index) ≥.90 0.902

CFI(Comparative Fit Index) ≥.90 0.924

기타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oroximation)

≤.05: 매우 좋음

≤.08: 좋은 편임

≤.10: 적합

0.055

자료: Kline(2016)과 배병렬(2016)이 제시한 판단 지수를 연구자 재정리

<표 Ⅳ-10>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나. 직접효과 분석 결과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설정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여 그 지수가 적합함을 판단하

였으며 구조모형 내 경로의 경로계수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로 설정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설정한 가설2를 확인하고자 직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직접효

과는 구조모형의 각 경로계수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며 결과는 다음 [그림 Ⅳ-1]와 <표 Ⅳ

-11>과 같다.

1) 직접효과 분석

가설2를 검증하고자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

력과 외부고용가능성의 직접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설 2-1. 은행권 중년 근로자의 일능력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능력은 직업전문성, 고용자신감, 노동시장인식을 통해 특정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β=.098, p <.05)가 있었고 가설 2-1

은 지지되었다. 따라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가 인식하는 일능력은 경력적응력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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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 은행권 중년 근로자의 비공식 네트워크는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트워크 확장성과 네트워크 다양성으로 측정된 비공식 네트워크는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

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β=.162, p <.01)가 있었고, 가설 

2-3은 지지되었다. 따라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가 인식하는 비공식 네트워크는 외부고용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설 2-3. 은행권 중년 근로자의 기업가정신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β=.183, p <.05)가 있었고 가설 2-5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

가 인식하는 기업가정신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설 2-4. 은행권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을 통해 측정된 경력적응력은 외부고

용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β=.530, p <.001)가 있었고, 가설 2-7은 지

지되었다. 따라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가 인식하는 경력적응력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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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구조 모형 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B)

표준화계수

(β)
S.E. t값

일능력 → 외부고용가능성(+) .058 .098* .025 2.276

일능력 → 경력적응력(+) .062 .119** .020 3.065

비공식 네트워크 → 외부고용가능성(+) .151 .162**     .060 2.500

비공식 네트워크 → 경력적응력(+) .166 .203*** .049 3.398

기업가정신 → 외부고용가능성(+) .162 .183* .081 2.000

기업가정신 → 경력적응력(+) .497 .641*** .052 9.618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604 .530*** .134 4.490

주1) *p <.05, **p <.01, ***p <.001, 주2) 연령, 학력, 고용형태는 통제함. 

주1)  = 369.776(df=84, p <.001)                         

주2) *p <.05, **p <.01, ***p <.001

주3) 표준화 계수 

<표 Ⅳ-11> 직접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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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개효과 분석

매개효과는 간접효과라고도 부르며 설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 이

상의 변수가 매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개효과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총효과에서 직접효과의 크기를 제외한 영향을 의미한다. 이는 각 경로의 경로계수의 

추정값을 곱하여 얻을 수 있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12>와 같다.

가설 3. 은행권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은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력적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일능

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은 경력적응력을 매개로 하여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가설 3-1. 은행권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은 일능력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1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능력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의 매개

효과는 표준 경로계수 β는 .063, p <.05로 경력적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은 (.002 - .100)이었고, 가

설 3-1은 지지되었다. 따라서 일능력은 경력적응력을 매개로 하여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

(+)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 3-2. 은행권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은 비공식 네트워크와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2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공식 네트워크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경력적응

력의 매개효과는 표준 경로계수 β는 .108, p <.05로 경력적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은 (.041 - .260)

로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따라서 비공식 네트워크는 경력적응력을 매개로 하여 외부고용가

능성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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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3. 은행권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은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3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의 

매개효과는 표준 경로계수 β는 .340, p <.01로 경력적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은 (.118 - .590)로 가설 

3-3은 지지되었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은 경력적응력을 매개로 하여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

(+)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값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2)

(하한-상한)

가설 3-1. 일능력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037 .063* 2.169 (.002  - .100)

가설 3-2. 비공식 네트워크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100 .108* 2.243 (.041 - .260)

가설 3-3. 기업가정신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300 .340** 3.026 (.118 - .590)

주1) *p <.05, **p <.01, ***p <.001 

주2)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경험적 분포를 형성하여 만든 신뢰구간임(표준화 기준). 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주3) 연령, 학력, 고용형태는 통제함.

<표 Ⅳ-12> 매개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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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

 이 연구에서는 Cheung & Lau(2015)가 제안한 전략제시 3단계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잠재조절 구조방정식 모형(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분석하였으며 

Mplus 7에서 제공하는 잠재조절 모형을 통해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때 조절된 매개효과는 조건부 간접효과 검정으로 판정한다. 즉, 조절변수의 특정 값들을 고정

한 상태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새로운) 변수인 a×b의 계수 값/유의성들을 추정하고, 이 

결과가 가설 방향대로(방향성 있게) 나타나면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정한다. 즉 조

절변수의 높낮이에 따라서 매개효과 그 자체의 강도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입증한

다. 또한 연구모형과 같이 경력적응력의 매개효과가 연령차별인식인 조절효과의 크기가 변화

함에 따라 매개효과들의 변화를 분석하는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 분석

이 필요하다. 조건부 간접효과란 조절변수의 특정한 값에서의 간접효과의 크기/유의성을 검증

하는 방법이다. 조절된 매개분석의 추론검정의 핵심은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로 Hayes(2015)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개념으로 Hayes(2015)의 연구가 

발표되기 전에는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직접 검정할 수 없었다(이형권, 2016, 2018). 

조절효과가 유의하다는 사실이 매개변수의 전체 구간 중에서 일정구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구간에서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형권, 2016).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수의 어느 구간(값)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미치는 조건부효과가 유의한지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상호작용의 탐색

(probing an interaction)이라고 한다(Muthen, 2012). 상호효과의 해석을 돕기 위한 추가분

석을 위해서 특정 값 선택방법(pick-a-point approach)인 ‘단순기울기(simple slopes)분

석’과‘존슨-네이만 방법(Johnson-Neyman technique)’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Hayes, 

2013; 이형권, 2018). 

가설 4.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과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령차별인식이 높을수록 경력적응력이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적 매개효과는 감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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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절변인 투입 모형 적합도 분석

잠재조절 모형에서 상호작용항의 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고 조절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

단하기 전에, 조절변인을 포함한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와 모형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조절변

인인 연령차별인식을 투입하되 상호작용항은 투입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는 이유

는 Mplus에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적합도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

면, 값은 389.356(df=96)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 데, 이는 설정된 모형이 표본의 상관행렬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함을 의미하다. 그러나 

SRMR값은 .075, TLI값은 .909, CFI 값은 .924, RMSEA 값은 .090으로 확인되어 진단기

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따라서 조절변인 투입 모형의 적합도는 허용할만한 수준이며, 상호작

용항을 투입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조절변인인 연령차별인식과 경력적응력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조절된 매개모형의 직접효

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3>과 같으며 [그림 Ⅲ-3]의 조절된 매개효

과의 통계적 모형을 기반으로 [그림 Ⅳ-3]의 조절된 매개모형 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1단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연령차별인식은 외부고용가능성에 β는 

-.073(.030), p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2단계 조절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력적응력*연령차별인식의 상호작용항은 외부고용가능성에 비표준화 경로계

수(표준오차) β는 -.138(.060), p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조절효과가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3단계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능력에서 경력적응력을 거쳐 외부고용가능

성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의 경우, 연령차별인식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β=.052(.024), p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건부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비공식 네트워크에서 경력적응력

을 거쳐 외부고용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의 경우, 연령차별인식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β=.156(.059), p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건부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에서 

경력적응력을 거쳐 외부고용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의 경우, 연령차별인식의 평균값을 기

준으로 β=.445(.109), p <.001에서 유의한 조건부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조절된 매개

효과의 가설 4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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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조절된 매개효과 통계모형 분석 결과

주1) *p <.05, **p <.01, ***p <.001, 주2)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 계수, 주3) 연령, 학력, 고용형태는 
통제함.

구분
비표준화

계수(B)
S.E. t값

직접

효과

일능력 → 외부고용가능성(+) .076* .026 2.891

일능력 → 경력적응력(+) .057* .023 2.418

비공식 네트워크 → 외부고용가능성(+) .167** .063 2.628

비공식 네트워크 → 경력적응력(+) .170** .057 2.975

기업가정신 → 외부고용가능성(+) .157* .080 1.963

기업가정신 → 경력적응력(+) .487*** .059 8.256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913*** .193 4.724

조절 변인 연령차별인식 → 외부고용가능성(-) -.073* .030 -2.422

상호작용항
경력적응력*연령차별인식 → 

외부고용가능성(-)
-.138* .060 -2.324

간접효과

일능력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052* .024 2.134

비공식 네트워크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156* .059 2.652

기업가정신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445*** .109 4.066

주1) *p <.05, **p <.01, ***p <.001 

주2) 조건부 간접효과는 연령차별인식의 평균 값에서의 간접효과를 제시함.

주3) 연령, 학력, 고용형태는 통제함. 

<표 Ⅳ-13>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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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인식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연령차별

인식의 표준편차 단위를 기준으로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또한 조절된 매개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조절변인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간접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이 달라지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의 

탐색과정으로 조절변수의 값이 증가하면서 조건부 간접효과의 추정치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부(-)적 조절된 매개효과는 완충효과를 나타내는 데, 완충효과

란 간접효과의 부호와 조절된 매개효과의 부호가 상이하며 조절변수의 값이 증가하면서 간접

효과의 크기가 약화되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총효과를 제시하였는데, 조건부 총효과

란 조절변수의 특정값에서의 조건부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합산한 것(이형권, 2018)으로 이

상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14>와 같다. 

