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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아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가, 지각

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구조모형

을 설정하고 분석하여 구조모형 내에서의 변인 간 영향 관계를 구명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로 대기업의 기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제공하고 있는 1000대 기업체 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적정 표본 

수는 사회과학에서 신뢰할만한 표본의 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제시하는 

적정 수준의 표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총 400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유의표집을 

통하여 표집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도구는 경력관리행동, 지각된 규범 및 실행의지 도구는 

기존 도구들의 구인을 수정·보완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핵심자기평가 도구

는 자아존중감, 일반 자기효능감, 내적통제, 정서적 안정성 각 구인별 

Rosenberg(1965), Jones(1986)와 Sherer 등(1982), Levenson(1981), Costa와 McCrae(1992)

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결과기대는 Lent 등(2013)이 개발한 12문항으로 

구성된 결과기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하여 모든 조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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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온라인 조사와 우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총 396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

실응답, 이상치 응답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36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Windows SPSS 18.0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구조모형에 대한 관계 구명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05

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

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 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모두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구조 관계가 확인되었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

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615)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실행의지는 유의미한 간접효과(B=.114)를 보였다.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와 실행의지 역시 유의미한 

간접효과(B=.059)가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은 경력

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18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규범

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으나, 실행의지는 유의미한 간접효과(B=.061)를 보였다.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

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와 실행의지 역시 유의미한 간접효과(B=.018)가 나타났

다. 넷째,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지만,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는 유의미한 간접효과(B=.109)

가 나타났다. 다섯째,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37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는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에 핵심자기

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 핵심자기평가와 지각된 규범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결과

기대와 실행의지에 선행하며 결과기대는 실행의지에 선행하였다. 실행의지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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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변인이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주요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둘째, 핵심자기평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실행의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기대와 실

행의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핵심자기평가는 경력관리행

동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모두 크게 나타나 경력관리행동 발현 및 촉진에 

주요한 변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지각된 규범은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

인 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실행의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규범은 핵심자기평가와 비교하여 경력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

게 나타나고 있으나, 경력관리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

을 확인하였다. 넷째,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실행의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행의지는 모든 변인이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주요한 매개변인

으로 나타나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

째,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탐색하고, 정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영향 관계 구명이 필요하다. 둘째,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대

한 동기수준 뿐 아니라, 동기유형에 따른 경력관리행동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셋째, 경력관리행동 발현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매개변인들을 구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 대상을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하여 집단 간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차이를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의 

일반화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대상을 설정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경력관리행동,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실행의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구조방정식 모형, 다중 매개효과 분석, 팬텀변인

학번: 2011-30325





- v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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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가설

용어의 정의

연구의 제한

II. 이론적 배경··························································································1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

경력관리행동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III. 연구 방법····························································································83

연구 모형

연구 대상

조사 도구

자료 수집

자료 분석



- vi -

IV. 연구결과 및 논의·············································································13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정규성 검증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의 분석 및 모형수정

최종 구조모형 분석

경력관리행동과 관련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 분석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V. 요약, 결론 및 제언············································································183

요약

결론

제언

참 고 문 헌·····························································································193

부록········································································································ 221

부록 측정도구별 원문과 번안문

부록 예비조사 설문지

부록 예비조사 분석 결과

부록 본조사 설문지

Abstract ··································································································253



- vii -

<표 Ⅱ-1> 성인시기별 경력개발 과제 ·······································································13

<표 Ⅱ-2> 경력관리행동의 정의 종합 ·······································································20

<표 Ⅱ-3> 경력관리행동의 구성요소 종합 ·······························································28

<표 Ⅱ-4> 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 ·············································································33

<표 Ⅱ-5> 핵심자기평가 측정도구 ·············································································48

<표 Ⅱ-6> 지각된 규범 측정도구 ···············································································54

<표 Ⅱ-7> 결과기대 측정도구 ·····················································································60

<표 Ⅱ-8> 실행의지 측정도구 ·····················································································65

<표 Ⅱ-9> 경력관리행동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종합 ···········································80

<표 Ⅲ-1> 최종 조사 도구 구성 ·················································································89

<표 Ⅲ-2> 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 예비조사 이후 문항 수정 사항 ···················96

<표 Ⅲ-3> 최종 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 하위요인 및 문항 ·································96

<표 Ⅲ-4> 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97

<표 Ⅲ-5> 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98

<표 Ⅲ-6> 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99

<표 Ⅲ-7> 핵심자기평가 측정도구 예비조사 이후 문항 수정 사항 ·················101

<표 Ⅲ-8> 최종 핵심자기평가 측정도구 하위요인 및 문항 ·······························101

<표 Ⅲ-9> 핵심자기평가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102



- viii -

<표 Ⅲ-10> 핵심자기평가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03

<표 Ⅲ-11> 최종 지각된 규범 측정도구 하위요인 및 문항 ······························109

<표 Ⅲ-12> 지각된 규범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109

<표 Ⅲ-13> 지각된 규범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10

<표 Ⅲ-14> 지각된 규범 측정도구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111

<표 Ⅲ-15> 결과기대 측정도구 예비조사 이후 문항 수정 사항 ······················113

<표 Ⅲ-16> 최종 결과기대 측정도구 하위요인 및 문항 ····································113

<표 Ⅲ-17> 결과기대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113

<표 Ⅲ-18> 결과기대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14

<표 Ⅲ-19> 실행의지 측정도구 예비조사 이후 문항 수정 사항 ······················119

<표 Ⅲ-20> 최종 실행의지 측정도구 하위요인 및 문항 ····································119

<표 Ⅲ-21> 실행의지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120

<표 Ⅲ-22> 실행의지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21

<표 Ⅲ-23> 모형적합지수 해석 기준 ······································································129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33

<표 Ⅳ-2>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137

<표 Ⅳ-3> 관찰변인의 단변량 정규성 및 다변량 정규성 분석 결과 ···············139

<표 Ⅳ-4>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140

<표 Ⅳ-5>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142

<표 Ⅳ-6>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143

<표 Ⅳ-7>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145



- ix -

<표 Ⅳ-8> 측정모형의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145

<표 Ⅳ-9> 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의 단일요인 검증 ···········································146

<표 Ⅳ-10> 측정모형과 동일방법요인 추가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 ············148

<표 Ⅳ-11>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149

<표 Ⅳ-1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150

<표 Ⅳ-13>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R2) ····························································150

<표 Ⅳ-14> 초기모형과 대안모형의 모형 적합도 ··············································153

<표 Ⅳ-15> 초기모형과 대안모형의 모형 적합도 비교 ······································154

<표 Ⅳ-16> 대안모형과 수정모형의 모형 적합도 ················································155

<표 Ⅳ-17> 대안모형과 수정모형의 모형 적합도 비교 ······································156

<표 Ⅳ-18> 초기모형과 최종모형의 모형 적합도 비교 ······································157

<표 Ⅳ-19>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158

<표 Ⅳ-20> 최종구조모형의 잠재변인 다중상관자승(R2) ··································159

<표 Ⅳ-21> 핵심자기평가의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직접 영향 관계 분석 결과 ····161

<표 Ⅳ-22>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62

<표 Ⅳ-23>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와 실행의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6

<표 Ⅳ-24> 지각된 규범의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직접 영향 관계 분석 결과 ······164

<표 Ⅳ-25>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65

<표 Ⅳ-26>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와 실행의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66



- x -

<표 Ⅳ-27>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68

<표 Ⅳ-28> 실행의지의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직접 영향 관계 분석 결과 ····169

<표 Ⅳ-29> 연구가설 검증 결과 종합 ····································································170



- xi -

[그림 Ⅱ-1] 경력단계의 새로운 모형(Hall, 1993) ···············································14

[그림 Ⅱ-2] 조직의 경력개발 모형(Gutteridge & Otte, 1983) ······················18

[그림 Ⅱ-3] 사회인지 경력이론의 흥미발달모형(Lent et al., 2006) ··············36

[그림 Ⅱ-4] 계획행동이론(Ajzen, 1991) ································································38

[그림 Ⅱ-5] 핵심자기평가 개념(Hiller & Hambrick, 2005) ····························45

[그림 Ⅱ-6]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구분(Bandura, 1986) ·························55

[그림 Ⅲ-1] 연구 모형 ································································································84

[그림 Ⅲ-2] 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의 개발 절차 ················································91

[그림 Ⅲ-3] 경력관리행동의 개념적 구인화 모형 ················································92

[그림 Ⅲ-4] 지각된 규범 측정도구의 개발 절차 ·················································104

[그림 Ⅲ-5] 지각된 규범의 개념적 구인화 모형 ···············································105

[그림 Ⅲ-6] 실행의지 측정도구의 개발 절차 ·······················································115

[그림 Ⅲ-7] 실행의지의 개념적 구인화 모형 ·······················································116

[그림 Ⅳ-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141

[그림 Ⅳ-2] 비측정 단일 동일방법요인을 추가한 동일방법편의 분석 모형 ···147

[그림 Ⅳ-3] 경력관리행동과 관련 변인의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 ···················148



- xii -

[그림 Ⅳ-4] 대안모형1 (초기 구조모형에 ‘핵심자기평가 → 경력관리행동’ 

경로 추가 모형) ··················································································152

[그림 Ⅳ-5] 대안모형2 (대안모형1에 ‘지각된 규범 → 경력관리행동’ 경로 

추가 모형) ····························································································153

[그림 Ⅳ-6] 수정모형 (대안모형2에 ‘결과기대 → 경력관리행동’ 경로 제거 

모형) ······································································································155

[그림 Ⅳ-7] 경력관리행동과 관련 변인의 최종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 ·········156

[그림 Ⅳ-8] 팬텀변인을 사용한 다중매개 효과 분석 모형 ·······························160



- 1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의 경력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난 직업 유연성의 증가와 직업 안정성의 붕

괴는 개인의 경력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과거처럼 조직에 의해 수동적으로 

경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 각 개인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경력에 대해 관

심을 가지고 자신의 경력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Arthur, 

Khapova & Wilderom, 2005; De Vos, Dewettinck & Buyen, 2009; Sullivan, 1999). 

이처럼 개인 중심의 경력개발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최근의 경력관련 연구들 

역시 보다 유동적이고 개인에 초점을 맞춘 경력 개념을 강조하고, 무경계 경력태

도, 프로틴 경력태도와 같은 새로운 경력태도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rthur, 1994; Collin, 1998; Hall & Mirvis, 1996). 그러나 경력관리에 있어 행동

(behavior)은 태도(attitude)와 구별되는 것으로(Barnett & Bradley, 2007; Briscoe, 

& Hall, 2006), 태도는 행동으로 항상 연결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동이라는 보다 실제적인 결과 측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봉환, 1997; Ajzen, 1991). 

최근들어 개인의 경력계획, 주도적 경력행동, 개인경력관리, 경력역량, 경력계획 실

천행동, 경력관리행동 등 개인의 경력관리와 관련된 행동측면을 다루는 연구들이 

차츰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적인 경력관리행동을 경력만족, 경

력몰입, 경력성공 등의 경력성과의 주요 전제요건으로 간주하고(Eby, Butts & 

Lockwood, 2003; King, 2004; Seibert, Kraimer & Crant, 2001), 경력관리행동과 

경력성과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경력관리행동이 경력성과에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경력관리행동 관

련 선행연구들은 경력관리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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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선행연구들에서는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개념 및 측정에 대한 고려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경력관리행동의 개념 정의에 있어 경력탐색 

및 경력계획에만 초점을 두어 경력관리행동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최근들어 경력계획 이후의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실행을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경력관리행동 개념이 정의되고 있으나, 경력관리에 있어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경력평가를 포괄하는 개념 정의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

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경력관리행동 측정에 있어서도 인지, 태도, 행동 측면을 혼

재하여 측정하는 연구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었으며, 경력평가와 관련된 측정도

구가 부재하는 등 경력관리행동의 개념과 측정이 일치되지 못한 측면도 보이고 

있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경력관리행동의 선행조건(antecedents)을 단편적으로만 살

펴봄으로써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력관리행동 관련 선행연구들은 경력관리행동을 독립변인(Gould, 

1979; Noe, 1996; Orpen, 1994) 또는 매개변인(Abele & Wiese, 2008; Barnett & 

Bradley, 2007; De Vos & Soens, 2008)으로 설정한 연구들이 대다수였다. 이에 어

떤 요인들에 의해 경력관리행동이 촉진되는지, 즉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경

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크게 자아존중감(Aryee & Deborah, 1992; 

Gloud, 1979; Korman, 1976), 자기효능감(박희준, 2013; Hurtz & Williams, 2009), 

통제위치(Aryee & Deborah, 1992; Gloud, 1979; Hurtz & Williams, 2009; 

Thornton, 1978), 핵심자기평가(이동하, 탁진국, 2008) 등 자신에 대한 인식 측면

의 변인들과 상사의 지원(신영숙, 2010; 현영섭, 2010), 동료의 지원(이기은, 2008; 

Sturges et al., 2002), 조직에서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Hurtz & Williams, 2009; 

Sturges et al., 2002) 등 조직지원에 초점을 둔 외부환경 변인들이 주요하게 다루

어져왔다. 그러나 경력관리행동이 목표지향적인 의도적 행동(최동선, 2003; 

Blustein, 1989; 1997; Gould, 1979; Stumpf & Lockhart, 1987)이라는 점에서 경력

관리행동과 관련된 동기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변인들을 보다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행동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에서 동기는 목표지향 행동을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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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방향을 지어주며 유지하는 힘으로서, 사람의 성취행동이나 노력 정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행변인(Gredler, 2005/2006; Lawler, 1994; Mertz & McNeely, 1990)

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력관리행동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동기관련 변인들이 

폭넓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기

대(최동선, 2003), 조직의 기대(Sugalski & Greenhaus, 1986) 등 보다 다양한 동기

적 속성을 지닌 변인들이 일부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경력관리행동과 관련하

여 보다 다양한 동기적 속성을 지닌 변인들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력관리행동 선행연구들은 경력관리행동이 어떻게 발현되고 이루

어지는지, 즉 경력관리행동의 발현 과정(process)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경

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경력관리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에만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왔다. 즉, 경

력관리행동에 대한 선행변인에만 초점을 두고, 이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주로 이

루어졌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단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발현되기보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현되고 촉진된다는 점(Ajzen, 1991; Heckhausen 

& Dweck, 1998)에서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별 요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사고와 행위의 직선적인 관계보다는 사고와 행위를 연결하는 매개변인들을 탐색

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돌려야 함을 지적하며, 행위 발현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함

을 강조하고 있다(김봉환, 1997; 최동선, 2003; Ajzen, 1991; Flum, 2001). 