첫째, 일능력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에서 연령차별인식이 표준편차가 1단위 증

가할 경우 조절된 매개지수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β=-.010(.005), p <.05로 나타났으며, 연

령차별인식이 증가하면서 간접효과가 점점 감소하는 완충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간접

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연령차별인식 수준이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연령차별인식이 증가할수록 일능력이 경력적응력을 거쳐서 외부고용가능성에 가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비공식 네트워크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에서 연령차별인식이 표준편차 1

단위 증가할 경우 조절된 매개지수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β=-.024(.012), p <.05로 나타났

으며, 연령차별인식이 증가하면서 간접효과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간

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연령차별인식 수준이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차별인식이 증가할수록 비공식 네트워크가 경력적응력을 거쳐서 외부고용가

능성에 가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기업가정신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에서 연령차별인식이 표준편차 1단위 

증가할 경우 조절된 매개지수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β=-.067(.030), p <.05로 나타났으며, 

연령차별인식이 증가하면서 간접효과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간접효과

의 비표준화 계수는 연령차별인식 수준이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차별인식이 증가할수록 비공식 네트워크가 경력적응력을 거쳐서 외부고용가능성

에 가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이 경력적응력을 거쳐서 외부고용가능성에 

가는 총효과도 연령차별인식이 표준편차 1단위 β=1.207(.185), p <.001에서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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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6(.091), p <.001로, 조건부 총효과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차별인

식이 증가할수록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이 경력적응력을 거쳐서 외부고용가능

성에 가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설 4는 지지되었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SE)
t값

일능력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에서 

연령차별인식의 조건부 간접효과

-2표준편차 0.064 0.031 2.072

-1표준편차 0.058 0.028 2.103

평균 0.052 0.024 2.134

+1표준편차 0.045 0.021 2.157

+2표준편차 0.039 0.018 2.160

비공식 네트워크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에서 

연령차별인식의 조건부 간접효과

-2표준편차 0.194 0.076 2.547

-1표준편차 0.175 0.067 2.600

평균 0.156 0.059 2.652

+1표준편차 0.136 0.051 2.689

+2표준편차 0.117 0.044 2.682

기업가정신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에서 

연령차별인식의 조건부 간접효과

-2표준편차 0.554 0.15 3.706

-1표준편차 0.499 0.129 3.880

평균 0.445 0.109 4.066

+1표준편차 0.390 0.093 4.214

+2표준편차 0.335 0.080 4.202

조건부 총효과 = 조건부 간접효과 + 직접효과

-2표준편차 1.207 0.185 6.538

-1표준편차 1.126 0.152 7.414

평균 1.046 0.12 8.687

+1표준편차 0.966 0.091 10.591

+2표준편차 0.885 0.067 13.161

주1) *p <.05, **p <.01, ***p <.001 

주2) LMS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MLR 추정법을 사용하는데, MLR에서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을 제시하지 않음.

주3) 조건부 총효과 = ① + ② + ③

 ① 일능력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에 연령차별인식의 조건부 총효과(간접효과 + 직접효과)

 ② 비공식 네트워크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연령차별인식의 조건부 총효과(간접효과 + 직접효과)

 ③ 기업가정신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에 연령차별인식의 조건부 총효과(간접효과 + 직접효과)

<표 Ⅳ-14> 조절된 매개모형 간접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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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접효과의 탐색

1) 단순기울기(simple slopes) 분석

앞에서 제시한 <표 Ⅳ-14>를 기반으로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의 조건부 간

접효과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첫째, 일능력이 경력적응력을 매개로 외부고용가능성에 가는 간

접효과를 연령차별인식에 따라 제시한 그래프는 다음의 [그림 Ⅳ-4]와 같다. X축은 일능력

이며 Y축은 일능력의 간접효과인데 연령차별인식 수준에 따라서 일능력의 간접효과가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차별인식 수준이 –1표준편차일 때(LOW)보다 +1표준편차일 때(HIGH) 기울

기가 더욱 완만하고 일능력의 간접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차별인식이 증가하면 일

능력의 간접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Ⅳ-4] 연령차별인식 수준에 따른 일능력의 조건부 간접효과  

주) LOW는 연령차별인식의 –1표준편차, MID는 연령차별인식의 평균(0표준편차), HIGH는 연령차별인식의 
+1표준편차를 의미함.

둘째, 비공식 네트워크가 경력적응력을 매개로 외부고용가능성에 가는 간접효과를 연령차

별인식에 따라 제시한 그래프는 다음의 [그림 Ⅳ-5]와 같다. X축은 비공식 네트워크이며 Y

축은 비공식 네트워크의 간접효과인데 연령차별인식 수준에 따라서 일능력의 간접효과가 차

이가 있었다. 즉 연령차별인식 수준이 –1표준편차일 때(LOW)보다 +1표준편차일 때(HIGH) 

일 때 기울기가 더욱 완만하고 비공식 네트워크의 간접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차

별인식이 증가하면 비공식 네트워크의 간접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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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연령차별인식 수준에 따른 비공식 네트워크의 조건부 간접효과

주) LOW는 연령차별인식의 –1표준편차, MID는 연령차별인식의 평균(0표준편차), HIGH는 연령차별인식의 
+1표준편차를 의미함.

셋째, 기업가정신이 경력적응력을 매개로 외부고용가능성에 가는 간접효과를 연령차별인식

에 따라 제시한 그래프는 다음의 [그림 Ⅳ-6]과 같다. X축은 기업가정신이며 Y축은 기업가

정신의 간접효과인데 연령차별인식 수준에 따라서 기업가정신의 간접효과가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차별인식 수준이 –1표준편차일 때(LOW)보다 +1표준편차일 때(HIGH) 기업가정신의 

간접효과가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차별인식이 증가하면 기업가정신의 간접효과가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연령차별인식 수준이 –1표준편차일 때(LOW)보다 +1표준편차일 때(HIGH) 

기울기가 더욱 완만하고 기업가정신의 간접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차별인식 수준

이 증가하면 기업가정신의 간접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Ⅳ-6] 연령차별인식 수준에 따른 기업가정신의 조건부 간접효과  

주) LOW는 연령차별인식의 –1표준편차, MID는 연령차별인식의 평균(0표준편차), HIGH는 연령차별인식의 
+1표준편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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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슨-네이만 기법(Johnson-Neyman technique)

J-N기법(Johnson-Neyman technique)에 의한 신뢰 구간(confidence band)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Ⅳ-7]에서 수평선은 조건부 간접 효과가 0인 것을 의미하며 수

직선은 유의성 범위(regions of significance)의 경계를 나타낸다. 신뢰밴드에서 유의 영역은 

일능력의 간접효과가 0이 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영역이다. X축은 조절변수인 연령차별인

식의 표준편차의 연속적인 값을 보여주며 Y축은 독립변인들(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

정신)이 매개변수를 거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의 연속적인 값이다. 이 때 곡선은 

독립변인들 간접효과의 95% 신뢰밴드를 의미한다. PROCESS macro에서는 조건부 총효과의 

추론검정은 제시하지 않지만, Mplus는 조건부 총효과를 검증할 수 있기에(이형권, 2018), 

J-N기법으로 조건부 총효과 즉 총 조건부 간접효과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일능력, 비공식 네

트워크, 기업가정신이 경력적응력을 매개로 외부고용가능성에 가는 간접효과를 연령차별인식

에 따라 제시한 간접효과의 95% 신뢰밴드 그래프는 다음의 [그림 Ⅳ-7]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간접효과가 0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차별인식 

수준이 증가할수록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이 경력적응력을 거쳐서 외부고용가

능성에 미치는 총 조건부 간접효과는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의 조건부 총 간접효과가 연령차별인식 수준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기

에 유의성의 차이(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이 경력적응력을 매개로 하여 외부고용가능

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령

차별인식이 높을수록 경력적응력의 정적인 매개효과는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Ⅳ-7] 신뢰 구간이 있는 연령차별인식에 따른 총 조건부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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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인 간 관계 결과

이 연구는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외부고용가능성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의 구조적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명하였고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Ⅳ-15>와 같다.

구분 채택 여부

가설 1. 인과적 구조모형의 적합도 채택

가설 2.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채택

가설 2-1. 일능력 → 외부고용가능성 채택

가설 2-2. 비공식 네트워크, → 외부고용가능성 채택

가설 2-3. 기업가정신 → 외부고용가능성 채택

가설 2-4.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채택

가설 3.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채택

가설 3-1. 일능력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채택

가설 3-2. 비공식 네트워크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채택

가설 3-3. 기업가정신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 채택

가설 4.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에서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채택

<표 Ⅳ-15> 가설 채택여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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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외부고용가능성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

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의 구조적 관계와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명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의 도출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논의사항을 연구 모형 전반에 대한 논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논의, 변인간 영향관계에 따른 논의,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와 마지막으로 조절적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로 구분하여 개진하였다. 