비교적 최근에서야 경력관리행동과 관련하여 행동발현 과정을 밝히려는 연구

(Arnold et al., 2006; Millar & Shevlin, 2003; Song et al., 2006; Van Hooft et al., 

2004; Wanberg et al., 2005; Zikic & Saks, 2009)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

요 연구대상이 청소년 및 구직자로 한정된 경향이 많았으며, 각 변인들의 개별 

특성 측면만을 살펴보거나, 각 변인과 경력관리행동과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만을 

살펴보고 있어, 이들 변인 간의 유기적 영향 관계를 살펴보지는 못하고 있다. 다

양한 인지, 동기, 행동이론(Ajzen, 1991; Lent et al., 2005; 2013; Porter & Lawler, 

1968; Vroom, 1964)들과 실증 연구(Deci & Ryan, 2000; Erez & Judge, 2001; 

Hollenbeck & Klein, 1987; Jacobs & Harvey, 2005; Neuenschwander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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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개별 특성 변인은 서로 유기적 영향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기에 각 변

인 간의 유기적 영향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새롭게 하여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보다 다양한 동기적 속성 변인들을 설정하여, 경력관리행동

과 관련 영향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함으로써 경력관리행동의 발현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경력관리행동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자신에 대한 광

범위한 인식인 핵심자기평가를 설정하였다. 경력관리행동이 자신에 대한 신념 외

에도 외적인 자극이나 강화에 의해서도 촉진되어지고 발현될 수 있다는 점

(Krumboltz & Thoresen, 1964; Sugalski & Greenhaus, 1986)을 고려하여 개인이 

속한 환경적 맥락 속에서 개인이 지각한 기대, 지지 및 압력인 지각된 규범 변인 

역시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 

의지 역시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동기적 변인이 될 것이라 판단되

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동기 요인 중 결과기대와 실행의지 변인에 초점을 

두었다. 결과기대는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과 Lent 등(1994)의 사회인지 

경력이론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으로, 행동수행의 동기를 유발하는 주요 

변인으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실행의지는 특정 행동을 수행하고 이를 유지

하려는 개인의 의사 및 능력(Kuhl, 1985)으로 최근들어 행동발현 및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들은 다

양한 이론과 실증연구들을 통해 유기적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경력

관리행동에 있어 이러한 변인들이 어떻게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적으

로 밝힌 연구는 없었기에, 이 연구에서는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모든 

개인에게 있어 경력관리행동은 중요할 것이나, 경력이 소속된 조직과 개인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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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에서 형성(문재승, 최석봉, 2012)되며, 경력관리 주체가 ‘회사주도형’에서 

‘개인주도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대한상공회의소, 2005; 신영숙, 2010)

에서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경력관리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오늘날 사무직 근로자는 지식근로자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조직 내 주요한 주체로 인식되고 있으며(김은석, 2011), 상

대적으로 다양한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에(이찬 외, 2008), 

이 연구의 목적에 보다 부합한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경력관리행동에 있어 조직

은 경력개발이 일어나는 주요 맥락과 환경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Baruch, 1999; 

De Vos et al., 2009)으로 조직형태나 규모가 개인의 경력관리행동에 주요하게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다양한 경력개

발제도 및 기회 제공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경력관리를 지원(이찬 외, 2008)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비해 조직내외적으로 다양한 경력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대

한상공회의소, 2011). 이에 대기업이 조직 내에서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이 연구에 보다 적합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자신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과 함께 개인이 지각한 외부 

강화 요인, 그리고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인지적 동기 변인인 결과기대와 실행의

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이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경력관리행동 발현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력관리

행동 촉진을 위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외부환경에 대한 지각, 행동에 대

한 결과기대 수준을 높이고 실행의지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 뿐 아니라 조직에서 조직구성원들의 경력관리행동 촉진 및 

강화를 위하여 경력관리제도 수립 외에 보다 다양한 개입 요소들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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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가, 지각

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

과기대 및 실행의지 간의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고, 설정한 모형이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한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가 간의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지각된 규범 간의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결과기대 간의 영향 관계를 구명

한다. 

다섯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실행의지 간의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3. 연구 가설

이 연구의 목적과 연구목표에 따라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 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 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변인 간 구조관

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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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

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

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a.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안가설)

가설 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은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은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

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은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

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은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a.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은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안가설)

가설 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결과기대는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

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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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사무직 근로자(Office Workers)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전체 또는 특

정 부문을 대상으로 계획, 실행, 평가 과업에 필요한 문서처리, 커뮤니케이션, 정

보관리, 의사결정 활동을 주로 사무실 내에서 영속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

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이찬 외, 2008). 특히 오늘날의 사무직 근로자는 경영활

동에 필요한 활동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로 인식(김은석, 2011)되고 있기에, 

이 연구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를 직업분류상의 단순사무직 뿐 아니라 연구개발 

인력 등 고도의 지적 활동을 요하는 전문직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경력관리행동(Career Management Behavior)은 개인이 자신과 주변 환경을 탐

색하여, 경력목표 설정 및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력전략들을 

실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활동과정(process)으로 정의된다. 이 연구에

서 경력관리행동은 경력탐색행동, 경력계획행동, 경력전략실행행동, 경력평가행동

으로 구성된다. 경력관리행동 수준은 Gould(1979), Gould와 Penley(1984), Orpen 

(1994), 신영숙(2010) 등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에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핵심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s)는 개인이 자기 자신과 타인, 주변 환경을 

지각하여 자신의 가치, 능력에 대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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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 Locke & Durham, 1997; Judge et al., 1998)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핵

심자기평가는 자아존중감, 일반 자기효능감, 내적통제, 정서적 안정성으로 구성된

다. 핵심자기평가 수준은 핵심자기평가를 구성하는 4가지 구성요소별로, 자아존

중감은 Rosenberg(1965)의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일반 자기효능감은 Chen, Gully와 Eden(2001)의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

된 단축형 자기효능감 척도, 내적통제는 Levenson(1981)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된 

내적 통제위치 하위척도(Internal subscale), 정서적 안정성은 12개 문항으로 구성

된 Eysenck Personality Inventory(Eysenck & Eyenck, 1968)의 신경과민증 하위척

도에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지각된 규범(Perceived Norm)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개인이 경력관리행동 수

행과 관련하여 개인적, 집단적으로 지각한 기대, 지지 및 압력으로 정의된다. 그

동안 지각된 규범은 개인, (특정)집단에서 지각한 기대 및 압력만을 의미하였으

나 이 연구에서는 경력관리행동이 변화하는 사회, 직업 및 조직 환경과 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문화적으로 지각한 기대, 

지지 및 압력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지각된 규범은 상사규

범, 동료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으로 구성된다. 지각된 규범 수준은 Ajzen 

(2002a), Park과 Smith(2007), 차동필(2010)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

한 지각된 규범 측정도구에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는 경력관리행동 수행으로 기대되는 결과에 대

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결과기대는 내재적 결과기대, 외재적 

결과기대로 구성된다. 결과기대 수준은 Lent 등(2013)의 결과기대 측정도구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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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가 우리나라 사무직 근로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결과기대 측정도

구에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말한다. 

실행의지(Implementation Volition)는 경력관리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 및 주의제어 능력으로 정의된다. 선행연구들의 실행의지 개념에서는 특정행

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사 및 의도 측면만을 강조하였으나, 이 연구에서

는 행동에 대한 의도와 더불어 특정행동을 수행하고 유지하고자 자신의 주의를 

제어하는 능력적인 측면을 포괄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행의지는 

의도, 주의제어로 구성된다. 실행의지 수준은 Bagozzi, Baumgartner와 Pieters 

(1998)의 의지 측정도구와 Kuhl과 Fuhrmann(1998)의 의지구성요소검사(Volitional 

Component Inventory)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실행의지 측정도구에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말한다. 

5. 연구의 제한

첫째, 이 연구의 모집단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현황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

는 문헌이 없었기에, 이 연구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제시한 

1,000대 기업 중 자료 수집 접근이 가능한 기업의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

의표집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표본 집단 이외의 기업 

상황에 적용시킬 때에는 해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

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실제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

어 자기보고로 기술된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에 개인에 따라 

방어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함으로써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

준이 과소 또는 과대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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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

근로자(勤勞者)는 사전적으로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국립국

어원, Retrieved 2014. 09. 28)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정신노동 또는 육체노동)를 제공

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사무직 근로자는 정신노동 비중이 큰 근로자로서 조직 

내 규정 및 지침 또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지시와 권한위임에 기초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전체 또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계획, 실행, 평가 과업

에 필요한 문서처리, 커뮤니케이션, 정보관리, 의사결정 활동을 주로 사무실 내에

서 영속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이찬 외, 2008). 

사무(事務) 직무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사무실에서 하는 문서의 생산·유통·보

존 및 검색을 중심으로 서류에 관한 작업(paper work) 또는 서기적인 일(clerical 

work)을 의미하는 것에서 최근들어 단순한 서기적인 일들 뿐 아니라 경영활동에 

필요한 수단인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분석·평가·보관 

및 검색하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이광재 외, 2002)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사무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은 사회 통념적으로 생산과정에 직적 참여하는 육체노동

자인 생산직의 반대 개념으로 간주하여 사용되고 있다(심윤종 외, 1987; 이찬 외, 

2008). 이처럼 사무직을 화이트칼라(white collar)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찬 

외, 2008)이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무직을 행정, 설계, 분석 및 계획, 감독·경

영, 상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심윤

종 외, 1987). 또한 오늘날에는 사무직의 범주가 사무의 시스템화, OA화가 진전

되면서 점차 지적·창조적·비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전문직(전문사무직)과 단

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단순직(단순사무직)으로 양극화되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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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을 단순사무직 뿐만 아니라 고도의 지적 활동을 요하는 전문직까지 확대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이찬 외, 2008). 

이와 같이 사무직 근로자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전체 또는 특정 부

문을 대상으로 계획, 실행, 평가 과업에 필요한 문서처리, 커뮤니케이션, 정보관

리, 의사결정 활동을 주로 사무실 내에서 영속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를 직업분류상의 단순 사

무직 뿐 아니라 연구개발 인력 등 고도의 지적 활동을 요하는 전문직까지 포괄

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기업의 형태는 크게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은 중소기업법 제 2

조에 근거하여 업종별로 상시 종사자 수와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

식이다. 이에 따르면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조업을 기준으로 볼 때, 최

대 상시 종사자 수가 300인 미만, 매출액 200억원 이하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에 해당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며 그 이상인 경우를 대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경우 인

원, 자본금, 매출액 등에 근거한 분류가 업종별로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을 정립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매출액 등의 일관된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

여 살펴보고 있다. 

사무직 근로자와 대기업의 정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

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전체 또

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계획, 실행, 평가 과업에 필요한 문서처리, 커뮤니케이

션, 정보관리, 의사결정을 활동을 주로 사무실 내에서 영속적으로 수행하는 직무

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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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의 특성은 크게 ①성인의 경력

개발 및 경력관리 특성과 ②지식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 특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성인(adult)’으로 성인기의 경력개발 특

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Greenhaus 등(2000/2002)은 다양한 경력개발 문헌들

과 Levinson(1986)의 생애발달모형을 토대로 직업선택에서부터 조직입사, 경력초

기(확립과 성취), 경력중기, 경력말기 단계로 구성된 성인의 경력개발 5단계 모형

을 개발하고, 단계별 주요 연령과 경력개발 과제를 제시하였다. Greenhaus 등

(2000/2002)은 그들이 제시한 경력개발 단계가 매우 이상적(ideal)인 경력유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인의 자연 연령과 연결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

고 있다. 이에 경력개발 과제와 성인 단계(시기)를 연결하되 <표 Ⅱ-1>과 같이 

각 성인 단계별 주요 경력개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성

인의 경력개발 모형을 제안하였다. 

경력단계 경력개발 과제
성인 단계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말기

직업선택
 직업탐색

 직업선택

조직입사
 조직입사

 직무선택

경력초기
 확립

 성취

경력중기
 재평가

 생산성 유지

경력말기
 생산성 유지

 퇴직 준비
자료 경력개발 및 관리 제 판 탁진국 역 서울 시그마

프레스 원저 출판 재구성
주 매우 자주 자주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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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역시 초기에는 연령에 따라 ‘탐색-시도-확립-유지-쇠퇴’로 이어지는 과

정으로 경력단계 모형을 제시하였으나(Hall, 1976), 기술의 가속화 추세와 함께 

기술혁신의 주기가 짧아지고 전이형(transitory) 경력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

연령이 아닌 경력연령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경력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Hall, 

1993). Hall(1993)은 개인의 경력단계는 자연연령이 아니라, 한 개인이 머무르는 

분야별로 탐색→시도→확립→숙달을 거쳐 다시 탐색으로 이어지는 경력단계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그림 Ⅱ-1] 참고). Hall의 새로운 경력모형은 21세기 지식사

회의 근로자들이 추구할 경력을 보여주고 있으며(남춘호, 2005), 경력개발이 일회

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 경력관련 학자들이 제안한 성인의 경력개발 모형들이 설명하는 바와 같

이 성인은 연령별로 경력발달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경력에 따라 지속

적으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유동적인 경력발달 특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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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은 탈 근대화, 세계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사회환경과 

직업환경 그리고 조직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성인의 경력개발 모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성인 경력개발 특징은 탐

색과 결정이 주요 과업인 청소년의 진로개발과 달리 탐색, 선택(시도)에서 더 나

아가 확립, 성취, 숙달 및 생산성 유지 그리고 퇴직(쇠퇴)에 이르기까지 보다 폭

넓은 경력개발 단계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단계를 일회적인 아닌 반

복적으로 경험함에 따라 성인의 경력개발은 보다 역동적이며 다차원적으로 이루

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성인기의 경력개발 특성으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성인 개인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강조하는 경력개발 및 경력관

리의 필요성이다(김은석, 2011; 김정인 외, 2007; 진미석, 윤형한, 2004; Hall, 

1993). 성인 특히 조직 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동안 조직 주도의 안

정적이고, 수직적인 상향적 이동에서 개인 주도적이고 유동적이며 수평적이고 상

향적-하향적인 이동을 모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경력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이러한 특성은 보다 강조되고 있다. 실제 재직근로자의 경우 적어도 한번 이상 

앞으로 직업이나 직장이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85%이상을 점하고 있다

(진미석, 윤형한, 2004). 현재의 조직 내에서 경력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4

명중 1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나타나고 있어(진미석, 윤형한, 2004)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의 주체가 조직에서 개인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

은 경력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 조직 내 개인은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관리

할 필요성 증대, 경력개발 및 관리에서의 역할 확대와 더불어 그 책임도 더욱 가

중되고 있다(Arthur, Khapova & Wilderom, 2005; De Vos, Dewettinck & Buyen, 

2009; Sullivan, 1999). 즉 조직 내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이끌어야 한

다는 주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지식정보사회 도래로 인하여 조직 내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면서 사무직 

근로자들은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김은석, 2011). 