가. 연구 모형 전반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I-P-O모형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부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을 설

정하고 변인 간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인과적 구조모형을 검증한 후에 연

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객관적 연령에 따라 45

세 이상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60세 이하를 동일한 비율로 표본집단을 설정하고 연령에 따

른 특성이 연구 결과에 혼란변인(confounding factor)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연구설

계를 하였다. 또한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분석

을 실시하였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령, 학력, 고용형태를 통제변수로 구조 모형 검증에 투

입하였다. 중년 남성 근로자의 연령을 세대로 구분한 결과에 따르면, 이전 선행연구들은 중년

을 베이비부머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한태영, 2014), 이 연구에서 중년 남성 근로자

는 베이비부머와 X세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히려 X세대가 더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설 1과 관련하여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허용 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냈으며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이라는 변인은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을 적절히 예측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측

정의 오류가 없다는 가정하에, 모형 내 잠재변인간의 영향관계가 표본의 상관관계를 적절히 

대표함을 보여준다. 또한 조절변인을 투입한 모형 역시 기본 구조 모형에서 유의미했던 직접

효과 및 간접효과 경로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 모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은행권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정한 잠재

변인간의 영향관계는 신뢰로운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변인 별 영향관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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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논의

1) 외부고용가능성 측정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인식에 초점에 둔 관점과 산출기반 관점을 결합하여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

자의 외부고용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외부고용가능성을 노동시장 환경을 인식하고 자신의 

기대수준에 맞게 현재 소속된 조직을 떠나 다른 조직에서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정도

로 정의하였다.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외부고용가능성 측정을 위하여 

Johnson(2001)의 고용가능성 도구를 중년 근로자에게 적합하도록 노동시장 인식을 추가하

여 직업전문성, 고용자신감, 노동시장 수요 인식으로 하위요인을 재구성하였다. 중년 근로자 

후기경력개발단계에서 경력 단계 이동을 앞둔 시점에서의 노동시장 인식과 같은 구조적 요인

은 외부고용가능성을 보다 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Dello Russo et al., 2020; 

Kirves et al., 2014; Wittekind et al., 2010),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Johnson(2001)의 고용가능성 도구는 개인적 요인만 제시하고 있을 뿐 노동시장 인식과 같

은 구조적 요인이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부고용가능성 측정은 

Johnson(2001)의 7문항으로 구성된 고용가능성(직업전문성 4문항, 고용자신감 3문항) 도구

에 첫째, Johnson(2001)의 직업전문성 요인에 Fugate(2008)의 고용가능성 문항 중에서 경

력주도성 관련 문항을 직업전문성에 추가했다. 둘째, Johnson(2001)의 고용자신감을 묻는 

문항에서‘지금 나의 능력과 경험 정도면, 다른 회사에서도 지금과 동등한 조건의 자리를 쉽

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셋째, Rothwell et al.(2008), Kirves et 

al.(2013)의 고용가능성 문항 중에서 노동시장 인식을 묻는 네 가지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

한 Harvey(2003)는 나이, 성별, 민족 성격 등의 특징들은 고용상황에서 차별적인 요소로 작

용할 수 있고, 또한 경제 부문 특수성이나 지역 특수성과 같은 외부의 경제적 요소도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Forrier와 Sels(2003)도 고용가능성의 구성요인으로 맥락

(context)을 강조하면서 노동수요와 같은 관련된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

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외부고용가능성의 하위요인인 노동시장 수요 인식은 Rothwell et 

al.(2008)이 제시한 채용수요(고용형태, 경력직), 지역수요와 개인이 가진 기술(경험, 지식)

에 대한 수요(Kirves et al., 2013)의 세 가지를 질문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부고용가능성의 신뢰도는 .833으로 하위요인별로  

직업전문성 .830, 고용자신감 .910, 노동시장 인식 .896으로 모두 기준치 .7이상으로 신뢰도

가 모형 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적 타당도 검증에서도 KMO값이 0.90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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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합성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분석결과 KMO값이 .916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적합성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적재치 역시 모든 문항들에서 0.5이상으로 

모든 변수들이 구성타당도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직업전문성(4문항), 

고용자신감(3문항), 노동시장 인식(4문항)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외부고

용가능성 도구는 개인적 요인만을 고려한 Johnson(2001), 장은주(2002)의 고용가능성 도구

의 한계를 넘어서 노동시장 인식이라는 구조적 요인까지 고려하여 De Cuyper et al.(2012), 

Rodrigues et al.(2019)와 Ybema et al.(2020)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외부고용가능성

을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Vanhercke et al.(2014)은 외부고용가능

성 측정을 위해서 구조적 요인(예, 경제적 환경)과 같은 요인이 고려되야 한다고 제시한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또한 이런 결과는 Feldman & Ng(2007)이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설명하면서 노동시장 수요를 강조한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Dello Russo et al.(2020)과 Wittekind et al.(2010)도 퇴직과 같은 생애경력의 전환기에 

있는 중년 근로자들의 외부고용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인식 요인이 추가되어

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런 결과는 개인적 요인만을 측정한 Johnson(2001)의 고용

가능성 도구를 노동시장 환경적 요인까지 반영하여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시

장 및 직업세계가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 개념으로 변함에 따라 후기경력개발 관점에서 외

부고용가능성을 인식에 초점에 둔 관점과 산출기반 관점을 결합하여 보다 통합적으로 측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 연구들이 직업전문성, 고용자신감으로 측정하였던 외부

고용가능성에 노동시장 인식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추가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것은 고용

가능성 연구의 인식·산출기반 관점과 개인 수준의 경력개발 측면을 통합하였다는데 시시점

을 제공해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부고용가능성과 관련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은 50세 미

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을 때 외부고용가능성 수준은 48.7 %인 50세 미만인 집단의 

평균이 51.3%인 50세 이상과 60세 이하 집단보다 더 높았다. 이는 중년 남성 근로자의 연

령이 낮을수록 외부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식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이는 일반근로자를 대상

으로 한 서경민(2010), 정선정(2015), De Cuyper et al.(2012), Van Der Heijden(2009)

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도 연령이 올라갈수록 노동시장

에서의 자신의 외부고용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 202 -

직업전문성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고용자신감과 노동시장 인식에서는 50세 미만인 집단의 

평균이 50세 이상의 집단보다 높았으며 특히 노동시장 인식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연령이 높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경력 전환과 후기경력개발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력

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학력에 따라서 외부고용가능성 수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원 졸업이 대학 졸업보

다 외부고용가능성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중년 남성 근로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외부고용가

능성을 높게 인식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학원 학력을 가진 중년 근로자가 대학교 학력을 

가진 중년 근로자보다 외부고용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했음을 확인해준다. 이는 방하남, 신인

철(2011), 박성혜(2014), 심미영(2012), Peters et al.(2019)와 동일하게 대학원 이상의 

경우 전문대졸, 대졸의 경우보다 고용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약 

80%가 대학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중년 근로자들에게 MBA, 주말대학원, 야간대학원과 

같은 근로자의 재교육 학위과정은 외부고용가능성의 하위요인인 직업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용

자신감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과 같은 근로자 재교육은 은행권 중년 남성 근

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라서 외부고용가능성 수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정규직이 93.3 %로 비

정규직과 정규직 구분에 따라 비정규직이 외부고용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직업전문성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고용자신감과 노동시

장 인식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외부고용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Kostal & 

Wiernik(2017)의 정규직 근로자가 외부고용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메타분석 연

구와 Spurk et al.(2016)의 고용형태에 따라 경력적응력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로, 은행권 중년 정규직 남성 근로자들은 대부분 생애주된 일

자리로서 지금 있는 직장을 퇴직한 후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외부고용가능성을 비정규직 남성 

근로자에 비해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는 노동시장 인식을‘내가 일하

는 분야는 노동시장에서 경력직 인력의 채용수요가 있다, 내가 가진 기술·경험·지식은 노동

시장에서 수요가 있다’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Rothwell et al.(2008)이 제시한 

채용수요(고용형태, 경력직), 지역수요와 개인이 가진 기술(경험, 지식)에 대한 수요(Kirves 

et al., 2013)를 반영한 결과로 이전의 개인적 요인만을 측정한 고용가능성 연구와 상이한 결

과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부고용가능성과 고용

형태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45세 이상 중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형태가 퇴직 후 경력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태영, 정의영(201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재취업 경험이 많은 비정규직 중년 남성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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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남성 근로자보다 외부고용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했다는 점은 남성 정규직 근로자들보

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으로라도 재취업할 수 있다는 고용에 관한 유연한 사고가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이며 경력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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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과 외부고용가능성의 

영향관계

이 연구는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과 

외부고용가능성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비

교해보면, 경력적응력(β= .530, p <.001)이 일능력(β= .098, p <.05), 비공식 네트워크

(β= .162, p <.01), 기업가정신(β= .183, p <.05)보다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가장 중

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능력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일능력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β=.098, p <.05). 일능력은 특정한 작업 여건에서 주어진 작업과제를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원들의 합(Ilmarinen, 2005)으로 구체적으로 자원은 일에 

대한 능력, 신체적, 정서적 건강상태이다(Ilmarinen & Tuomi, 2004).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

능력은 자신의 직업생애(work life)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또한 은퇴 이후의 활동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Ilmarinen, 2007; Vuori et al., 

2019). 일능력이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자기결정이론, 편현종 경력곡선

이론, 인적자본이론의 생애경력경로, 연령관리모형을 기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자기결

정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한다면, 내적으로 동기화된 중년 남성 근로자는 조직 안에서 일을 더 

잘 수행할 것이고, 그 결과로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되며 외부고용가능성이 향상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Ryan & Deci, 2000). 둘째, 일능력은 경력개발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데, 기

술개발과 성과향상과 장기적 적응력 향상은 일능력에서 개인적 경쟁력을 축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중년 근로자들은 퇴직과 경력 전환의 상황에서 편종형 경력곡선을 그리면서 

점진적 퇴직을 맞이하기에(Erickson, 2008), 특정 직업 영역에서의 일능력의 축적은 이를 활

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증가하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새로운 일을 탐색하고 경력 전환을 가능

하도록 한다. 특히 개인은 중년의 위기에 직면하면 갈등과 침체를 경험할 수 있는 데, 일능력

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중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개인의 자기주도적 경력관리에서 새

로운 경력 기회를 찾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일능력은 생애에 걸쳐 인적 자

본 양을 축적하는 과정인 생애경력경로(career path)로 설명할 수 있다. 일능력은 인적자본

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새로운 지식, 정보, 전문기술은 인간에게 내재하는 특징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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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서 동시에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이런 현상은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

나는 데, 40대 후반 무렵 개인의 인적자본 스톡경로, 즉 생애경력경로는 정점에 도달한 후 점

차 하강하는 모습을 보인다(조우현, 황수경, 2016). 이 때 근로자의 연령이 40세가 넘어가면, 

숙련의 형성보다는 숙련의 부식(skill depreciation)이 더 빨라지기에 개인의 생애경력경로는 

정년 때까지 계속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40대 중반에 정점 이후 하강하는 현상이 나타난

다. 이는 일능력이 45세에 정점을 달하고 그 이후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감소하기에

(Ilmarinen, 2005) 외부고용가능성을 낮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일능력은 또한 연령관

리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Ilmarinen(2005)은 연령관리(age management)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피고용자의 연령 및 연령과 관련된 요소를 일상적인 작업관리, 작업 계획 그리고 

작업조직으로 연령관리의 핵심은 일 할 수 있는 능력의 유지라고 강조하였다. 개인 차원의 연

령관리를 통해 중년 남성 근로자들은 실업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외부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Ilmarinen(2007), Van Dam(2007), Veth 

et al.(2011)와 양동주(2014), 이현주, 한태영(20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은행권 중

년 남성 근로자의 맥락에도 일능력이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Van Dam(2007)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일능력 저하는 중년 근로자가 노동 시장

에 더 오래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며,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후에 고용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이현주, 한태영(2014)은 일능

력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경력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신체적, 인지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후 제2의 경력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일능력 증진은 퇴직을 앞둔 중년 근로자에게 고용과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되며 이는 외부고용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높은 일

능력은 퇴직 후 다른 일자리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한다고 가정할 때, 일능력은 외부고용가능

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의 경력관리행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일능력은 

개인의 역량과 자원으로서 외부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삶의 질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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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공식 네트워크가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비공식 네트워크는 외부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162, p <.01). 비공식 네트워크는 조직 내·외부에서 인간관계

의 폭과 다양성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의 정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이 가진 네트워크는 개

인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비공식 네트워크가 된다. 또한 비공식 네트워크는 조직의 

공식적 목표나 과업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이기에 구성원 개

개인의 만족을 위해 구성된다. 비공식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이론과 무경계 경력태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개인의 경력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출물

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적 능력으로 형성된 개인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외부고용가

능성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윤준섭 외, 2015; 장은주, 2002). Higgins & Kram(2001)

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사회적 네트워크인 거시적 수준과 특정 조직에서 형성된 미시적 수준

으로 구분하였는데, 기업가적 개발 네트워크를 가진 개인은 광범위한 정보에 대한 다양한 접
근이 가능하기에 기회주의적이고 전통적이며 수용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개인보다 외부
고용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제시하였다. 둘째, 비공식 네트워크는 무경계 경력태도 이론으로 설

명할 수 있다. 과거의 경력이 제한된 수의 조직 내에서의 성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현대

의 경력개념은 무경계성으로 대변되는 경력이라 할 수 있다. 무경계 경력은 고용불안이 가속되

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개인이 주도적으로 인생과 경력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해 제기된 이론으로 네트워크를 기반한 경력의 이동성과 유연성을 강조한다

(Arthur, 2008; Hall, & DeMuth, 2006; Hess et al., 2012; Rodrigues et al., 2018). 무경

계 경력태도가 갖는 심리적 이동성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조직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일과 

연관된 관계를 창출하거나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Briscoe & Hall, 2006). 이에, 무

경계 경력지향성을 갖는 중년 근로자는 활발한 네트워크를 개발하며 조직 안에서 직무안정성 보

다는 노동시장에서의 외부고용가능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Arthur & Rousseau, 

1996; Hall, 1996).

비공식 네트워크가 외부고용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사회자본이론과 무경계 

경력태도 이론을 근간으로 Arthur et al.(2005), Crowley‐Henry et al.(2019)와 

Johnson(2001), Peeters et al.(2019)와 장은주(2002), 정선정(2015), 구은정(2019)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박창동(2012)은 금융산업 전직지원프로그램의 효과분석 

질적연구에서 은행권 근로자의 경력 전환은 비공식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하였다. 이

에 비공식 네트워크가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외부고용가능성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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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이며, 사회적 능력으로 형성된 개인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된다는 일련의 연구 흐름을 확증한 것이다. 과거의 경력이 제한된 수의 조직 내에서의 성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현대의 경력개념은 무경계성(boundaryless)으로 대변되는 경력이기

에 고용불안이 가속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개인이 주도적으로 인

생과 경력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Abessolo et al., 2017).

 조직 내·외부적이고 상호적인 관계 네트워크로서 비공식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자기주도

적 경력개발의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Hongseok et al., 2004). 특히 무경계 경력태

도의 특징으로서 네트워크는‘knowing-why, knowing-how, knowing-whom’의 세 가지 

경력역량 중에서 knowing-whom으로 직업 관련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또한 조직내·외 네

트워크 기반의 관점에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외부 멘토들과 

함께 해 왔던 개인적 경험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Crowley‐Henry, et al., 2019; Peeters et 

al., 2019). Wiernik & Kostal(2019)는 자기주도적-경력관리행동(career self-management 

behavior)의 구성요인을 네트워킹 행동(networking behavior), 경력계획(career planning), 

경력탐색(career exploration), 개발활동(development activities), 자기홍보(self 

promotion), 조직의 경력지원(receiving organizationl career support), 경력만족(career 

satisfaction), 조직 이동(organizational mobility), 승진(promotions),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의 아홉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네트

워킹 행동(networking behavior)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활동적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

자들은 그들의 직업에 관련된 능력이나 경력 관련 자원(resource)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킴으

로써 그들의 미래의 경력 및 직업 기회와 성공을 향상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비공식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다양성은 기업 안에서의 네트워크 뿐 아니라 교회, 동창회, 동일한 산업계 등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다.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자본이 되며 이는 고용과 관련한 정보의 다양성과 비

중복성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기에 은행권 중년 근로자들은 회사 

내 공식 네트워크 뿐 아니라 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시사

점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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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정신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기업가정신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183, p <.05). 기업가정신은 창업가에만 필요하거나 조직의 경쟁우위 

획득을 위한 전략만이 아니라 경력개발 관점에서도 구성원의 기업가적 역량은 중요시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기업가정신을 갖춘 중년 남성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경력개발과 개인의 삶

과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진취적이고, 혁신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를 형성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년 근로자의 기업가정신은 주도적 경력관리행동을 가능하게 하여 

외부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Huq & Gilbert, 2013),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

의 관계는 자기조절이론의 내재적 동기이론과 자원보존이론에 기반하여 해석할 수 있다. 첫

째, 기업가정신은 내재적 동기이론(expectancy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동기이론은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인이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자발적으로 일으키고 지속시키는 과정을 

설명해준다(Deci et al., 1975).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자기결정

성은 자신이 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받지 않는 자율성을 보유한다는 확신이다. 구체

적으로 기업가정신을 동기이론 관점에서 설명하면, 중년 근로자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발생하는 성과를 예측하고 기대된 성과의 가치를 성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가정신의 

수준이 내재적 동기로 작용한다. 즉 기업가정신 수준이 높은 진취적인 자아(self)를 가진 개

인은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추구해서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기업가정신 수준이 높은 중년 남성 근로자들은 외부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지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기업가정신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원보존이론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기업가정신은 개인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심리적·정신적 자원이 될 수 있다(Berglund, 2013). 구체적으로 이 연구 결과를 자원

보존관점을 기반으로 설명한다면, 기업가적 자아(enterprising self)는 개인의 무한한 잠재력

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에 기업가정신은 개인의 정서적 자원이 

될 수 있으며(Berglund, 2013), 개인의 경력개발 측면에서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Crayford et al.(2012), Costea et al.(2012), Rae(2007)의 연구와 일치

하는 것으로 기업 현장에서 기업가적 역량을 갖춘 조직구성원은 조직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고용 전망을 창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전의 선행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Crayford et al.(2012)는 조직 안에서 조직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고용 전망을 창출할 수 있는 중년 근로자의 기업가정신은 자신의 외부고용가능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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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높일 뿐 아니라 새로운 조직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Costea et al.(2012)

은 전통적인 기업가정신 담론은 전략과 적응력이 뛰어난 개인을 강조하였기에, 경력개발과 자

기관리에서 측면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중년 근로자는 외부고용가능

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Rae(2007)는 조직에서 기업가정신 수준이 높은 중

년 근로자들은 외부고용가능성 수준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창업하는 것에 관심

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급변하는 취업환경에 중년 근로자들은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이

기 위해서 기업가적 사고방식의 개발과 주도적 경력개발을 위한 혁신적 기회를 추구해야 한

다. 