이로 인하여 사무직 근로자는 조직 내 역할의 확장과 더불어 전문지식과 창의력

을 갖춘 지식 근로자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조직 내 지식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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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 개인과 조직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끊임없이 자기개발 및 관리를 하는 

사람(양인숙, 2003)으로 자신의 전문지식 및 창의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경력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사무직 근로자는 지식근로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개인측면에서도 자신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력관리를 해야 하며, 조직측면에서도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주체로 경력관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경력관리의 주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있어서도 사

무관리분야의 지원인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05). 또한 

고학력 사무직일수록 경력전환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과 준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고학력 사무직일수록 경력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진미석, 윤형한, 200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는 지식근로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실제 

경력관리의 주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있어서 대기

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인원이 전체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인원

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05).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사

무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 기업 내 근로자 

경력개발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찬 외, 

2008). 

성인기의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 특성과 지식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 

특성 그리고 대기업 경력관리 및 지원 특성에 비추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는 지

속적으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경력발달 특성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경력을 탐색하고 선택하며 이에 적응하고 성취하는 경력 사이클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 개인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경력개발에 참여하고 

경력관리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점차 대기업 사무직 근로

자는 지식근로자로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조직 내 주요한 주체로 인식되면

서 상대적으로 조직의 경력관리지원을 다양하게 받고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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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관리행동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경력관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

펴보면 경력(career)이란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총체

적 경험(Greenhaus, 1987; Hall, 1976)으로 한 개인이 일생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

험하고 거쳐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일생을 통해 수행하게 되는 일의 

총체로 개인의 생애직업발달과 그 과정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김충기, 1986). 

그러한 의미에서 경력관리(career management)는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총체적 활동 및 경험들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리(u
理)는 사전적으로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거나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한다는 의미(국립국어원, Retrieved 2014. 09. 28)로 정의되며, 보다 일반적으

로는 일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여러 요소들을 적

절히 결합하여 그 운영을 지도·조정하는 기능 또는 그 작용(doopedia, Retrieved 

2014. 04. 20)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관리는 계획·조직·통제라는 세 가지 부

분의 기능을 내포하는데 계획은 예정된 행동의 코스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실행을 통하여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는 구성을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통제는 계획과 실제 실행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며, 다음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을 말한다(Doosan Corporation, Retrived 2014. 04. 20). 따라서 경력관리는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총체적 활동 및 경험들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통

제하는 기능 또는 그 작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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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관점에서 경력관리는 초기에는 조직의 경력개발 측면으로만 이해되어

져 왔으며, 특히 경력개발에 있어 조직의 활동으로 국한된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

다(김정인 외, 2007; Gutteridge & Otte, 1983). 조직의 경력개발에 있어 조직의 

활동을 경력관리로, 조직구성원인 개인의 활동을 경력계획으로 구분하여 조직의 

경력개발을 개인의 경력계획 활동과 조직의 경력관리 활동의 결합으로 얻어지는 

결과로 이해하였다(Desimone & Harris, 1998; Gutteridge & Otte, 1983). 

그러나 최근들어 경력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경력개발 모형에서 제

시된 바와 같이 개인의 경력계획 노력은 조직의 경력관리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

으로만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이기은, 2008). 오늘날에는 개인의 경력이 하나의 

조직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조직의 경계를 뛰어넘어 확대될 수 있기에 개인의 

경력계획 노력은 하나의 조직에만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즉, 무경계 경력

(boundaryless career)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Arthur & Rousseus, 1996) 개인

의 경력계획은 조직 내 뿐 아니라, 조직 외 이동성 역시 고려하는 형태로 나타나

고 있다. 또한 경력개발에 있어 비교적 수동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개인은 과거에 

비해 경력개발에 있어 그 역할이 강조 되고, 경력개발의 핵심 주체가 되면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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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개발에 있어 개인의 경력계획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이기은, 2008). 이

에 따라 기존의 경력계획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경력계획 수립뿐 아니라 

계획 이후 실행 및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개인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경력관리란 

용어가 개인의 경력개발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Strurge et al., 

2002). 

이에 최근에는 경력관리란 용어를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 모든 부분에 사

용되고 있다(문재승, 최석봉, 2012; 서균석 등, 2003; Abele & Wiese, 2008; 

Chiaburu et al., 2006; King, 2004; Raabe et al., 2007). 경력관리란 용어는 개인

차원에서는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점검하는 활동 과정을 의미한다(Greenhaus, Callanan, & Godshalk, 2000/2002). 조

직차원에서는 조직이 미래 필요성에 대비하여 자격있는 사람들의 인력풀을 제공

하기 위하여 구성원을 선발, 평가, 배치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Milkovich & 

Boidreau, 1997) 및 조직의 요구와 개인의 요구가 일치할 수 있도록 개인의 경력

을 개발하는 지원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문재승, 최석봉, 2012). 

한편 행동(行動. Behavior)은 행위(行爲)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사전적으

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활동으로 분명한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생각과 

선택, 결심을 거쳐 의식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언행(국립국어원, 

Retrieved 2014. 09. 28)으로 목표지향적이고 동기적인 속성(motivational 

attribution)을 지닌 의지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력관리행동은 경력관리 

활동으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전생애적 관점의 장기적 경력목표 달성을 위해 개

인이 주도적으로 경력을 관리하는 행위(Orpen, 1994)로 이해할 수 있다. 

학술적으로 경력관리행동은 학자와 연구초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용어로 사용

되고 있다. 개인 경력관리(individual career management), 경력계획 실천행동

(career planning practical behavior), 주도적 경력행동(proactive career behavior), 

경력역량(career competencies)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King, 2004; Kuijpers et 

al., 2006; Strurges et al., 2002)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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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내용

강조 요소

경력
탐색

경력
계획

경력 
전략실행

경력 
평가

 경력탐색과 자기인식 목표설정 전략개발 및 
실행을 포함하는 일종의 목표설정 과정

 개인이 자신의 가치 흥미 강약점에 대한 정보
를 탐색하여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경력전략들을 실천하는 과정

 자신의 경력으로부터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개인의 목표와 관련하여 각자의 강약점을 평가
하며 강약점에 비추어 보아 자신의 목표를 실
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어떤 단계들을 결정하는 
과정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경력목표를 설정
하고 설정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동과정이나 수단

 경력 문제해결과 경력 의사결정을 위해 정기적
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점검하는 활동 과정

 경력에 관한 자신의 능력과 경력의 기회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경력목표
를 설정하고 달성하기위해 노력하는 과정

 현재 존재하는 또는 향후 가능한 경력기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성과 및 역량에 
대한 피드백을 추구하며 새로운 경력기회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동하
탁진국

 한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동과정이나 수단

신영숙
 스스로의 경력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활동과

더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직
하는 일련의 노력 활동

심미영
 개인이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부 환경

요소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경력개입에 
의한 적극적인 활동 과정

문재승
최석봉

 자신의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



- 21 -

<표 Ⅱ-2>와 같이 학자와 연구초점에 따라 경력관리행동은 조금씩 다르게 정

의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력과 관련하여 자신과 주변 환경을 탐

색하고, 경력목표 설정 및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위한 전

략 개발 및 실천행동 그리고 경력목표 및 계획, 수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평가행동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경력관리행동은 개인이 자신과 주변 환경을 탐색하여, 경력목표 설정 및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력전략들을 실행하며, 이를 지속적으

로 평가하는 활동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경력관리행동은 개인 스스로 자

신과 자신을 둘러싼 경력 환경 탐색, 경력목표 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행동 그리고 평가행동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적(process) 행동이며 개인

이 행동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경력을 형성하고 관리하며 개발하는 행위이다. 

경력관리행동의 구성요소는 연구목적과 대상에 따라 연구자별로 상이한 모습

을 보이고 있으나 크게 경력과 관련한 자기탐색과 자신을 둘러싼 경력 기회, 대

안 등의 환경을 탐색하는 ⓛ경력탐색, 실제적인 경력목표설정 및 경력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②경력계획, 그리고 경력목표 달성 및 경력계획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일련의 전략적 활동들을 수행하는 ③경력전략실행, 그리고 경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수정을 위한 ④경력평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력관리행동을 경력계획행동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던 초기 연구들에서는 경

력탐색과 경력계획 관련 구성요소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

는 경력계획과 더불어 경력계획 달성을 위한 경력전략실행과 관련된 행동들을 

독립적으로 경력관리행동의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경력관리행동에 있어 경력탐색은 가장 기초가 되는 활동으로 자신과 환경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김정인 외, 2007; 

Noe, 1996). 자신의 흥미와 가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는 자기탐색과 자신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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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력 기회, 대안과 제약에 대한 이해 및 탐색인 환경탐색

을 통해 개인은 경력목표를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또한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과 전략들을 수립하고 실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경력탐색은 선행

연구에서 별도의 구성요소로 구분되기도 하며 경력계획 영역 안의 세부 활동으

로 제시되기도 한다. 

Noe(1996)는 경력관리를 ①경력탐색(career exploration), ②경력목표개발

(development of career goal), ③경력전략실행(career strategy Implementation)으

로 구성하였다. Noe(1996)는 경력탐색을 별도의 하위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는데 

경력탐색을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의도되고 체계적인 탐색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신영숙(2010) 역시 경력관리행동을 의미하는 경력계획 실천을 위한 행동을 경력

계획 단계를 반영하여 ①자기진단 영역, ②목표설정 영역, ③탐색활동 영역, ④대

안검토 영역, ⑤행동계획 수립 영역, ⑥개발활동 영역으로 구분함으로써, 경력탐

색 요소로 볼 수 있는 자기 진단과 탐색활동 및 대안검토를 별도의 하위 구성요

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Kreitner와 Kinicki(1992)는 경력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경력탐색, 인식, 목표설정, 전략개발 및 실행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중 경력탐색은 다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욕구, 능력, 기술 등에 대해 실

시하는 자기탐색과, 개인이 희망하는 직무의 기회,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는 환경

탐색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반면 Orpen(1994)은 개인 경력관리(individual career management) 하위요소를 

①경력계획(career planning)과 ②경력전술(career tactics)로 구성하며 경력탐색을 

별도의 하위요소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력계획을 자신의 경력으로부터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개인의 경력목표와 관련하여 각자의 강약점을 평가하여, 

강약점에 비추어보아 자신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어떤 단계들을 결

정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경력탐색을 경력계획 세부 요소로 제시하였다. 

Claes와 Riz-Quintanilla(1998) 역시 경력계획 행동의 세부 요소로 대안 및 기회들

을 탐색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Sturges 등(2002) 역시 경력전략실행에 있

어 구직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을 언급하며 세부 요소로 경력 탐색행동을 제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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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계획은 경력관리행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Gould(1979), Hall과 

Foster(1977)는 경력계획을 목표설정 과정과 동일시하고,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

신의 경력목표를 수립하고 수립된 경력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라 하였다. 즉, 경력계획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 확보해야 할 제반 사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문재승, 최석봉, 2012). 개인은 경력계획 수립을 통해 경력과 관련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경력목표 설정 및 경력목표를 실

현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구체화하고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경력계획은 경력관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언급되고 있

었으며 경력계획은 다시 크게 ①경력목표 설정과 ②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

적인 계획수립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Orpen(1994)은 경력계획을 자신의 경력으로부터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자신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어떤 단계들을 결정하는 과정이라 언급하며, 경

력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경력계획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Noe(1996)

는 구체적인 경력목표를 설정하는 경력목표개발을 하나의 구성 요소로 제시하며 

경력목표 설정을 강조하였다. Claes와 Riz-Quintanilla(1998)는 경력계획 행동을 별

도의 구성요소로 제시하며 경력계획행동이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 및 기회들을 

탐색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신영숙(2010) 역시 목표설정

과 행동계획 수립을 구분하여 하나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목표설정은 경력목

표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동계획 수립은 자율적 계획 수

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신수림(2014)은 프로틴 경력에 초점을 

둔 프로틴 경력관리행동의 하위요인으로 ①경력계획, ②기술개발, ③네트워킹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이 중 경력계획은 심리적 성공을 목표로 개인의 성장과 자유

를 핵심가치에 두고, 자신의 경력목표를 세우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제시하며 경

력목표 설정을 강조하였다. 

개인은 경력계획 수립 후, 실제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예측하기 힘든 환경변화 속에서 경력목표 달성 계획 실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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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절한 전략적 활동들이 필요하다. 경력전략의 개발과 실행은 설정한 목표의 

실행가능성과 경력성과 달성을 위한 기술, 기회 개발과 같은 전략을 개발하고 경

력계획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문재승, 최석봉, 2012).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경력전략 또는 전술의 개발을 사용할 때 경력목표 달성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Greenhaus et al., 2000/2002; Orpen, 1994). 

경력전략실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네트워킹, 자신의 욕구 및 성과 가시

화, 지식·기술 개발, 조언 구하기, 기회 추구, 이동성 준비, 상사 지원 등 실제

적인 전략실행을 위한 활동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Orpen(1994)은 경력계획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적절하고 다양한 전략들

을 의미하는 경력전술(career tactics)을 개인의 경력관리 하위요소로 언급하였다.  