종합하면, 은행권에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점이나 인원 감축이 예상되며 상대적으

로 임금이 높은 중년 남성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가속화되어 중년 남성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가정신

은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경력적응력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넷째, 경력적응력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530, p <.001). 적응력은 능력의 변화와 동기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변화를 쉽게 하는 능력

으로 경력적응력은 불확실하고 변화하는 경력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행동·감정·사고를 변화시

키는 능력이 된다(심미영, 2012). 경력적응력은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으로 구성되며 환경 

속에서의 인간에게 있는 심리사회적 구조의 적응능력으로, 교육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고 축적

되는 개인적 자원이다(Brown, et al., 2012; Savickas, 2005, 2013; Savickas & Porfeli, 

2012). 따라서 경력적응력은 일과 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를 가능하게 하며, 경력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얻게 되며 외부고

용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력적응력에 관한 이전 연구들은 초기에는 학

생과 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 근로자들

에게도 경력적응력을 높이면 외부고용가능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진로구성주

의이론을 기반으로 복잡한 사회 환경에서 적응해나가기 위한 개인의 능동적 태도 및 행동을 

강조한 Johnston(2018), Rudolph et al.(2017), Shultz & Wang(2008)과 유지현, 신효정

(2019)과 탁진국 외(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중년의 퇴직과 같은 경력 중기 변

화는 직업, 산업, 지리적 위치 및 고용 형태(즉, 정규직 대 파트타임 및 임시 대 정규직 고용) 

전반에 걸쳐 비선형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기에(Colakoglu, 2011; Rudol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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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7; Shultz, & Wang, 2008), 중년 남성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은 외부고용가능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력적응력이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력적응모형 이론, 경력 정체 이론과 

경력개발시스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경력적응모형 이론을 기반으로 적응준비, 적

응자원, 적응반응과 적응결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이때 적응자원에 해당하는 변인은 경력적

응력이며 적응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이 외부고용가능성이 된다. 구체적으로 경력적응모형 이론

에서 제시하는 경력적응모형의 순차적 과정에서는 변화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자기조절 자

원(적응자원인 경력적응력)을 통해서 진로 관련 상황들에 잘 대처한 결과인 적응결과(외부고

용가능성)를 가져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Johnston, 2018; Rudolph et al, 2017). 둘째, 경

력 정체 이론으로 설명하면, 경력 정체된 기간에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정성을 통하

여 자신의 직무에 숙달하고, 가족과 개인의 삶을 돌보며, 다가올 변화를 위한 정신적인 에너

지를 모을 수 있다. Levinson(1986)의 관점은 경력 정체가 중년 근로자에게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항상 부정적이지 않으며 경력 정체 기간을 통해서 경력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

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경력 정체는 경력시스템 유형에서 동료 간 경쟁이 낮고 내부 노동

시장 개방성이 낮은 은행권 중년 근로자에게 편종형 경력 곡선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를 모

으는 버퍼링 역할 즉 경력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외부고용가능성

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경력개발시스템 이론에서는 개인의 경력 경

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개인과 상황 두 요인의 조화로운 역할을 강조한다(McMahon, 2002; 

Patton & McMahon, 2006). 경력 개발의 통합적 관점에서 경력개발에 영향을 주는 개성, 

흥미와 신념, 가치, 자기역할 개념, 연령,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와 같

은 개인 특성 변수들과 개인의 경력 경로와 경력을 형성하는 상황 요인은 서로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으며 경력적응력을 형성하는 개인요인과 상황요인의 상호작용은 외부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력적응력이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Hall(2002), 고윤승(2016)과 Johnston(2018), Rudolph et al.(201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Hall(2002)과 고윤승(2016)은 경력적응력이 높은 개인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의 

승진이나 임금인상 등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목표 설정과 자기주도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력 

상황에 보다 잘 대처함으로써 심리적인 성공으로서 외부고용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Johnston(2018)과 Rudolph et al.(2017)의 메타연구에서는 경력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더 나은 직업 기회와 다양한 경력 전환이 가능하며, 외부고용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력성공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은행권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연구의 분석 결



- 211 -

과에서 제시한 것처럼 경력적응력은 다른 변인보다 가장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며(β=.530, p 

<.001), 경력적응력이 높은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개인

이 주도적으로 인생과 경력을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서 조직의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환경

에서 적응력이 뛰어나서 노동시장에서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게 인식했음을 시사한다.

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에서 경력적응력

의 매개효과

이 연구에서는 보다 통합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변인 간의 개별적 영향 관

계 검증에 그치지 않고,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정

적 영향을 경력적응력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자원보존이론을 기반으로 Savickas & 

Porfeli(2012)가 제시한 경력적응모형에서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은 적응결과

인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인다고 해석하였다. 경력개발의 통합적 관점에서 경력적응력은 환경 

속에서의 인간에게 있는 심리사회적 구조의 적응능력으로, 교육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고 축적

되는 개인적 자원이기에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은 적응능력으로서의 경력적응

력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rown, et al., 2012; Savickas, 

2005, 2013; Savickas & Porfeli, 2012). 이에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이 외

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기반으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일능력, 비공식 네

트워크,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이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경력

적응력이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사이에서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전생애 생애공간이론, 경력적응모형 이론, 자원보존이론 이론, 경력시스템이론, 경력정체이

론 및 경력개발시스템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이전의 선행연구의 흐름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Johnston, 2018; Rudolph et al., 2017; Super, 2000), 각 변인별로 경력적응력의 매개효

과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첫째, 일능력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매개

효과가 있었다(β= .063, p <.05) 일능력은 경력적응력을 매개로 하여 외부고용가능성에 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능력과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에서 경력적응

력의 매개효과는 자원보존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Brown et al.(2012), Spurk et al.(2016)

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학습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일능력은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개인의 심리

적 자원인 경력적응력은 경력 성공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자원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여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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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가능성을 높이게 됨을 시사한다. 

둘째, 비공식 네트워크와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매개효과가 있었다(β=.108, p <.05). 이는 Arthur et al.(2005), Higgins & 

Kram(2001), Ng & Feldman(2014), Wiernik & Kostal(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

으로 큰 비공식 네트워크를 가진 중년 근로자는 더 자주 경력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므로 현

재 조직 이외에서의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더 쉽게 얻고 경력적응력을 매개로 하여 외부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가 있었다(β=.340, p <.01). 이는 Fearon et al.(2012), Kuckertz & Wagner, 

(2010), Rae(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중년 근로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동기와 그것을 실천하는 활동으로 개인 수준

과 조직 수준에서 혁신을 가져오며 경력적응력을 매개로 하여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

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과의 영향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의 매개효과를 밝히고 이를 실증하여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매개효과 분석에 따르면, 일능력이 경력적응력을 거쳐서 외부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β= .063, p <.05), 비공식 네트워크가 경력적응력을 

거쳐서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β=.108, p <.05), 그리고 기업가정신이 

경력적응력을 거쳐서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β=.340, p <.01)는 모두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력적응력의 매개효과를 통해서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

가능성을 설명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이론적 토대를 공고

히 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외부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 연구는 잠재조절 모형을 설정하여, 외부고용가능성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

정신, 경력적응력의 구조적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절변인인 연령차별인식과 경력적응력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조절

된 매개모형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연령차별인식×경력적응력의 상호작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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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부고용가능성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138(.060), p <.05).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차별인식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하였고 유의성 검증 방법으로 단순기울기(Simple slope analysis)분석과 존슨-네

이만 기법(Johnson-Neyman technique)을 통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조절변인이 표

준편차 1단위 증가할 경우에 따라 간접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이 달라지는 과정을 확인하였고 

조건부 총효과를 제시하였다. 

각 변인별로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능력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에서 연령차별인식이 표준편차가 1단위 증

가할 경우 비표준화된 조절된 매개지수는 β=-.010(.005), p <.05로 조절변인의 수준이 증

가하면서 간접효과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

는 연령차별인식 수준이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차별인

식이 증가할수록 일능력이 경력적응력을 거쳐서 외부고용가능성에 가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비공식 네트워크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에서 연령차별인식이 표준편차 1

단위 증가할 경우 조절된 매개지수는 β=-.024(.012), p <.05로, 조절변인의 수준이 증가하

면서 간접효과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연

령차별인식 수준이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차별인식이 

증가할수록 비공식 네트워크가 경력적응력을 거쳐서 외부고용가능성에 가는 정적인 간접효과

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기업가정신 → 경력적응력 → 외부고용가능성에서 연령차별인식이 표준편차 1단위 

증가할 경우 조절된 매개지수는 β=-.067(.030), p <.05로, 조절변인의 수준이 증가하면서 

간접효과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연령차

별인식 수준이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차별인식이 증가

할수록 비공식 네트워크가 경력적응력을 거쳐서 외부고용가능성에 가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이 경력적응력을 거쳐서 외부고용가능성에 

가는 총효과도 연령차별인식이 표준편차 1단위 β=1.207(.185), p <.001에서 β

=0.966(.091), p <.001로, 조건부 총효과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차별인

식이 증가할수록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이 경력적응력을 거쳐서 외부고용가능

성에 가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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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중년 근로자들은 연령으로 인한 조직 내 인사평가, 승진기회, 교육기회 등의 

차별과 편견을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경력적응력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완