Noe(1996) 역시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경력전략실행(career strategy Implementation)을 경력관리의 하위요소로 제시

하였는데, 경력전략실행은 다시 네트워킹(Networking), 지식·기술 개발을 위한 

시도(creating opportunity), 성과 및 자신의 욕구 들어내기(self-nomination), 상사

나 외부 멘토 등에게 경력발달에 대한 경력조언구하기(sought career guidance)로 

구성된다. Kossek, Roberts, Fisher와 Demarr(1998)는 경력관리행동을 경력전략실

행에 보다 초점을 두고, 현재 직무에서의 지속적인 향상과 관련이 있는 ①발전적 

피드백 추구(developmental feedback seeking)와 이동성과 관련이 있는 ②직업 이

동성 준비도(job mobility preparedness)로 구성하였다. 발전적 피드백 추구는 자

신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업 이동성 준비도는 새로

운 경력으로의 이동에 관한 준비와 관련이 있다. Claes와 Riz-Quintanilla(1998)은 

경력관리행동을 경력계획 외에도 ①기술개발 행동(skill development behavior), 

②컨설팅 행동(consultation behavior), ③네트워킹 행동(networking behavior)으로 

구성하며 경력전략실행을 강조하였다. 기술개발 행동은 명성 형성, 일 경험을 통

한 고용가능성 향상, 자신의 경력과 관련한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향상시키

는 것 전체를 의미하고, 컨설팅 행동은 정보 및 조언 구하기, 다른 사람들의 도

움 얻기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행동은 컨설팅 행동을 위한 사람들

과의 네트워킹 형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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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rges 등(2002)은 경력관리를 ①네트워킹 행동(networking behaviors), ②가시

화 행동(visibility behaviors), ③이동성 행동(mobility behaviors), ④실용적 행동

(Practical things)으로 구성하여 앞서 언급한 연구들의 경력전술 및 경력전략실행 

행동 중심의 경력관리행동을 구성하였다. 네트워킹 행동은 자신의 경력개발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영역의 사람들과 접촉을 시도

하고 친분을 쌓는 행동을 의미하며, 가시화 행동은 자신이 했던 업적 및 성과를 

확실하게 알리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동성 행동은 구직 정보를 탐색하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조직을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직 외적 경력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실용적 행동은 여가 시간에 책을 보거나 교육을 받거나 

자격 이수 및 이력서 작성을 위한 추가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King(2004)은 경력

관리행동을 다채로운 과정(dynamic process)으로 바라보며 ①자리잡기 행동

(positioning behaviors), ② 영향 행동(influence behaviors), ③경계 관리(boundary 

management)로 구성하였다. 자리잡기 행동은 개인이 추구하는 경력 성과를 성취

하기 위한 관계 맺기(contact), 기술 및 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영향 행동은 개인

이 추구하는 경력 결과와 연관된 핵심 이해당사자들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 경계 관리는 업무와 업무 외적 역할 사이의 위치

잡기와 관련이 있다. Gould와 Penley(1984) 역시 경력전략에 초점을 두고 ①기회 

만들기(creating opportunity), ②근로시간 늘리기(extended work involvement), ③

성과 및 자신의 욕구 가시화(self-nomination/self-presentation), ④조언구하기

(seeking guidance), ⑤네트워킹(networking), ⑥의견 동조하기(opinion conformity), 

⑦상사와 친 해지기(other enhancement)로 구성하였다. 기회 만들기는 자신의 

경력목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력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지식·기술개발 

및 경험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시간 늘리기는 다른 타인에 비해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 및 자신의 욕구 가시화는 상사가 개인의 성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고, 개인의 욕구나 경력목표를 상사가 알 수 있도록 하

는 행위를 의미한다. Hall(1976)과 Jennings(1971)은 이 전략을 이동성(mobility) 전

략이라고 언급하였다. 조언 구하기는 조직 내외로 경험이 많은 사람 및 멘토에게 

경력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킹은 조직 내외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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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을 형성하여 경력관련 정보 및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의견 동조하

기는 상사나 자신과 핵심 이해관계에 놓인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상사와 친 해지기는 업무 외적으로 상사에게 관심을 보이고 

상사와 개인관심사를 나누는 것과 같은 행위를 통해 상사와 업무 외에도 친분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신영숙(2010)은 경력계획 실천을 위한 행동 하위 

구성요소로 개발활동을 언급하였으며 개발활동을 개인 개발활동을 실행하며 이

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신수림(2014) 역시 경력계획 외

에도 ①기술개발, ②네트워킹을 주요 하위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기술개발은 

미래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지식을 향상하기 위한 행동으로, 네트워

킹은 개인의 심리적 성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친선관계를 통해 개인의 경력성장

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고 조언을 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경력전략실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략들이 하위요소로 언급되고 있으나 연구

자별 그 의미 사용에 있어 중복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경력전략실행

의 목적과 방법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력전략실행을 크게 ①네트워킹, ②가시화, ③지식·기술

개발 행동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네트워킹의 주요 목적은 네트워킹 형성을 통해 

경력관련 정보, 조언 및 지원을 받는 것으로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조언구하

기와 네트워킹 형성이 별개의 전략으로 구분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었다. 이에 네트워킹이라는 구성요소로 제시하되 그 의미를 포괄하여 자신의 경

력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내·외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 경력관련 정

보, 조언 및 지원을 받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네트워킹은 

상사와 친 해지기, 컨설팅 행동, 발전적 피드백 추구, 상사나 외부 멘토 등에게 

경력발달에 대한 경력조언구하기 등의 전략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가시화는 네트워킹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경력욕구 및 성

과를 들어내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기술개발은 자신의 경력

과 관련한 지식, 기술 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관련 업무 및 다양한 교육·훈련

활동을 통해 지식·기술을 향상시키는 행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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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이동성(준비)은 개인의 경력목표에 따

라 나타나는 전략으로 이동성을 추구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전략

이 될 수 있기에 제외하였다. 경력관리행동은 현재 직무에서의 역량 향상에 초점

을 두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조직 내 또는 조직 외 이동에 초점을 두고 행해지

기도 하며(Kossek et al., 1998; Sturges et al., 2002) 조직 내 이동을 위한 행동을 

수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조직 외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하나의 전략으

로 판단하기 보다는 개인의 경력목표의 큰 유형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경력전략실행의 하위요소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경력평가행동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하위 구성요소로 도출한 연구

는 없었다. 그러나 Greenhaus 등(2000/2002)은 경력계획 실행에서 더 나아가 경

력목표와 활동들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활동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

영숙(2010) 역시 행동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

여 수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동계획수립을 검토·평가·수정을 통한 

지속적인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경력개발 활동에 있어서도 실행과정을 평가

하고 수정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경력목표에 대한 전진정도에 관한 피드백과 정보는 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평

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경력탐색에 재관여를 유도하고 경

력계획과 경력전략실행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일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측하기 힘든 환경변화 속에서 개인이 자

신의 경력목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경력목표와 계획들을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조정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력관리 과정은 주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김정인 외, 2007; Hall, 1993)으로, 경력관리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피드백을 얻고 이를 평가하여 활동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은 매우 의미있는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선행연구에서는 경력평가행동을 별도의 하위 구

성요소로 도출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하나의 독

립된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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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력
탐색

자기탐색

환경탐색

경력
계획

목표설정

계획수립

경력
전략
실행

네트워킹

가시화

지식 기술개발

경력
평가

경력점검

경력조정

자료

신영숙 주도성 및 상사의 지원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경력계획 실천행동의 역할 고려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신수림 산업체 종사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고용안정성 조직경력관리지원 프로틴 경력태도 프로틴 
경력관리행동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주 독립된 구성요소로 도출 독립된 구성요소로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문항으로 측정

경력관리행동의 측정은 연구자마다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하위 요인 구성이 다

양하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에 맞게 기존의 도구를 재구성하여 측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대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측정도구들을 살펴보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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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관리행동 구성요소와 동일하게 개인과 경력환경을 탐색하는 ①경력탐색과 관

련된 측정도구, 개인의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②경력계획과 관련된 측정도구, 그리고 경력목표 달성과 경력계획의 성

공적 실행을 위한 ③경력전략실행과 관련된 측정도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주요하게 설정한 ④경력평가와과 관련된 측정도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경력탐색 측정에 초점을 두고 사용되는 측정도구는 대표적으로 Stumpf 등

(1983)이 개발한 CES(Career Exploration Survey)이다. CES는 크게 탐색과정, 탐색

에 대한 반응, 신념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경력탐색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

동 과정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속성까지 측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CES는 3가지 영역과 1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탐색과정 영

역은 자기탐색, 환경탐색, 대안의 수(number of occupations considered), 체계적 

탐색(intended-systematic exploration), 빈도, 정보의 양, 초점(focus)의 척도로 구

성된다. 탐색에 대한 반응은 정보에 대한 만족, 탐색과정의 스트레스, 결정의 스

트레스로의 척도로 구성되며, 신념은 고용 관점(employment outlook), 경력탐색결

과의 확실성, 외적 탐색 수단성, 내적 탐색 수단성, 방법 수단성, 경력목표의 중

요성(importance of obtaining preferred position)으로 구성된다. 총 55문항으로 각 

문항의 신뢰도는 0.67~0.89로 나타났다. 경력관리행동의 하위요소로 경력탐색 측

정에 있어 CES 측정도구는 그대로 사용되기보다 일부 문항만을 선별하여 축약된 

도구 형태로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Noe(1996)는 경력관리행동을 ①

경력탐색(Career exploration), ②경력목표개발(Development of career goals), ③

경력전략실행(career strategies implementation)으로 측정하였는데, 경력탐색 측정

에 있어 CES를 사용하였지만 CES의 하위구성요인 중 탐색과정에서 개인탐색(4

문항), 환경탐색(4문항), 체계적 탐색(3문항) 총 11문항만을 사용하여 경력탐색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신뢰도는 0.66~0.84로 나타났다. 

경력계획 측정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측정도구는 Gould(1979)

가 개발한 CS(Career Scale)라 할 수 있다. CS는 경력계획, 경력참여, 정체성 해

결, 적응성으로 구성되며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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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력관리행동을 살펴본 연구들은 이 중 경력계획 6문항만을 가지고 경력계획

을 측정하고 있었다. 경력계획 문항은 ①경력목표설정(나는 나의 경력목표를 아

직 결정하지 못했다, 역문항), ②경력계획의 유무(나는 경력에 대한 계획을 가지

고 있다), ③경력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보유(나는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략이 있다), ④경력목표달성을 위한 방법 인지(나는 경력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

엇을 해야할지 알고 있다), ⑤경력목표의 명확성(나의 경력목표는 명확하지 않다, 

역문항), ⑥경력목표의 변경(나는 경력목표를 자주 바꾸는 편이다,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Gould의 경력계획 6문항은 초기 경력계획행동만을 살펴본 연구

(김도형, 2010; 이기은, 2008; 이동윤, 2010; 현영섭, 2010; Abele & Wiese, 2008)

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측정도구이며 여러 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신뢰도는 

0.86~0.91이다. 

경력계획 측정에 있어 최근에는 Orpen(1994)이 개발한 ICM(Individual Career 

management) 측정도구 역시 많이 사용되고 있다. ICM은 경력계획과 경력전략실

행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각 영역을 5문항과 6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경력계획관련 문항들은 ①경력목표설정(나는 전 생애에 걸친 분명한 경력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②경력목표에 대한 고려(나는 나의 직무를 바꾸는 것을 생각할 때, 

새로운 직무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려한다), 

③경력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여부(나는 나의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계

획과 방법을 심사숙고한다), ④경력목표와 관련된 자기진단(나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은 나의 경력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⑤경력목표달성의 중요도

(나의 경력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이다. 경력전술과 관련해

서는 ①경력에 대한 관심(나는 막다른 경력 경로를 밟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

울인다), ②성과 가시화(나는 나의 상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이 나의 

업무성과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③회사 안 네트워킹(나는 현재 다니는 조직

에서 나의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나 스폰서를 찾기 위해 방법을 강구한

다), ④회사 밖 네트워킹(나는 업무 외적으로 나의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다), ⑤기회추구(나는 수동적이기 보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는 편이다),  ⑥상사지원(나는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의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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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중요한 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한다)이다. ICM은 총 11문항

으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신뢰도는 0.68~0.80이다.  

경력관리행동에 있어 경력계획 이후의 경력계획 달성을 위한 경력전략실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경력전략실행 관련 측정도구 역시 많이 개발되었다. 대표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는 Gould와 Penley(1984)가 개발한 CSI(Career 

Strategies Inventory)와 Sturges 등(2002)이 개발한 ICMS(Individual Career 

Management Scale)라 할 수 있다. 