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의 완충효과는 자기범주화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한 Dello Russo et al.(2020), Peters et al.(2019), Van Dam et 

al.(2017)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의 

완충효과는 후기 경력개발단계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한 이현주, 한태영(2014), Birkett et 

al.(2017), Wanberg et al.(2016)의 연구와 유사하게 중년 근로자의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낮추고 경력개발을 방해하고 이는 외부고용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의 완충효과는 경력정체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한 

박창동(2012)의 연구와 유사하게 피라미드형 조직구조 속에서 근로자들은 연령이 많을수록 

조직과 후배들의 보이지 않는 압박과 편견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력

개발 한계로 조직 밖의 외부고용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연구는 심리적, 정서적 자원인 일능력, 기업가정신, 사회적 자원인 비공식 네트워크, 경

력적응력 수준이 높은 중년 남성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연령차별인식이 높은 상황에서는 심리

적 위축으로 인해 중년 남성 근로자들은 외부고용가능성을 낮게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합하면, 연령차별인식은 은행권 중년 근로자의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이 

경력적응력을 거쳐서 외부고용가능성으로 가는 정적인 인과관계를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Dello Russo et al., 2020; Kooij et al., 2010, Peters et al., 2019; Van Dam et 

al., 201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경력적응력과 연령차별인식의 상호작용효과는 실제로 

경력적응력이 높은 중년 근로자라 할지라도, 직업전문성을 낮게 인식시키며 자신감을 상실하

게 하며, 노동시장 상황을 실제의 상황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했다는 것을 실증적으

로 입증한 것이다. 또한 연령차별인식의 하위요인인 업무 내 차별(2.52)과 업무 외 편견

(2.46)의 평균값이 다른 변인들과 비교했을 때 낮다고 할지라도, 연령차별인식이 있다고 인

식한 것만으로도 경력적응력의 정적 매개효과가 완화된 것은 조직에서 중년 근로자들의 심리

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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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능력, 비공식 네

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의 구조적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명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외부고용가능성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경력적응력, 

연령차별인식의 구조적 관계에서 이론적 연구모형은 적합할 것이다. 둘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외부고용가능성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경력적응력 간의 직접적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와 외부고용가능성

과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넷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일능

력, 비공식 네트워크, 경력적응력과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은 조절된 매

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때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일능력은 일곱가지 차원의 합의 단일요인으

로 구성하였다. 비공식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확장성과 네트워크 다양성으로 구성하였다. 기업

가정신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구성하였다. 매개변인에 해당하는 경력적응력은 관

심, 통제, 호기심, 확신으로 구성하였다. 조절변인에 해당하는 연령차별인식은 업무 내 차별과 

업무 외 편견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외부고용가능성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존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확장시켜 직업전문성, 고용자신감, 노동시장 인식의 3가지 

요인으로 구인화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은행권 45세 이상 중년 남성 근로자로 연구 대상을 한정

하였다. 국내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조사도구는 외부

고용가능성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 연령차별인식 및 일반적 특

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외부고용가능성 측정도구는 노동시장 인

식을 하위요인으로 추가한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선행연구에서 개

발된 도구를 연구 맥락에 맞게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자료 배포 및 수집은 2020년 4월 중순부터 2020년 5월 중순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

다. 총 432개의 표본에서 결측치, 이상치, 불성실 응답으로 간주한 58개를 삭제하고 최종적

으로 374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 STATA 15, Mplus 7을 활용하였고 모든 결과는 통계적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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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객관적 연령에 따라 45세 이상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60

세 이하를 동일한 비율로 표본집단을 설정하고 연령에 따른 특성이 연구 결과에 혼란변인으

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연구설계를 하였다. 또한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시하였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령, 학력, 고용형태

를 통제변수로 구조 모형 검증에 투입하였다. 중년 남성 근로자의 연령을 세대로 구분한 결과

에 따르면, 이전 선행연구들은 중년을 베이비부머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한태영, 

2014), 이 연구에서 중년 남성 근로자는 베이비부머와 X세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히려 X세

대가 더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구의 가설에 따라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P-O(input-process-output)모형을 기반으로 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가 인

식한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및 경력적응력이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을 제외하고 모든 지수가 양호하게 도출되어 

모형에서 각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일능력은 직업전문성, 고용자신감, 노동시장인식을 통해 특정된 은행권 중년 남성 근

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과(β=.098, p <.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네트

워크 확장성과 네트워크 다양성으로 측정된 비공식 네트워크는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β=.162, p <.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측정된 기업가정신은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β=.183, p 

<.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관심, 통제, 호기심, 확인으로 측정된 경력적

응력은 외부고용가능성(β=.530, p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외부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비교해보면, 경력적응력(β= .530, p <.001)이 일능력(β= 

.098, p <.05), 비공식 네트워크(β= .162, p <.01), 기업가정신(β= .183, p <.05)보다 외

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보다 통합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변인 간의 개별적 영

향 관계 검증에 그치지 않고,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

는 정적 영향을 경력적응력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 중년 남

성 근로자가 인식한 일능력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가 있었다(β=.063, p <.05). 비공식 네트워크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가 있었다(β= .108, p <.05).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경력적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가 있었다(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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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p <.01). 자원보존이론을 기반으로 Savickas & Porfeli(2012)가 제시한 경력적응모형

에서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은 적응결과인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인다고 해석하

였다. 경력개발의 통합적 관점에서 경력적응력은 환경 속에서의 인간에게 있는 심리사회적 구

조의 적응능력으로, 교육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고 축적되는 개인적 자원이기에 일능력, 비공

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은 적응능력으로서의 경력적응력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rown, et al., 2012; Savickas, 2005, 2013; Savickas & Porfeli, 2012). 

이에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기반으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

에서 경력적응력이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경력적응력이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사이에서 심리

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일능력(β=-.010(.005), p <.05), 비공식 네트워크

(β=-.024(.012), p <.05), 기업가정신(β=-.067(.030), p <.05)이 경력적응력을 거쳐서 

외부고용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령차별인식이 높을수록 경력적응력의 정적인 매개효과는 감소되었다. 경력적응력과 연령차

별인식의 상호작용효과는 실제로 경력적응력이 높은 중년 근로자라 할지라도, 직업전문성을 

낮게 인식시키며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며, 노동시장 상황을 실제의 상황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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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이 연구는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능력, 비공식 네

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의 구조적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인과적 구조모형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인과적 구조모형이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외부고용가능성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모형은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며, 변인 

간의 구조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전 연구들에서 직업전문

성, 고용자신감으로 측정하였던 외부고용가능성에 노동시장 인식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추가하

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것은 고용가능성 연구의 인식·산출기반 관점과 개인 수준의 경력

개발 측면을 통합하였다는데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둘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및 경력적응력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

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능력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네트워크는 

외부고용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적응력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직접적인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에게 있어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변인이라 볼 수 있다. 중년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연령, 

학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함께 사회적 자본인 네트워크를 강조하였는데, 이 연구는 

인적자본으로서의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와 진취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기업가정신과 적응

능력으로서 경력적응력 변인을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경력적응력을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

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은 그 자체로써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 수준

을 높이기도 하지만, 경력적응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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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신과 외부고용가능성의 블랙박스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

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에게 있는 심리·사회적 적응능력으로서 경력적응력의 중요성

이 계속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절적 강점과 역량인 경력적응력을 높이

는 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경력관리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Cahill, Giandrea, & Quinn, 2006; Savickas, 2012; Wang et al., 2009). 또한 경력적응

모형을 바탕으로 적응준비(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가 적응자원인 경력적응력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적응결과인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순차적인 과정을 밝혔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연령차별인식이 높을수록,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

가정신이 경력적응력을 통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조절된 매개효

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령차별인식이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 인식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기범주화이론을 지지하는 결과

로, 비록 경력적응력이 높은 중년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연령차별인식을 경험하는 경우 심리

적 위축으로 인해 본인의 직업전문성, 고용자신감과 노동시장 인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다. 심리적 위축감은 스스로를 가치있게 여기는 것을 방해하며 외부고용가능성 수준을 낮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중년 근로자의 후기경력개발을 증진시켜 외부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 차원에서의 연령 관리(age management)제도 및 

효과적인 HRD 프로그램과 지속가능한 경력개발제도(sustainable career development 

policy)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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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외적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조직과 다른 국가의 중년 근로자로 연구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년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은행권 이외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년 

근로자로 확대하여 중년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사회적 특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에, 국외의 데이터로 중년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

던 중년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지만,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

을 높이려면 국외의 데이터를 가지고 노동시장 인식과 국가의 거시적인 지표들의 차이로 인

하여 연구 결과가 타당성이 저해되지 않은 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적 관계를 검증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Dello Russo et al.(2020)는 거시경제 지표인 실업률 포함한 다층분

석을 실시하여 중년 근로자 연령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국가의 실

업률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구하는 게 더 어렵다고 보

고하였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지표와 산업 차원 노동시장 인식과 관련된 지표들을 포함하여 

중년 근로자들의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일능력 지수를 활용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들과 다른 직업

군의 남성 근로자의 일능력 지수를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와 비교할 필

요가 있다. 국내에서 아직은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던 중년 근로자의 일능력과 외부고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중년 근로자의 경력관리와 생애경력경로 측면에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중년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외부고용가능성 인식에 대한 연구

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고용형태가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Kostal & 

Wiernik(2017)의 정규직 근로자가 외부고용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메타분석 연

구와 Spurk et al.(2016)의 고용형태에 따라 경력적응력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이전 연구들과 상이하게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인식을‘내가 일하는 

분야는 노동시장에서 경력직 인력의 채용수요가 있다, 내가 가진 기술·경험·지식은 노동시

장에서 수요가 있다’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Rothwell et al.(2008)이 제시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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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요(고용형태, 경력직), 지역수요와 개인이 가진 기술(경험, 지식)에 대한 수요(Kirves et 

al., 2013)를 반영한 결과로 이전의 개인적 요인만을 측정한 고용가능성 연구와 상이한 결과

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인식을 반영한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외 연구와 

차별점을 분석하여 중년 근로자의 경력과 고용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경력적응력이 외부고용가능성을 거쳐서 실제적인 고용, 고용유지율

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종단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경력적응력이 일능력, 비

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보다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

고 있지만 경력적응력이 외부고용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년 근로자에 관한 이전의 논의들은 심리적 유연성과 적응성을 강조

하였지만(Hall, 2002; Peters et al., 2019), 이를 확증하는 국내의 실증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예를 들어, Spurk et al.(2016)의 연구와 같이 경력적응력과 외부고용

가능성의 관계 뿐 아니라 재고용 이후의 성과까지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는 종단연구가 수행

될 필요가 있다. 