Gould와 Penley는 1984년에 CSI를 개발하였는데 CSI의 측정변수는 ①기회성

(creating opportunities) 7문항, ②가시성(self-nomination) 5문항, ③다양한 강화전

략(other enhancement) 4문항, ④참여성(extended work involvement) 3문항, ⑤조

언성(seeking guidance) 3문항, ⑥의견동조(opinion conformity) 3문항, ⑦네트워킹

(networking) 2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신뢰도는 0.91~0.98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Sturges 등(2002)이 개발한 ICMS은 총 16문항으로 ①네트

워킹 행동(networking behaviour) 7문항, ②이동성 행동(mobility behaviour) 2문

항, ③가시성 행동(visibility behaviour) 2문항, ④실용적 행동(practical things) 5문

항으로 구성된다. 신뢰도는 0.56~0.80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력관리행동 측정에 있어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표적인 하나

의 측정도구를 사용하기보다 자신의 연구에 맞게 개발된 측정도구들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경력관리행동의 개념이 초기에는 경력계획에

만 국한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이후 경력목표 달성 및 경력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경력전략실행에 대한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는데, 선행연구들

에서는 경력관리행동 개념을 측정하는 통합적인 측정도구가 개발되기 보다는 기

존의 경력계획 측정도구와 경력전략실행 측정도구를 재구성하여 사용하는 연구

들이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으로 Noe(1996)는 경력관리행동을 ①경력탐색, ②경력목표개발, ③경력

전략실행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경력탐색과 경력목표개발 영역은 Stumpf 

등(1983)이 개발한 CES를 사용하여 각각 11문항, 2문항으로 측정하고, 경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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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은 Gould와 Penley(1984)가 개발한 CSI와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도구를 사용

하여 ①네트워크 행동 2문항, ②기회 만들기 3문항, ③가시화 3문항, ④경력조언 

구하기 3문항 총 1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laes와 Ruiz-Quintanilla(1998) 역시 주

도적 경력행동(Proactive Career Behavior)을 측정함에 있어 ①기술개발(skill 

development)과 ②네트워킹(networking)은 Penley와 Gould(1981)의 측정도구로 각 

3문항과 2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③컨설팅(consultation)과 ④경력계획(career 

planning)은 각 3문항씩 Bachman 등(1978)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국내에서도 문재승과 최석봉(2012, 2012a)은 경력관리행동을 경력계획과 전략실

행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경력계획은 Gould(1979)가 개발한 문항을 경력전

략 수립 및 실행은 Noe(1996)가 개발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경력관리행동을 보다 통합적인 형태로 측정한 도구로는 신영숙(2010)이 개발한 

경력계획 실천을 위한 행동 문항(Career Planning Practical Behavior Scale)을 들 

수 있다. 경력계획 실천을 위한 행동문항은 경력계획 실행 과정(process)을 고려

하여 자기진단, 목표설정, 탐색활동, 대안검토, 행동계획수립, 개발활동 등의 6가

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 안에서 필요한 행동적 주요 개념들을 도출하여 

총 21개의 행동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신뢰도는 0.96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기진단에서부터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개발활동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도구

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측정도구의 명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주로 경력목표설정 및 계획수립과 같은 경력계획에 보다 초점을 두고 행

동을 측정하는 도구이기에 이 연구에서 정의한 경력관리행동을 측정하기에는 적

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경력관리행동 개념 및 구성요소에서는 언급되고 강조되고 있는 경력평가

행동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신영숙(2010)이 개

발한 경력계획 실천을 위한 행동문항에서만 주요 구성 영역 안에서 일부 문항(행

동계획수립 영역에서 2문항, 개발활동 영역에서 1문항)으로만 측정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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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력계획
실천행동 
척도

주요 
초점

경력탐색 경력계획
경력계획

경력전략실행
경력전략실행 경력전략실행

경력탐색
경력계획

경력전략실행
조사 
대상

대학생 성인 성인 성인 성인 성인

개발자
개발
연도

신영숙

문항 
구조

영역 문항
탐색과정
탐색에 대한 
반응
신념

영역 문항
경력계획

영역 문항
경력계획
경력전술

영역 문항
기회성
가시성
다양한 
강화전략
참여성
조언성
의견동조
네트워킹

영역 문항
네트워킹 
행동
이동성 
행동
가시성 
행동
실용적 

행동

영역 문항
자기진단
목표설정
탐색활동
대안검토
행동계획
수립
개발활동

응답 
범위

점 점 점 점 점 점

채점 
방식

점수합
영역별합

점수합
영역별합

점수합
영역별합

점수합
영역별합

점수합
영역별합

점수합
영역별합

타당도

사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제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제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제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제시

사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제시

신뢰도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 α

요인 
내적일치도 
계수 α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
α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
α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
α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
α

이처럼 경력관리행동 측정은 경력관리행동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통합적인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장된 경력관리행동을 통합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기보다 기존의 측정도구들을 연구목적에 

따라 재구성하고 수정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경력관리행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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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으며 최근들어 강조되고 있는 경력평가행동 영역과 

관련해서는 측정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경력관리행동의 포괄적인 개념이 

체계적으로 측정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측정도구 문항에 있어서도 태도와 

행동을 구분하지 않고 인지, 능력, 태도, 행동 측면이 혼재되어 측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력관리행동 측면을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측정도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경력관리행동 측정에 있어 기

존 연구들에서 활용된 측정도구로는 이 연구에서 정의한 경력관리행동 개념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고 

행동중심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인지 경력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Bandura(1986, 1997, 

2000, 2002)의 사회인지이론을 직업심리학에 적용한 이론이다. 사회인지 경력이론

은 경력 흥미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경력목표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경력관련 수

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직업 및 경력에 만족하게 되는지와 같

이 경력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폭넓은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인지 경력이론은 Hackett과 Betz(1981)가 여성의 경력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도입하며 1981년 처음 소개한 이론이다. 이

후 1994년 Lent, Brown과 Hackett에 의해 이론모형이 제안되었으며, 1996년에는 

진로상담에까지 확장되었다. 2006년과 2008년에는 만족모형을 추가하여 경력관련 

다른 이론들과의 통합을 시도(Lent & Brown, 2006)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발전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경력발달 및 경력결정과 관련된 이론들이 개인의 타고난 성향 및 환

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데 반해, 사회인지 경력이론은 경력과 관련된 개인의 

인지적 요인이 경력 발달과 경력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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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요 진로이론들이 경력행동이 개인 특성과 환경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 일방적 관계를 가정(Osipow, 1990)하고 있다면, 사회인지 

경력이론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의 주요 요인인 개인 특성, 외적 환경, 행동 

간의 단선적 관계가 아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상보적 인과관계 관점을 수용하

여, 개인의 경력발달 및 결정은 개인 특성과 환경의 단순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인지적 판단과 의지가 포함된 세요인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임

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인지 경력이론은 경력행동에 대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의 세 가지 사회인지 기제들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지각인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인 수행영역과 관련된 역동적인 자기

신념으로, 목표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Bandura, 1986)이라 할 수 있다. 결과기대는 개인이 특

정한 과업 및 활동을 수행했을 때 자신과 주변에 일어날 일에 대한 평가

(Bandura, 1986)로, 개인이 특정행동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측이

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표는 어떤 특정한 활동에 열중하거나 어떤 미래

의 결과를 이루겠다는 것에 대한 결심(Bandura, 1986)으로, 개인은 목표를 세우는 

결심을 통해 필요한 행동을 실행하고 어떤 성취를 추구하게 된다. 목표는 단순히 

환경이나 경험에 대한 반응자로서의 개인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인지적 주체로서의 개인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김봉환 외, 

2013). 

사회인지 경력이론에서는 이처럼 경력발달, 경력선택, 경력만족에 있어서의 개

인적인 결정요인을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개인목표로 개념화하고, 이 세 요인

이 활동의도, 활동선택 및 수행 그리고 더 나아가 활동수행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있다. Lent 등(1994)은 경력발달과 관련하여 흥미발달모형, 선

택모형, 수행모형, 만족모형의 네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다양한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이들의 모형의 가정과 구조적 모형을 검증하였다(김봉환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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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이론 및 실제 상담에서 개인 특성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흥미가 

어떻게 발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흥미발달모형에서는 흥미가 자기효능감

과 결과기대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기효능감과 결과기

대는 다시 흥미와 함께 활동의도 및 목표, 활동선택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며 궁

극적으로 실행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실행 결과는 자기

효능감과 결과기대를 높이거나 저하시키고, 다시 흥미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그림 Ⅱ-3] 참고). 이후 제시된 선택모형 역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흥

미, 목표의 선택, 활동의 선택, 그리고 수행 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

다. 수행모형에서도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수행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

으로 수행수준으로 이끈다고 가정하였다. 2008년 Lent 등이 삶의 만족과 진로만

족을 포함시켜 제시한 사회인지 경력이론의 만족모형에서도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는 목표지향행동을 매개로 진로만족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함

으로써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개념을 경력관련 흥미, 선택, 행동, 성취, 만족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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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사회인지 경력이론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경력관련 선택, 

행동, 성취,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가정하기도 하지만,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를 매개로 흥미, 선택, 수행, 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

고 있기도 하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결

과기대가 높지 않다면 경력관련 흥미, 선택, 수행, 만족을 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

하였다.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있어서도 사회인지 경력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기효

능감, 결과기대, 목표(의도) 변인들은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력관리행동은 목표지향행동으로 사회인지 경력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활동의 특성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력관리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사회인지 경력이론은 유용한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Ajzen이 1991년에 제시한 

이론으로, 합리적 행동이론(Ajzen & Fishbein, 1980)의 확장된 이론이다. 계획행동

이론은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계획행동이론은 사회 

행동과 관련하여 모형의 타당성과 유용성이 폭 넓게 입증된 이론으로, 해외뿐 아

니라 국내에서도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많은 조명을 받아 온 

이론 중의 하나이다. 계획행동이론은 특정 행동을 예측하고,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Ⅱ-4]와 같이 계획행동이론에서는 행동의 선행 단계로 행동의도

를 설정하고 있다.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행동결과가 자신

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에 대한 태도와 함께,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하여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기대 및 압력인 주관적 

규범, 그리고 행동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인 지각된 행동통제를 주요

한 변인으로 간주하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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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행동이론은 다른 행동이론들과는 다르게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주의사람이나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동의도의 선

행변인으로 태도(attitude),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control) 요인과 함께 주관

적 규범(subjective norm)을 행동발현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요인(Ajzen, 

1991; Bayer & Peay, 1997)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하여 개

인이 지각한 사회적 기대 및 압력을 의미한다(Ajzen, 1985). 이처럼 계획행동이론

은 개인이 그들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해도 되는 행동으로 판단

한다고 지각하는지 아닌지에 의해서 행동 수행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즉, 

개인에게 중요한 타인이 어떤 행동을 수용할 것으로 지각한다면, 사람들이 그 행

동을 하겠다는 의도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 타인들, 즉 자신에게 중요

한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행동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계획행동이론에서는 또한 행동의도(intention)를 행동의 주요한 선행변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행동의도는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적 가능성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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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Fishbein & Ajzen, 1975). 즉, 어떤 행동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지, 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의미한다

(Ajzen, 1991). 계획행동이론에 따르면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의도는 노

력을 발휘하려는 개인의 의지와 동기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정 행동의 가장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Hausenblas et al., 1997). 행동

의도는 행동하기 위해 지각하는 계획의 강도를 의미하며, 계획을 바꿀 정도의 변

화요인이 없다면 의도는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한다고 하고 있다. 계획행동이론은 

행동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통제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 외에도 개인이 인

식한 환경적 요인인 주관적 규범이라는 요인을 다루고 있다. 또한 행동발현의 주

요 요인으로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식적 의도인 행동의도를 설정하고 있다는 특

징이 있다. 

경력관리행동은 계획행동이론에서 주요하게 관심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지향적 

행동의 일환으로, 계획행동이론에서 주요하게 설정하고 있는 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 변인은 경력관리행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경력관리행동은 사회적 환경변화와 접하게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개인이 인식한 환경적 요인인 주관적 규범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행위제어이론(Action Control Theory)은 Kuhl이 1985년에 제안한 이론이다. 행

위제어이론은 행동의도를 형성한 후에 실행의지(volition)와 행동몰입(behavior 

commitment) 등 목표를 달성하려고 행위를 제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행위제어이론에서는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의 제어과정이 목표의 달성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한덕웅, 2006). 앞서 언급된 Ajzen의 계획행

동이론에서는 행동의도가 행동의 실행과 목표의 달성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다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행위제어이론은 어떤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행동의도가 

형성된 이후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행위를 제어하는 과정도 함께 설명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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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존의 이론들과 구별된다. 이처럼 행위제어이론에서는 의도에 의해서 목표

를 선택하는 선택동기(choice motivation)와 아울러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행위

를 제어하는 제어동기(control motivation)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한덕웅, 2006). 

Kuhl(1985)은 실제로 목표행동을 추구하고 진전을 이루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목표행위를 선택하는 동기만으로 설명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목표의 선택이 

이루어진 후에 성취에 이르기까지 행위들을 제어하는 수준에 따라 목표행동수행

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위제어이론에서 실행의지는 어떤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행위를 처음으로 시작하도록 하

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어려움에 당면해서도 행위를 지속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실행의지에 찬 행위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행동의도를 포

기하지 않고 유지한다. 또한 목표달성의 장애물을 방어하기 위하여 여러 절차들

과 전략들을 모색하는 기능도 지닌다고 가정한다. 이 절차나 전략행위들에는 목

표의 추구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방해가 되는 생각이나 사건들을 가려내어서 선

택적으로 주의집중하고 부호화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행위제어이론에서는 특히, 목표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만큼 

어려운 요인이 있는 조건에서, 실행의지는 행동 수행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언

급하고 있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력관리행동 역시 개인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행동으로, 선택동기(≒계획행동이론의 행동의도) 외에 제어동기를 포함

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속성은 크게 자신에 대한 인식, 환경에 대한 인식, 경

력관리행동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력관리행동은 개인 스스로 경력을 형성하고 개발하며 관리하는 활동으로 개

인의 경력관리행동은 개인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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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2010; 이기은, 2008). Gould(1979)도 개인의 특성 차이가 경력계획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기에, 경력관리행동에 있어 개인적 특성요인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신영숙, 2010). 

경력관리행동 관련 변인을 구명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개인특성과 관련하여 크

게 주도성(신영숙, 2010; 이동하, 탁진국, 2008; 현영섭, 2010)이나 적응성(Gloud, 

1979)과 같은 ①개인의 성격적 특성들을 살펴본 연구들과 핵심자기평가(이동하, 

탁진국, 2008; Wanberg et al., 2005), 자아존중감(김성국 외, 1998; 이기은, 2008; 

Aryee & Deborah, 1992; Gloud, 1979; Korman, 1976), 자기효능감(박희준, 2013; 

Hurtz & Williams, 2009), 통제위치(김성국 외, 1998; 이기은, 2008; Aryee & 

Deborah, 1992; Gloud, 1979; Hurtz & Williams, 2009; Thornton, 1978)와 같이 ②

자신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력관리행동 발현과 관련된 인지적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에 개인의 성격 특성 외에 ‘자신에 대한 인식’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핵심자기평가를 이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핵심자기평가는 자아존중감, 일반 자기효능감, 통제위치, 정서적 안정이라는 개별 

개인 특성들을 통합한 개념(Judge, Locke & Durham, 1997)으로, 경력관리행동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통제위치의 

개별 특성 요인들을 포괄하는 개인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광범위한 평가라 할 

수 있다. 핵심자기평가는 그동안 경력관리행동에 주요하게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개별 특성들을 통합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보다 근원적인 자기 인

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비록 핵심자

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 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았지만

(이동하, 탁진국, 2008; Wanberg et al., 2005), 핵심자기평가의 주요 4가지 특성

인 자기존중감(이기은, 2008; Gould, 1979), 일반 자기효능감(박희준, 2013; Hurtz 

& Williams, 2009), 통제소재(김성국 외, 1998; 이기은, 2009; Aryee & Deborah, 

1992; Hurtz & Williams, 2009; Noe & Steffy, 1987; Thornton, 1978)의 개별 특성

들이 경력관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힌 연구들이 이루어졌기에 핵심

자기평가가 경력관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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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력관리행동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촉진되고 발현되어질 수 있다 

(Krumboltz & Thoresen, 1964; Sugalski & Greenhaus, 1986). 선행연구들에서도 

상사(김지현, 2012; 신영숙, 2010; 원상봉, 이지현, 2011; 이기은, 2008; 이동하, 탁

진국, 2008; 장은주, 박경규, 2005; 현영섭, 2010)나 동료의 지원(이기은, 2008; 현

영섭, 2010; Sturges et al., 2002), 조직에서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신수림, 2014; 

Hurtz et al., 2009; Sturges et al., 2002)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경력관리행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상사의 지원, 동

료의 지원, 조직에서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 등의 요인들은 개인이 속한 환경적 

맥락 속에서 개인이 지각한 기대, 지지 및 압력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동이

론의 대표적인 이론인 계획행동이론에서는 행동발현에 있어 개인이 지각한 기대, 

지지, 압력이 실제적으로 특정 행동을 수행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Ajzen, 1991). 즉, 한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개인, 

집단, 사회적 수준에서 지각한 기대, 지지 및 압력에 의해 특정 행동을 수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계획행동이론 외에도 

집단 속에서의 개인 행동을 설명한 연구(배정훈, 2006), 그리고 다양한 실증 연구

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지각된 규범이라는 

변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지각된 규범은 실제 행동수행에 있어 개인이 인식한 

외부 환경적인 기대, 지지, 압력으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던 

조직의 지원, 지지 뿐 아니라 기대와 압력까지 측정함으로써 행동발현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들을 다차원적으로 다룬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지각된 규범은 그

동안 표면적인 조직, 상사, 동료의 지원 활동에 대한 인식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지원 활동들이 특정 행동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어떠한 규범적 역할을 수행

하는지에 초점을 둠으로써 행동발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는 경력관리행동이 목표지향적이며, 의도적 행위(최동선, 

2003; Blustein, 1989; 1997; Gould, 1979; Stumpf & Lockhart, 1987)라는 측면에서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을 보다 폭넓게 고려하고자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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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동기 요인 중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인지적 요인인 결과기

대와 실행의지 변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결과기대는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과 Lent 등(1994)의 사회인지 경력이

론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개념으로, 행동수행의 동기를 유발하는 주요 변인으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일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결과기대 변인이 경력관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최동선, 2003; King, 2004; 

Lent et al., 2005, 2013; Sugalski & Greenhaus, 1986)할 수 있었다. 또한 기대가

치 이론 등의 주요 이론들을 통해서도 결과기대가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결과기대는 개인의 수행능력과 관련되지 않는 행동

의 경우, 자기효능감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한덕웅, 

2014). 결과기대는 또한 행동수행 전에 이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평가적 특성을 지닌 성인(권대봉, 2006)에게 있어 보다 주요

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인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행동이론과 동기이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실행의지 

변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실행의지는 특정 행동을 수행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개

인의 의사 및 주의제어 능력(Kuhl, 1985)으로 행동발현 및 수행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실

행의지 요인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행동발현 과정을 밝힌 여러 실증연구

들에서 실행의지 변인은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계획행동이론 및 행위제어이

론 등의 행동이론에서도 실행의지를 행동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가정하고 있기에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실행의지 변인을 설정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력관리행동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자신에 대한 인

식인 핵심자기평가, 환경에 대한 인식인 지각된 규범,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인식

인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설정하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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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기평가는 Judge, Locke와 Durham(1997)에 의해 최초로 이론적 개념이 

제시되었다. 핵심자기평가는 개인이 자기 자신과 타인, 주변 환경을 지각하여 자

신의 가치, 역량, 능력에 대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평가(Judge, 

Locke & Durham, 1997; Judge et al., 1998)를 의미한다. 

핵심자기평가는 Packer(1985; 1986)가 언급한 핵심평가(Core evaluation)의 개념

에서 발전되었다. Packer(1985, 1986)는 개개인은 사람들과 사건에 특별한 평가를 

내려, 그들 스스로 일반적이고도 형이상학적인 평가를 형성하는데 이를 핵심평가

라고 언급하였다. Judge, Locke와 Durham(1997)은 이러한 생각을 확장하여 자신

에 대한 핵심평가에 초점을 둔 핵심자기평가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핵심자

기평가는 그동안 연구된 단일 차원의 개인 특성 개념들과는 달리, 개인 특성의 

원천에 초점을 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특성(surface traits)이 아닌 개인

에 내재되어 있는 보다 광범위하고 근원적인 특성(fundamental traits)과 관계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Judge, Locke & Durham, 1997; Judge et al., 1998). 

핵심자기평가는 초기에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근원을 이해하고 원

리들을 통합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 그동안 직무관련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 특성들이 대부분 단일 차원의 변수들로서, 직무행동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만을 시도했기에 직무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

에 없었음이 지적되었다. Judge, Locke와 Durham(1997)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고자 자아존중감, 일반 자기효능감, 통제위치, 정서적 안정의 4가지 요소로 구성

된 개념을 학문적으로 일원화하여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은 핵심자기평가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으로(Locke, McClear & 

Knight, 1996) 개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 또는 자신의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Gecas, 1971; Harter, 1990)이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미

있고, 성공적이며, 가치 있느냐를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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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과업을 수

행하는 객관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평가에 대한 개념으로

(Lee & Bobko, 1994), 자기존중감 및 통제위치와 상호 관련성이 높다(Brockner, 

1988; Judge et al., 1997). 통제위치는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주는 능력, 바람직한 

영향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통제위치에 따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내재론자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무의미하다고 생각

하는 외재론자로 구분될 수 있다(Rotter, 1966). 통제위치는 목표 달성 및 심리적 

만족 등과 접한 관련성을 가진다(Rotter, 1966). 마지막으로 정서적 안정은 신

경과민성(neuroticism)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Judge 등(1997, 1998, 2001, 2003)에서

는 정서적 안정을 살펴보기 위해 신경과민증을 측정하고 있다. 신경과민증은 일

상의 사건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는가를 의미하며, 신경과민성 수준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부정적인 정보나 감정을 접했을 때 보다 민

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Costa & McCrae, 1988). 신경과민증은 자아존중감

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깊다(Rosenberg,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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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핵심자기평가는 자아존중감, 일반 자기효능

감, 통제위치, 정서적 안정이라는 구성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동안 주요

하게 다루어졌던 개별적인 개인 특성들을 통합한 개념이다. Judge 등은 이론적으

로 제시한 핵심자기평가의 개념을 다양한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

였다. Erez와 Judge(2001)는 대학생, 대학원생, 성인 3개의 독립적인 표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들 4개 요인들이 하나의 단일교차요인을 이루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Judge 등(2003)은 기존 연구에 대한 통합분석을 통해 핵심자기평

가의 하위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으며, 핵심자기평가의 네 가지 특성이 

고차요인모형(higher-order construct)에서 하나의 공통요인을 보여줌으로써 하나

의 상위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져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자기평가는 사회 및 임상 심리학, 성격, 철학 등 다양한 영역의 문헌으로

부터 개념적 기반을 두고 있는 개인 특성 개념이다. 핵심자기평가는 기존의 개별 

성격 특성 개념보다 개념적으로 영역 범위가 더 넓기에(양필석, 최석봉, 2011), 

개인의 광범위하고 잠재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Judge & Bono, 2001). Judge 

등(1997)은 핵심자기평가가 개인의 심리적 지각 과정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언

급하고 있다. 

핵심자기평가 측정은 크게 핵심자기평가의 주요 특성인 4가지 구성요소를 개

별적으로 측정하여 핵심자기평가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경우와 핵심자

기평가를 단일 요소로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핵심자기평가의 개념이 도입된 초기 연구들에서는 (심지어 핵심자기평가 개념

을 처음 정립한 Judge 등 역시) 핵심자기평가의 주요 구성 요소인 자아존중감, 

일반 자기효능감, 통제위치, 정서적 안정의 4개의 차원을 각각 다른 설문으로 측

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일반 자기효능감은 

Jones(1986)와 Sherer 등(1982)이 개발한 문항을 통합하여 총 7개의 문항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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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통제위치는 Levenson(1981)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된 내적 통제위치 하위척도(Internal sub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마

지막으로 신경과민증은 Costa와 McCrae(1992)의 NEO Five-Factor Inventory 중 

12문항으로 구성된 신경과민증 하위척도 또는 Eysenck Personality Inventory 

(Eysenck & Eyenck, 1968)의 신경과민증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Judge 등(2003)은 이전에 핵심자기평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4개의 차원을 각각 다른 설문으로 측정하는 것이 핵심자기평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설문을 토대로 핵심자기평가

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12문항으로 구성된 핵심자기평가 측정도구를 새

롭게 개발하였다. 

핵심자기평가 개념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개발되면서 핵심

자기평가의 측정은 대부분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핵심자기평가 도구(CSES: 

Core Self-Evaluation Scale)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문 영역별 연

구 및 연구자에 따라 핵심자기평가 측정에 있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

다. 많은 연구들에서 Judge 등(2003)이 개발한 핵심자기평가 도구를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나(김솔이, 유태용, 2010; 손향신, 2010; 이동하, 탁진국, 2008; 이현주, 

한태영, 2014), 일부 연구들에서는 원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통해 

일부 문항만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핵심자기평가가 목표달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양동민 등(2011)은 내적일

치도 계수(Cronbach ) 확인을 통한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

당도 분석을 통해 원 측정도구의 12문항 중 역문항을 제외하고 6문항만을 사용

하여 핵심자기평가를 측정하였다. 핵심자기평가와 업무몰입 및 상사와 부하의 교

환관계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역시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12문항 중 총 8개 문항만을 사용하여 핵심자기평가를 측정하고 

있다. 핵심자기평가와 학습성과를 다룬 양필석, 최석봉(2011)의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구조를 갖는 핵심자기

평가를 자아존중감/일반 자기효능감(6문항)과 통제위치/신경증(5문항)의 2요인으

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원 척도 12문항 중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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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기평가의 측정과 관련해서 많은 실증연구들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12문항으로 구성된 핵심자기평가 측정도구 사용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분 가지 구성요소별 다른 척도 사용

주요특징
핵심자기평가의 주요 특성인 
가지 구성요소 개별 측정

핵심자기평가를 단일차원으로
직접적으로 측정

조사대상 대학생성인 성인

개발자
개발연도

자아존중감
일반자기효능감
통제위치
신경과민증 와 

문항구조

영역 문항
자기존중감
일반 자기효능감
통제위치
신경과민증

영역 문항
핵심자기평가

응답범위
점 점

채점방식
점수합
영역별합

점수합
영역별합

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제시

신뢰도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 α
내적일치도 계수 α

요인별 검사재검사 신뢰도

이 연구에서는 핵심자기평가 측정에 있어 최근에 개발된 12문항으로 구성된 

핵심자기평가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

서 핵심자기평가의 개념을 바탕으로 4가지 구성요소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핵심자기평가의 4가지 구성요소별 측정도구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측정도구라 판단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일반 자기효능감은 Chen, Gully와 Eden(2001)의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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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자기효능감 척도, 내적통제는 Levenson(1981)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된 내적 통

제위치 하위척도(Internal subscale), 정서적 안정성은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Eysenck Personality Inventory(Eysenck & Eyenck, 1968)의 신경과민증 하위척도

를 사용하였다. 

규범(norm)은 사전적으로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

야 할 가치판단의 기준(국립국어원, 2014)으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구속(拘束)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규범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 것

에 대한 집합적 기대 및 당위의 문제로 표명된 집합적 평가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전병재, 1998). 따라서 규범은 집단 및 사회구성원의 특정 활동에 대한 사회

적 기대의 요구 및 특정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축적으로(임수홍, 2012), 주

어진 사회맥락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강내원, 2012; Reimer et al., 2008). 

규범은 정형성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법 조항, 조례, 규

칙과 같은 명확한 제재(sanctions)나 강제의 기제(mechanisms of enforcement)를 

의미하는 정형적인 규범(formal norm)과, 일상적인 행위에서 나타나는 불명확한 

기대 및 제제를 의미하는 비정형적인 규범(informal norm)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강내원, 2012). 지각된 규범(perceived norm)은 실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형적인 규범(법, 제도, 규칙)보다는 비정형적적인 규범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 

스스로 인식한 비정형적 규범을 의미한다. 즉, 어떤 행동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

지에 대한 개인적 기준 및 준거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지각한 규범은 개인적(individual) 수준과 집단적(collective) 수준에서 다

양하게 인지하게 되는데(Park & Smith, 2007), 개인적 수준에서 지각한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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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의견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 사이

에 특정 행위가 얼마나 보편적인가와 관련된 믿음’이라면, 집단 수준(혹은 사회 

수준)에서 지각한 규범은 ‘내가 속한 특정 집단 및 사회에서 특정 행위가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인정받는 가와 관련된 믿음’이다(강내원, 2012; Park & Smith, 

2007). 예를 들어 개인적 수준에서 지각한 규범이 가족이나 친구 및 동료, 상사

와 같이 내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경력관리행동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

고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집단적 수준에서 지각한 규범은 내

가 소속된 특정 집단(예: 조직) 및 사회 구성원들이 경력관리행동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 수준에서 지각된 

규범과 집단적 수준에서 지각한 규범 모두 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각된 규범은 계획행동이론의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과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계획행동이론에서 주관적 규범은 어떤 행동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하여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기대 및 압력을 의미한다(Ajzen, 1985). 계

획행동이론에서 특정 행동의 발생은 개인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해도 되는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지각하는지 아닌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며, 주관적 규범을 특정 행동에 대한 행동의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Ajzen, 1991; Bayer & Peay, 1997). 즉, 개인에

게 중요한 타인이 어떤 행동을 수용할 것으로 지각한다면,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겠다는 의도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

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 타인들, 즉 자신에

게 중요한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지각된 인식이 행동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계획행동이론의 주관적 규범은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지각한 규범과 매우 유사

하나, 주관적 규범은 개인적 수준에서만 지각한 규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서 이 연구의 지각한 규범과 차이가 있다. 계획행동이론의 주관적 규범은 개인에

게 중요하거나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해도 되는 행동으

로 판단한다고 지각하는지 아닌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집단 및 사회적 수준에서 지각되는 규범은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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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 지각된 규범은 계획행동이론의 주관적 규범 개념에서 개인 수준에서 지

각된 규범과 함께 집단 및 사회적 수준에서 지각된 규범을 포괄하는 개념을 의

미한다. 