넷째, 연령차별인식의 부(-)적 조절된 매개효과 외에 정(+)적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 변

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중년 근로자가 연령으로 인하여 조직 안에

서 차별과 편견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였다. 결과적으로 연령차별인식은 외부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자원들의 정적 영

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ooij et al.(2014)는 HRM 제도, Kwon(2019)은 

일의지(work volition), Dello Russo et al.(2020)는 경력개발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프로

그램과 연령이 높은 근로자들의 다양한 심리적 자원들의 상호작용이 외부고용가능성에 미치

는 영향을 강화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 외부고용가능성 사이의 관

계를 정적으로 조절하는 변수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정적 조절효과를 갖는 변인이 무엇

인지 밝혀서 중년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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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천적 제언

이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세 가지 실천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중년 근로자의 경력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조직적 

지원이 필요하다. 경력적응력이 뛰어난 개인들은 능동적으로 경력활동을 계획함으로써, 모호

하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미개척지에서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여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어, 

중년 근로자의 프로보노 활동, 자원봉사, 펠로우십 프로그램 참여 등은 경험학습과 전환학습

을 통한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수용하게 하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년 근로자는 

경력적응력이 높아지고 미래형 편종형 경력곡선의 관점으로 지속가능한 고용과 경력을 준비

할 수 있다(이유우 외, 2020). 따라서 은행권 중년 근로자들이 경력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

도록 퇴직 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실무적인 영역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이 지속가능한 고용과 경력을 위해서 개인의 진취적인 경력관리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중년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를 증진시키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연령지원적 분위기

(age-supportive climate)를 만들어야 한다. 중년 근로자는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제약요인 

인식 등 개인적 수준의 요인들과 조직적 측면, 사회적 자본, 그리고 정부의 정책 등의 환경 

요인에 대한 대응에서 개인의 역량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된다(Avolio & Waldman, 1994; Ng 

& Feldm, 2008). Kooij et al.(2014)는 연령지원적 조직 분위기를 위해서 성공적인 생애경

력개발의 네 가지 HR제도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중년 이상의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경력이 

외부고용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중년 근로의 기능적 개발을 지원하는 경력계획

을 지원하는‘개발 HR제도’(development HR practices)가 있다. 둘째, 인체공학적 조정

(ergonomic adjustment)을 지원하는‘기능 유지 HR제도’(maintenance HR practices)가 

있다. 셋째, 제2의 경력 전환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개별 근로자가 현재 수준의 기

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활용가능한 HR제도’(utilization HR practices)가 있다. 

넷째, 고령 근로자가 이전 역량 수준의 기능 발휘가 더 이상 불가능할 때 더 낮은 수준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이전 역량 수준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수용

적인 HR제도’(accommodative HR practices)가 있다. Korff et al.(2017)는 특히‘기능 

유지 HR제도’가 고령 근로자의 역량 저하를 막고 이들의 직무성과를 향상시킨다고 설명하

였다. Ilmarinen(2007), Van Dam(2007), Van Dam et al.(2017)과 이현주, 한태영

(2014) 등의 국내·외 연구자들도 인적 자원으로서 중년 근로자들의 일능력이 유지되고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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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직 차원의 연령관리(age management)의 노력에 따라 40대 중

반의 일능력이 65세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조직은 전략적 인사

관리 측면에서 중년 근로자의 역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한 인사 관행을 마

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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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출처 하위요인 영어 문항 연구자 1차 검토 연구자 2차 검토 연구자 3차 검토

1

Johnson

(2001)
직업전문성

I remain current on the trends 

and developments in my 

profession.

-
나는 내 직업의 동향을 잘 파악하며, 

그에 따른 전문성 개발을 하고 있다.

나는 내 직업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다른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2

I am an advocate of obtaining 

additional professional training in 

order to remain marketable. 

-

나는 시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직업교육을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나는 안정된 조직을 벗어나도 

취업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전문적 

직업교육을 기꺼이 받을 용의가 

있다.

3

With the skill set that I currently 

have, it is very likely that other 

organizations would view me as 

a value-added resource.

현재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볼 때, 

다른 회사도 나를 유능한 자원으로 

간주할 것 같다.

현재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볼 때, 

다른 회사도 나를 유능한 자원으로 

간주할 것 같다

현재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볼 때 

다른 회사에서도 나를 가치있는 

자원으로 간주할 것이다.

4
Fugate

(2008)

I have sought job assignments 

that will help me obtain my 

career goals.

-
나는 경력목표에 도움이 되는 

직무를 찾고자 노력해 왔다.

나는 내 경력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일들을 줄곧 찾아왔다.

5

Johnson

(2001)

고용자신감

There are many jobs available 

for me given my skills and 

experience.

나는 현재 능력과 경험을 고려해 볼 

때, 나에게는 앞으로 많은 이직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금 나의 능력과 경험 정도면, 선택 

가능한 일자리가 많다

현재 나의 능력과 경험 정도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6

If necessary, I could easily obtain 

a comparable position with 

another employer given my 

existing skill set(삭제)

지금 나의 능력과 경험 정도면, 다른 

회사에서도 지금과 동등한 조건의 

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현재 능력과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일자리 조건과 비슷한 일을 

쉽게 얻을 것이다.

7

I have a diversified set of skills 

that are easily transportable to 

other organizations.

내가 원할 경우 내 업무분야에서 

새로운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조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다양한 형태의 선택 가능한 

일자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8
I remain on top of existing job 

opportunities in my field. 

나의 업무 경험은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나의 업무 경험은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나는 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있다.

< 표 계속>

[부록 1] 외부고용가능성 측정 도구 수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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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출처 하위요인 영어 문항 연구자 1차 검토 연구자 2차 검토 연구자 3차 검토

9
Rothwell, 

et 

al.(2008)

노동시장 

인식

People in the career I am 

aiming for are in high demand 

in the external labour market.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다.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다.

내가 목표로 하는 분야는 외부 

노동시장에서 많은 수요를 갖고 

있다.

10

There is generally a strong 

demand for graduates at the 

present time(삭제).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직원 

채용 규모가 대체로 크다.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직원 

채용 규모가 대체로 크다

11
연구자 

추가

내가 일하는 분야는 노동시장에서 

경력직 인력의 채용수요가 있다.

내가 일하는 분야는 노동시장에서 

경력직 인력의 채용수요가 있다.

12

Rothwell, 

et 

al.(2008)

There are plenty of job 

vacancies in the geographical 

area where I am looking.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일자리가 많다.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일자리가 많다.

내가 일하는 분야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선택가능한 일자리 수요가 

있다.

13
Kirves et 

al.(2013)

My experience(skill, knowledge) 

is in demand on the labour 

market.

현재 내가 가진 기술·경험·지식은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있다.

현재 내가 가진 기술·경험·지식은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있다.

내가 가진 기술·경험·지식은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있다.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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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출처 하위요인 영어 문항 연구자 1차 검토 연구자 2차 검토 연구자 3차 검토

1

Bayl‐S
mith & 

Griffin 

(2014)

업무 내 

차별

I have fewer opportunities for 

promotion than those who are 

younger than me

나이 때문에 승진과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나이 때문에 승진기회와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나이 때문에 승진기회와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2

Those who are younger than me 

are provided with better 

job-assignments

나이 때문에 업무평가와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나이 때문에 업무할당과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나이 때문에 업무할당과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3

I have fewer training opportunities 

than those who are younger than 

me

나이 때문에 교육기회와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나이 때문에 교육기회와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나이 때문에 교육기회와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4

I am scrutinized more heavily in 

my performance evaluation than 

those who are younger than me

나이 때문에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나이 때문에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나이 때문에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5

업무 외 

편견 

I have sometimes been unfairly 

singled out because of my age

나이 때문에 회사에서 업무 외적인 

교류에 안 보이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낀다.

나이 때문에 회사에서 업무 외적인 

교류에 안 보이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낀다.

나이 때문에 업무 외적인 교류에 안 

보이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낀다.

6
I feel socially isolated because of 

my age

나이 때문에 회사에서 사회적으로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다.

나이 때문에 회사에서 사회적으로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다.

나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다.