한편 개인적 수준과 집단적 수준에서 규범을 지각하는데 있어 한 개인은 다양

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아 규범을 지각하게 되는데 크게 ①지시적 규범(injunctive 

norm)과 ②기술적 규범(descriptive norm)을 통해 규범을 지각하게 된다(Lapinski 

& Rimal, 2005; Perkins, 2003; Rimal & Real, 2005). 특정 행위를 행하려는 의도

에 미치는 다양한 규범의 영향을 살펴보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규범이론(social 

norm theory/approach)에서도 규범을 지시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으로 구분하고 

있다(Gerber & Rogers, 2009; Karpowitz et al., 2011). 

지시적 규범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should 

do)라고 생각한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Gerber & Rogers, 2009), 어떤 행동이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승인된 행동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규칙(rules)이나 신념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술적 규범은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개인들 

또는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들이 실제로 행한 특정 행위에 대

한 인지된(perceived belief) 믿음으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을 한다

(actually do)’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모든 사람들이 특정의 행위

를 한다고 인식하게 된다면 그 행동을 할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지시적 규

범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사회 또는 집단적 기대 및 제재 때

문에 그 행위를 한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면, 기술적 규범은 실제로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주어(Rimal & Real, 2005) 그 행위를 한다는 믿

음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지시적 규범은 어떤 행동이 행해져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용인(social expectancy or approval)을 일컫는 반면에, 기술

적 규범은 특정 사회 내에서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행한 것에 대한 믿

음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 규범은 결정적 다수(Markus, 1990), 인지된 유행

(Zhu & He, 2002), 또는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Katz & Shapiro, 1985)와 같은 개

념들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Cho, 2011; Park, Jung & Lee, 2011). 즉 기술적 

규범은 어떤 사람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한다고 인지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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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apinski & Rimal, 

2005; Rimal & Real, 2005). 

이와 같이 지각된 규범은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대하여 개인이 개인적, 집단 및 

사회적으로 지각한 기대, 지지 및 압력으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지각된 규범은 

지시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에 의해 형성된다. 

지각된 규범은 이 연구에서 새롭게 설정한 변인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관

적 규범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각된 규범 측정과 관련해서 

Ajzen(2002, 2002a)의 계획행동이론의 주관적 규범 변인 측정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지각된 규범과 관련하여 대분의 연구들은 Ajzen(2002, 2002a)이 개발

한 주관적 규범 측정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이를 조금씩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지각된 규범의 측정은 크게 ①지각 대상(개인에게 중요한 타인, 집단 및 사회)

과 ②지각 방식(지시적 규범 및 기술적 규범)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지

각 대상과 관련해서는 지각 대상을 개인에게 중요한 사람, 개인이 가치있다고 여

기는 사람, 내가 존중하는 사람, 또는 나와 친한 사람 등으로 준거집단을 추상적

으로 설정하는 경우(최희철, 2009; Ajzen, 2002, 2002a)와 상사, 동료, 이성친구, 

배우자, 부모님, 어른들, 친구들과 같이 지각 대상을 명확하게 지정해주는 경우

(박희랑, 한덕웅, 2006; 이호준, 2013; 정화민, 2008; 최희철, 2009; Hurtz & 

Williams, 2009)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Ajzen(2002a)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

들의 대부분은~’, ‘내가 가치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과 같이 그 대상을 개

인에게 중요하고 가치있는 사람들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연구목적에 따라 내가 

존중하는 사람 또는 나와 친한 사람들로 준거집단을 변형해서 측정(최희철, 

2009)하기도 하였으며, 준거집단이 아닌 지각 대상을 개인단위로 상사, 동료, 배

우자, 친구, 부모님 등으로 측정하여 ‘나의 상사는~’, ‘나의 동료는~’과 같은 

문항으로 변형해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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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대상만 설정하고 지각 방식을 별도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

근 Ajzen(2002, 2002a)이 주관적 규범을 지시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으로 2차원으

로 구분하여 측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비교적 최근에는 지각 대상 뿐 아니라 지

각 방식에 대한 측정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Ajzen(2002, 2002a)은 그동안 주관

적 규범이 지시적 규범과 아울러 기술적 규범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금까지 지시적 규범만으로 주관적 규범을 측정해오던 방식을 비판하며 

주관적 규범을 2차원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시적 규범은 자신에게 중요

한 타인들의 지각된 압력을 말하는 반면, 기술적 규범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즉, 행위자에게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

느냐에 관한 행위자의 지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나에게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

들은 내가 경력관리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는 지시적 규범에 관한 

것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은 경력관리행동을 할 것이다’는 기술적 

규범에 관한 것이다. 

계획행동이론의 구인 측정을 위한 설문제작 방법의 안내(Ajzen, 2002a)에 의하

면 주관적 규범은 지시적 규범 3문항, 기술적 규범 2문항, 총 5문항으로 구성되

며 7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라 2~8문항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5점 척도로 측정되기도 한다. 

한편 계획행동이론의 주관적 규범은 집단 및 사회적 수준에서 지각되는 규범

은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경력관리행동은 개인 수준에서 지각

한 규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집단 및 사회적 수준에서 지각되는 규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Hurtz & Williams, 2009). 따라서 상사 및 동료와 

같이 조직에 속한 개인 구성원에 의해 지각되는 규범 외에도 조직제도 및 조직

풍토와 문화에 의해 지각되는 규범과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일반 사회적 수준

에서 지각된 규범 역시 측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경력관리행동 관련하여 

사회규범을 측정한 도구는 아니지만 Park과 Smith(2007)는 집단 및 사회적으로 

지각한 규범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Park과 Smith(2007)은 주관적 

규범이 개인이 지각한 규범의 매우 일부만을 측정함을 비판하며,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에서 개인이 지각한 규범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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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Ajzen(2002)이 제시한 바와 같이 규범 인식 방식에 있어 지시적 규범과 기술

적 규범 모두 측정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에 개인이 지각한 규범을 개인적-

기술적 규범, 개인적-지시적 규범, 사회적-기술적 규범, 사회적-지시적 규범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구분 주관적 규범 측정 주관적 규범 측정 지각된 규범

주요특징 준거집단 단위로 측정 개인단위로 측정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을 구분하여 측정

지시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 
구분하여 측정

조사대상 대학생성인 성인 대학생

개발자
개발연도

문항구조
영역 문항

지시적 규범
기술적 규범

영역 문항
상사 규범 일 관련 환경 규범
동료 규범 일 관련 환경 규범
일반 규범 일 외의 환경 규범

개인적 기술적 규범 
개인적 지시적 규범 
사회적 기술적 규범 
사회적 지시적 규범 

응답범위
점 점 점

채점방식
점수합
영역별합

점수합
영역별합

점수합
영역별합

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제시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제시

요인별 검사 재검사 신뢰도 제시

신뢰도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

α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 α

요인별 검사 재검사 신뢰도
α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
α

이 연구에서 지각된 규범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지각 대상 및 집단과 지각 

방식을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력관리행동 수행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 및 집단을 상사, 동료, 조직 및 사회로 구분하고, 지

각 방식은 지시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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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기대 개념은 Bandura(1986)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자신의 특정행동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개인적 기대를 의미한다. Bandura(1986)는 결과

기대의 개념을 효능기대(efficacy expectation)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설

명하고 있다. 효능기대는 특정 행위 또는 과정의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판단이며, 결과기대는 일단 수행된 어떤 행위가 특정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의미한다. 효능기대인 자기효능감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즉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면, 결과기대는 ‘내가 이것을 한

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 즉 특정한 행동에 대한 기대되는 결과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Bandura(1986)가 제안한 결과기대는 기대가치이론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

는데 기대가치이론의 주요 기반 중의 하나인 기대(expectancy)의 개념을 통해서

도 결과기대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Vroom(1964)의 기대×유인가 이론에서는 기대를 활동과 성과의 연합(action- 

outcome association)이라고 정의하며 어떤 활동으로 특정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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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믿고 있는 주관적 확률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기대는 어떤 활동이 특정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가능성에 관한 신념인 것이다. Lawler(1973)의 기

대×유인가×도구성 이론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결과기대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Lawler는 Vroom의 기대×유인가 이론이 지니는 기본 가정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Vroom과 달리 기대를 두 가지 하위개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일정한 활동에 의해서 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기대는 크게, 노력해

서 바라는 행동이나 수행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노력-수행 기대

(effort-performance expectancy)와 바라던 수준으로 행동이나 수행을 했을 때 바

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수행-성과 기대(performance-outcome 

expectancy)로 구분된다고 하였다(Campbell et al., 1970; Lawler, 1973). 노력-수

행 기대는 노력을 통해서 바라는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하

기에 Bandura의 자기효능감과 유사하며, 수행-성과 기대는 어떤 행동이나 수행

으로 인해서 장차 성과들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주관적 기대로 Bandura의 결과

기대와 그 의미를 같이 한다. 이처럼 기대가치 이론에서 기대는 행동을 통한 목

표달성에 대한 기대로 개인이 수행(행동)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Bandura(1986)가 제시한 결과기대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Lent, Brown과 Hackett(1994)이 제안한 사회인지 경력이론에서도 결과기대 개

념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인지 경력이론에서는 Bandura가 제안한 결과기대와 

같은 맥락으로 특정 행동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믿음으로(Lent & Brown, 2006) 

결과기대를 정의하고 있다. Lent 등(1994)이 정의하고 있는 결과기대는 특히 진

로 및 경력과 관련한 결과기대로, 특정 학업성취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기대는 직업가치로 묘사되고 통합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사회인지 경력이론에서의 결과기대는 특정 경력 경로

를 택했을 때 자신의 가치가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정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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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1989)는 결과기대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기대-유인 이

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재정적 보수와 같은 물질적 기대, 칭찬 및 인정을 받는 것

과 같은 사회적 기대, 만족에 대한 자기평가이다. 각각의 형태에서 긍정적인 기

대는 유인가로 작용하고, 부정적인 기대는 행동을 억제하게 된다고 제안하고 있

다. Lent 등(1994)은 결과기대를 특정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예상

되는 결과와 그 결과의 개인적 중요성 혹은 상대적 가치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Bandura(1997)는 결과기대에 더 많은 가치와 중요성을 둘수록 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사회인지 경력이론에서도 결과기대는 활동에 

대한 의도, 활동의 선택 및 실행 더 나아가 성공적인 수행 결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결과기대를 지닌 진

로 및 경력에 흥미를 느끼고, 선택을 하며, 이를 추구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고 가정하고 있다. 즉, 긍정적이고 가치있다고 여기는 결과가 예상되는 진로 및 

경력 경로를 선택하기 쉽고,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진로 및 경력경로는 회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높더라도 부정적인 결과기대를 가지고 있

다면 그와 관련된 진로 및 경력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다. 

사회인지 경력이론에서 결과기대는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사

람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Lent et al., 1994). 

기대되는 결과가 그 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많다면, 자기효능감이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만약 결과기대가 수행능력과 관

련되지 않는 것이라면 경력관련 행동에서 결과기대가 자기효능감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더라도 경력관리행동을 수행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는 결과기대를 갖고 있다면, 개인은 경력관리행동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

럼 결과기대는 행동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력관리행동과 같이 목적지향적

인 행동인 경우 결과기대는 보다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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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기대 측정은 연구자마다 하위 요인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

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나 결과기대 측정은 크게 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선택이나 학업상황과 연관되어 이루어진 경우와 ②성인을 대상으로 직무성

과 및 조직적 상황과 관련하여 결과기대를 측정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

분 결과기대 측정은 진로 및 경력관련 연구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선택이나 진로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결과기대 개념을 도입하고 측

정한 경우가 많았다. 

결과기대 측정은 대표적으로 Lent 등(2013)의 결과기대 측정도구와 Betz와 

Voyten(1997)의 진로 결과기대 척도(Career Decision-making Outcome Expectancies 

Scale: CDMOE)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Lent 등(2013)은 결과기대를 내재적 결과

기대와 외재적 결과기대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여기서 내재적 결과기대는 

Bandura(1986)의 자기만족을 나타내는 자기평가 개념과 유사하며, 외재적 결과기

대는 사회적 기대와 물리적 기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Lent 등

(2013)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결과기대 측정도구가 공학관련 결과기대를 측정하기

에 제한적인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고 간주하여 Work Importance Profiler(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2002)에 근거한 

Minnesota Importance Questionnaire(MIQ)의 문항을 추가하여 내재적 결과기대 7

문항, 외재적 결과기대 5문항 총 12문항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Lent 등(2013)

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내재적 결과기대가 .93, 외재적 결과기대가 .85이었으며, 

이를 번안하여 사용한 김진관(2014)의 연구에서는 각각 .92, .90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진로 및 경력과 관련한 결과기대를 측정하는데 있어 Betz와 Voyten(1997)의 진

로결정 결과기대 척도(Career Decision-making Outcome Expectancies Scale: 

CDMOE) 역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척도는 Bandura(1986)의 개념적 정의에 근

거하여 Lent 등(1994), Fouad와 Smith(1996)의 연구에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Betz와 Voyten(1997)이 개발한 척도이다. 진로결정 결과기대 척도는 진로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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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결과기대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업 결과

기대와 진로 결과기대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 결과기대는 

학업 수행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그리고 진로 결과기대는 진로결정 과제와 진로

결정 간의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평가하고 있다. 진로결정 결과기대 척도는 학업 

결과기대 5문항과 진로 결과기대 4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다. Betz와 Voyten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73이었

으며 이를 번안하여 사용한 양난미(2005)의 연구에서는 .77-.79의 신뢰도를 보이

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결과기대 측정은 학생들의 진로선택 및 진로행동 관련하여 

대부분 이루어져왔으나, 일부 성인들을 대상으로 직무성과 및 조직적 상황과 관

련하여 결과기대를 측정한 연구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Compeau와 Higgins (1995)는 사회인지이론을 컴퓨터 이용영역에 확

장하여 적용하였는데, 이들은 결과기대를 직무성과 결과기대(정보시스템이 직무

성과를 향상 시켜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와 개인적 결과기대(정보시스템이 개인

적인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직무성과 결

과기대 6문항, 개인적 결과기대 5문항 총 11문항으로 구성된 결과기대 척도를 개

발하였다. Compeau와 Higgins (199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5에서 .87의 신뢰도