[부록 2] 연령차별인식 측정 도구 수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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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본조사 설문지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과 비공식 네트워크, 일능력,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의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에 관한 연구」설문지

여러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참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은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가 개인적 특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외부고용가능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질문지는 총 7면이며, 응답하시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최대 10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

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는 회사의 사적 정보는 노출

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하기 어려워질 수 있사오니, 가

급적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문항에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평소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응답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설문 가운데 하나의 문항이 삽입되어 있습니

다. 설문 중간에 응답상태에 대한 질문“나는 이 설문에 최선을 다해 응답하고 있다”가 

나오면 무조건 5점으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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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의 비공식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ü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1. 나는 내가 속한 회사 내에서 폭 넓은 인간 관계를 맺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동료들은 내가 다른 회사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정기적으로 우리 회사 이외의 사람들과 교류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출신지, 학력, 성별, 직급 
등에서 매우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직업 분야에서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주변의 사람들은 무언가 알고 싶을 때는 나에게 온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귀하의 연령차별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ü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1. 나이 때문에 승진기회와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이 때문에 업무평가와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 때문에 교육기회와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이 때문에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이 때문에 업무 외적인 교류에 안 보이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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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의 경력적응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ü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1. 나는 내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개인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선택을 하기 전 대안들을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업무 관련 일을 처리하는 다른 방법들을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미래 모습은 어떨지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오늘의 선택이 내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해야 할 교육 및 경력에 대해 인식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경력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신념에 충실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자신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13. 일을 잘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 능력을 다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과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이 설문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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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ü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1. 나는 평소 새로운 도전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기대 수익이 높다면 

추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에 따른 위험을 

감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평소 다른 사람들보다 열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실패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린다(R).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남들보다 새로운 기회를 먼저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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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의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ü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1. 나는 내 직업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다른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안정된 조직을 벗어나도 취업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전문적 직업교육을 기꺼이 받을 용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볼 때 다른 회사에서도 
나를 가치있는 자원으로 간주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경력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일들을 
줄곧 찾아왔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나의 능력과 경험 정도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양한 형태의 선택 가능한 일자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목표로 하는 분야는 외부 노동시장에서 많은 
수요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일하는 분야는 노동시장에서 경력직 인력의 
채용수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일하는 분야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선택가능한 일자리 수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가진 기술·경험·지식은 노동시장에서 
선택가능한 일자리 수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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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귀하의 일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ü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자료의 

분석에만 사용되며, 개인의 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1. 당신이 최고로 좋았을 때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10점으로 
가정한다면, 현재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몇 점에 해당합니까?(0점은 
현재 당신이 전혀 일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10점은 최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일할 수 없음                                                                              최고의 

능력

  

2-1. 귀하의 일은                 입니까?
① 정신적인 일        ②육체적인 일      ③ 정신과 육체적인 일 둘 다 

포함

2-2. 당신의 일 중 육체적인 업무에 대한 현재 자신의 노동능력을 어느   
      정도로 발휘한다고 평가하십니까?

①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                   ② 조금 발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적으로 잘 발휘한다.  ⑤ 매우 적극적으로 
발휘한다.

 

2-3. 당신의 일 중 정신적인 업무에 대한 현재 자신의 노동능력을 어느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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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발휘한다고 평가하십니까?
①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                   ② 조금 발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적으로 잘 발휘한다.  ⑤ 매우 적극적으로 
발휘한다.

3. 아래의 목록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부상 숫자를 적어 주십시오.      

          갯수

4. 당신의 질병이나 손상이 현재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됩니까?
① 내 생각으로 나는 전혀 일을 할 수 없다고 느낀다.
② 나의 질병 때문에 비상근 작업만 할 수 있다고 느낀다.
③ 나는 종종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 방법을 바꾼다.
④ 나는 가끔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 방법을 바꾼다.
⑤ 일을 할 수 있지만, 약간의 통증이 생긴다.
⑥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될 만한 장애가 없다/질병이 없다.

목록

1. 사고로 인한 부상(예: 등 또는 팔/다리, 또는 화상)
2. 근골격계 질환(예: 관절, 근육 등의 반복적 통증, 신경통, 류마티스 등)
3. 심혈관계 질환(예: 고혈압, 협심증, 관상동맥 질환 등)
4. 호흡기 질환(예: 반복적인 호흡기 감염, 기관지 천식, 폐기종 등)
5. 정신 질환(예: 우울증, 탈진, 불안, 불면증 등)
6. 신경 질환(예: 청력 또는 시력 질환, 편두통, 간질 등)
7. 소화기 질환(예: 위염, 담석, 간, 반복적 변비 등)
8. 비뇨생식기 질환(예: 전립선, 생식기 질환)
9. 피부 질환(예: 알레르기, 발진, 하지정맥류 등)
10. 종양(예: 암)
11. 내분비/대사 질환(예: 당뇨, 비만, 갑상선질환 등)
12. 혈액 질환(예: 빈혈, 기타 혈액질환 등)
13. 선청성 기형
14. 기타 질환/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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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신은 건강 문제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직장에 나가지 못한 것은 총 
몇 일 입니까?

① 전혀 없음               ② 최대 9일                  ③ 10 ~ 24일  
 ④ 25 ~ 99일              ⑤ 100 ~ 365일 

6. 당신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향후 2년간 현재 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① 가망 없음               ② 불확실함                  ③ 비교적 
확신함   
 

7-1. 당신은 최근 매일 일상적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② 조금 드물게                ③ 가끔   
④ 조금 자주               ⑤ 항상
  

7-2. 당신은 최근 활동적이고 정신이 맑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② 조금 드물게               ③ 가끔   
④ 조금 자주                ⑤ 항상 

7-3. 당신은 최근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없음                ② 조금 드물게               ③ 가끔   
④ 조금 자주                ⑤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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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태어난 연도는?        년
2.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 졸업 ③ 대학교(4년제) 졸업 ④ 석사 졸업 ⑤ 박사 
졸업

3. 귀하가 근무하는 팀의 연령 구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대부분 45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음     
② 대부분 45세 미만으로 나이가 적음  

4. 귀하의 고용형태은?
① 정규직 ② 무기계약직 ③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 

5. 귀하가 느끼는 조직의 심리적 정년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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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External Employability, 

Work Ability, Informal Network, Entrepreneurship and Career 

Adaptability: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Age Discrimination 

on Middle-aged Male Workers in the Banking Industry    

By Yoowoo Lee

Dissertation for the Doctor of Philosophy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20

Major Advisor: Chyul-Young Jyung.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age discrimination in structural relationships of work ability, informal network, 

entrepreneurship and career adaptability of middle-aged male workers in the 

banking indust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theories were established and anyalyzed: First, the theoretical research model of 

middle-aged male workers was appropriate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external employability and work ability, informal network, career adaptability. 

Second, direct relationships among the external employability of middle-aged 

male workers and the work ability, informal network and career adaptability was 

investigated. Third, career adaptability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among work ability, informal network, entrepreneurship and external 

employability. Fourth, age-discrimination of middle-aged male workers ha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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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ed mediating effect in their work ability, informal network, career 

adaptability and relationships with external employability.

The distribution and collection of data was conducted online from mid-April 

2020 to mid-May 2020. A total of 432 samples were removed from 58 

considered missing, abnormal and careless responses, and a model analysis was 

finally performed using 374 samples. The data analysis used IBM SPSS 

Statistics 23.0, STATA 15 and Mplus 7, all of which were treated based on a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05.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test of the suitability of a 

structural model in which external employability, work ability, informal network, 

entrepreneurship and career adaptability recognized by middle-aged male 

workers in the banking industry reasonably predi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Second, work ability, informal network, entrepreneurship, career 

adaptability of middle-aged male workers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external employability. Third, career adaptability had mediating effects among 

work ability, informal network, entrepreneurship and external employability. 

Fourth, the adjusted effects of age-discriminatory perceptions had a moderated 

mediating effects in the work ability, informal network, entrepreneurship, career 

adaptability and external employability of middle-aged male work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presented: 

First, this study established hypotheses based on prior research and theory and 

presented causal structural models. Under these assumptions, the structural 

model was suitable for explaining the possibility of external employability for 

middle-aged male workers in the banking industry and interpreted as a 

reasonable prediction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Second, work 

ability, informal network, entrepreneurship and career adaptability had direct 

effects on external employability. Third, work ability, informal network and 

entrepreneurship not only had direct effects on external employability, but also 

had indirect effects through the career adaptability. That is, although work 

ability, informal network and entrepreneurship in itself had increased the lev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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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employability for middle-aged male workers and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Fourth, the higher age-discrimination perception of 

middle-aged male workers, the indirect effects of work competency, informal 

network and entrepreneurship through career adaptation are mitigated.

Based on the discussion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the suggestions for 

subsequent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follow-up studies need to expand the 

research target to middle-aged workers in other organizations and country. 

Second, a follow-up study needs to be carried out on the external employability 

according to the employment type of middle-aged workers. Third, a follow-up 

study needs to be carried out to uncover the causal relationship of external 

employability by utilizing various variables as well as career adaptability. Fourth, 

in addition to the negative controlled mediating effect of ageism, studies on 

variables with positive controlled mediating effects need to be carried out. Based 

on the discussion and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practical suggestion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organizational supports are needed to enhance the 

career adaptability of middle-aged workers in the rapidly changing labor market 

environments. Second, while an individuals career management is also important 

for sustainable employment and career, companies should create an 

age-supporting cultures. 

Key Words: middle-aged male worker, external employability, work ability, 

informal network, entrepreneurship, career adaptability, 

age-discrimination

Student Number: 2017-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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