를 보였으며 이를 번안하여 사용한 곽기영, 오송우(2009)의 연구에서는 각각 .89, 

96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Riggs와 Knight(1994)는 팀의 직무성

과와 관련된 성공과 실패가 개인의 효능감과 결과기대, 팀의 효능감과 결과기대

를 매개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결과기대를 

개인적 결과기대 8문항, 팀 결과기대 6문항으로 구성된 결과기대 측정도구를 개

발하였다. Riggs와 Knight(199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1에서 .87의 신뢰도를 보

였으며 이를 번안하여 사용한 신제구, 이신자(2001)의 연구에서는 각각 .89의 높

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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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초점
진로결정 및 진로행동 

관련 결과기대
진로결정 관련 

결과기대
컴퓨터 이용영역 관련 

결과기대
직무과업 성과 관련 

결과기대

조사대상 대학생 대학생 성인 성인

개발자
개발
연도

문항구조
영역 문항
내재적 결과기대
외재적 결과기대

영역 문항
학업 결과기대
진로 결과기대

영역 문항
직무성과 결과기대
개인적 결과기대

영역 문항
개인적 결과기대
팀 결과기대

응답범위
점 점 점 점

채점방식
점수합
영역별합

점수합
영역별합

점수합
영역별합

점수합
영역별합

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제시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 α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 α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 α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 α

이처럼 결과기대 측정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및 진로행동과 관

련하여 측정되고 있었다. 일부 성인을 대상으로 직무성과 및 조직적 상황과 관련

하여 결과기대를 측정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력관련 결정 및 행동과 관련

되어 결과기대가 측정되기 보다는 정보시스템 이용 및 팀 과업 등 특정한 상황 

속에서 결과기대가 측정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Lent 등(2013)이 개발한 결과기대 측정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측정도구는 진로 및 경력관련 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측

정도구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측정도구라 판단되었다. 다만 문항에 있어 

성인들의 경력관리행동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항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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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현재의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과 같은 지시문이나 ‘좋은 일자

리가 들어올 것이다(receive a good job offer)’, ‘신나는 일을 한다(do exciting 

work)’와 같은 문항들은 성인에게는 적용하기에는 수정이 필요한 문항들로 판

단되었다. 이에 이러한 문항들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에 맞도록 연구자가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실행의지(Implementation volition) 는 특정 행동을 수행하고 이를 유지하는 능

력이다(Kuhl, 1985). 특정행동을 하고자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의도가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태라면, 실행의지는 결정 이후를 포함하는 상태라 할 수 있

다(Corno & Kanfer, 1993). 의지이론은 의도했던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실행의지를 행동발현 및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가정하고 있다.  

최근들어 행동이론 및 다양한 이론에서 실행의지 변인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행의지 개념은 학자 및 이론에 따라 의도(implementation intention)와 구분되

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의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먼저 

의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사전적으로 의도(意圖)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함(국립국어원, Retrieved 2014. 09. 28)의 의미

로 정의된다. 학술적으로 의도는 개인이 목표추구에 앞서 앞으로 다가올 목표지

향적 행위의 기초가 되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오랫동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신의 목표지향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Gollwitzer, 1993)을 의미한다. 

의도는 행동의도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행동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인 계

획행동이론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는 특정한 행

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적 가능성(Fishbein & Ajzen, 1975)으로 어떤 행동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지

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의미한다(Ajzen, 1991). 계획행동이론에 따르면 어떤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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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의도는 행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발휘하려는 개인의 의지

와 동기수준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특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시도하려고 계획하는가를 반영하는 일종의 동기요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행

동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행동의도는 태도, 주관

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Hausenblas et al., 

1997). 또한 행동의도는 행동하기 위해 지각하는 계획의 강도를 의미하며, 계획

을 바꿀 정도의 변화요인이 없다면 의도는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가정하고 있다. 

의지(意志)는 사전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또는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능력이나 역량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Retrieved 2014. 09. 28). 또한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식

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 욕구를 뜻하기도 한다. Bagozzi(1992), Gollwitzer 

(1993), Heckhausen(1991)과 아울러 Kuhl(1985, 2000)은 인간의 의지에 근거를 두

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계획행동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동의도를 넘어선 

실행의지(과정)를 강조하고 있다. 

Bagozzi(1992)는 목표지향 행동에서 의도가 형성된 이후, 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와 함께 행동 계획하기(planning), 행위들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effort)과 몰입(commitment) 현상에도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행의지

를 강조하였다. Bagozzi(1992)는 실행의지가 3가지 지시적(directive), 동기적

(motivational) 그리고 조절적(regulatory) 기능을 하게 되며, 목표 대상을 구체화

하는 역할을 하고, 이는 의도에 의해 형성된다고 언급하였다. 유사하게 

Heckhausen(1991)과 Gollwitzer(1993)의 의사결정이론에서도 의사결정단계에서 실

행의지 단계를 구분해서 설명함으로써 실행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은 의사결정단계에 이어서 진행되는 실행의지 단계에서는 의도를 행동으로 실천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계획들을 마련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의도와 의지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한편 Kuhl(1996, 2000)은 성격체계상호작용이

론(personality systems interaction theory, PSI theory)에서 인간이 행동의도를 형

성하더라도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의지능력이 중요함을 언급하며, 행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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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능력인 실행의지를 측정하여 행동에 대한 실제 제어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또한 의식적인 의지 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의지 역시 행동의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실행의지의 의식과정과 무의식과정의 상호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가정하고 이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실행의지는 실행(행동)의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실

행(행동)의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실행의

지는 경력관리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 및 주의제어 능력으로 경력관리행동 

수행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경력관

리행동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의도(의사)와 경력관리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제어능력으

로 정의하고자 한다. 

실행의지 측정에 있어 대표적으로 Bagozzi(1992)와 Kuhl(1985, 2000)의 측정도구

를 들 수 있다. Bagozzi 등(1998)은 실행의지과정을 계획(plans), 의도(intentions), 

노력(effort)으로 구인화하고 계획, 의도, 노력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

다. 계획측정은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4주 동안 특정행동을 할 

계획이 있다.’의 1문항으로, 의도는 ‘나는 나의 목표달성을 위해 향후 4주 동

안 특정행동을 할 의도가 있다.’의 1문항으로, 마지막으로 노력은 ‘나는 나의 

목표달성을 위해 향후 4주 동안 특정행동을 할 것이다.’의 1문항으로 측정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되며 모두 7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Kuhl과 Fuhrmann(1998)은 의식적 주의제어(conscious attention control), 암묵적 

주의제어(implicit attention control), 그리고 자결성(self-determination)으로 구성되

는 의지구성요소검사(Volitional Component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의식적 주의

제어란 목표행동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사항들에 용의주도하게 의식적으로 주의

집중하는 의지요소를 말한다. 암묵적 주의제어는 목표행동을 수행하려는 상황에

서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기행위에 주의를 집중하는 의지 작용이 이루어지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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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결성이란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도전적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에 몰입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의지구성요소검사에서 

의식적 주의제어는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만 생각을 집중

한다.’, ‘현재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주의를 쏟는다.’, 

‘특정 행동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는다.’, ‘온정신을 집중해서 특정행동을 한

다.’ 등 7문항들로 구성되며, 암묵적 주의제어 측정은 ‘특정 행동에 자동적으

로 주의를 집중한다.’, ‘구태여 노력하지 않아도 특정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된

다.’ 등의 7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결정은 ‘내가 자유의지에 의하여 행

동하고 있음을 알면서 특정행동을 한다.’, ‘특정행동은 내가 참으로 바라는 행

동이라는 것을 안다.’ 등 8문항들로 측정된다. 의지구성요소를 구성하는 각 문

항들에 대해서는 ‘거의 항상(7)’부터 ‘거의 전혀 아니다(1)’까지 7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하고, 세 척도별 득점들은 평균으로 산출된다.  

계획행동이론에서의 행동의도는 총 3문항으로 측정되는데 ‘나는 -행동을 할 

계획이 있다.’, ‘나는 -행동을 할 의도가 있다.’, ‘나는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로 Bagozzi 등(1998)의 의지 측정문항과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의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고 의도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측정에 있어서 Bagozzi 등(1998)의 의지와 계획행동이론의 의도의 측정 

내용은 동일하였다. Ajzen(2002a)의 계획행동이론의 구인 측정을 위한 설문제작 

방법의 안내에 의하면 행동의도는 총 3문항으로 구성되며 7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연구에 따라 3~4문항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5점 척도를 사용하기도 하였

다. 계획행동이론 또는 이전의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행

동의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Warshaw와 Davis(1985)는 

행동의도를 행동수행의향(intention)으로 측정하는 것과 행동예측(self-prediction)

으로 측정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행동수행의향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이 있으며 의지적인 표현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면

(예: 나는 특정 행동을 수행하려고 한다. 또는 수행할 의향이 있다), 행동예측은 

실제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쉬운지 혹은 어려운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을 포함하는 보다 구체적인 개념(예: 내가 특정 행동을 수행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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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은 얼마나 된다 또는 나는 특정 행동을 할 것이다)이라 할 수 있다. 합리적 

행동 이론에 대한 메타분석을 수행한 Sheppard 등(1988)은 행동수행의향과 행동 

간의 관계보다 행동예측에 의한 행동의도와 행동 간에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고 밝히고 있다. 

Orbell(2003)은 학업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Kuhl과 Fuhrmann(1988)이 제작한 의

지구성요소검사와 아울러 Ajzen의 계획행동이론의 주요 구성요인인 학업행동에 

대한 태도, 주위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력, 행동의도를 함

께 측정하였다. Orbell(2003)의 결과에 의하면 Kuhl이 성격체계상호작용이론에서 

제안한 의지 요소들이 계획행동이론에서 제안된 요소들의 예측력을 넘어서 설명

변량을 각각 10% 이상 증가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Kuhl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의지요소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구분

주요특징 의도를 의지 개념에 포함
의도 이후의 주의제어에 

초점
의지를 의도개념에 포함

조사대상 대학생성인 대학생성인 대학생성인

개발자
개발
연도

문항구조

영역 문항
계획
의도
노력

영역 문항
의식적 주의제어
무의식적 주의제어
자결성

영역 문항
계획
의도
노력

응답범위
점 점 점

채점방식
점수합
영역별합

점수합
영역별합

점수합
영역별합

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제시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제시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제시

신뢰도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

α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
α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
α



- 66 -

이 연구에서는 실행의지를 경력관리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 및 

주의제어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들의 실행의지 개념에서는 특정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사 및 의도 측면만을 강조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행

동에 대한 의도와 더불어 특정행동을 수행하고 유지하고자 자신의 주의를 제어

하는 능력적인 측면을 포괄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개인의 의사와 주의제어 능력

을 측정하였다. 

4. 경력관리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핵심자기평가는 자신의 가치, 능력 등에 대한 근원적 평가로 자아존중감, 일반 

자기효능감, 통제위치, 정서적 안정이라는 구성요소들을 통합한 개념이다. 높은 

핵심자기평가 수준을 보이는 개인들은 자신의 행동 역량에 대한 믿음이 강하며,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경력관리행동을 보다 많이 

수행할 것이다.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으나 

경력관리행동과 유사한 개념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핵심자기평가

가 경력관리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동하

와 탁진국(2008)의 연구에서는 핵심자기평가가 경력관리행동의 주요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력계획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berg  

등(2005)의 연구에서도 핵심자기평가가 지속적인 직업탐색행동에 긍정적으로 영

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핵심자기평가의 주요 개별 특성인 자기존중감, 일반 자기효능감, 내적통제와 

경력계획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서도 핵심자기평가가 경력관리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자기존중감 및 통제소재와 

경력계획을 살펴본 연구(이기은, 2008; Gould, 1979), 일반 자기효능감과 경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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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박희준, 2013), 통제소재가 경력계획에 영향을 준

다는 연구(김성국 외, 1998; Aryee & Deborah, 1992; Thornton, 1978)들을 통해 

핵심자기평가가 경력관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다

만 정서적 안정의 특성과 경력관리행동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살펴볼 수 없었다. 

그러나 핵심자기평가의 4가지 특성들이 상호 상관이 높고 하나의 상위 구성개념

으로 이루어져 있기에(Judge et al., 2003) 핵심자기평가의 정서적 안정 역시 경력

관리행동과 정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 정서적으로 불안정

한 개인은 자신의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핵심자기평가가 경력관리행동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실증연구들을 통해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 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

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인지 경력이론(Lent et al., 1994, 2002, 

2006, 2008), 계획행동이론(Ajzen, 1991) 등의 경력 및 행동이론들과 이후 제시한 

실증연구들을 통해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 간의 관계에서 있어 직접 영향 

관계뿐 아니라 다른 변인을 매개로 하는 간접영향 관계 역시 추론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 분석에 있어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한 경우가 많아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 간의 관계 설정에 있

어 직접적인 영향 관계만을 고려할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 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나, 주요 경력이론과 행동이론들을 통해 다른 변인을 매

개로 한 간접 영향에 대한 부분을 추론할 수 있었기에 이에 대한 실증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경력관리행동의 발현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에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가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에 더 초점을 두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러나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 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 

역시 고려될 수 있기에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 간의 직접경로를 설정한 

모형은 대안가설 및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여 추후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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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인 사회인지 경력이론을 통해서 경력관리행동과 핵

심자기평가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사회인지 경

력이론에서는 핵심자기평가의 주요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이 경력 관련 흥미, 활

동의 의도, 활동의 선택 및 수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 관련 흥미, 활동의 의도, 활동의 선택 및 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핵심자기평가가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 수행 

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영향관계에 있어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실증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몇몇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들의 관계

를 추론할 수는 있다. 양동민 등(2011)은 핵심자기평가가 목표 기대감을 매개로 

목표 달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목표 기대감은 핵심

자기평가가 목표수행 및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핵심자기평가는 자신의 행동역량에 대한 믿음을 통해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어 목표달성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시도를 통해 

목표달성에 가까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Erez와 Judge 

(2001)의 연구, Hollenbeck와 Klein(1987)의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김솔이, 

유태용(2010)은 핵심자기평가와 지속 학습활동 간의 관계에서 목표지향성의 매개

효과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핵심자기평가를 높게 인식한 개인은 

학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동기(학습목표지향성)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자 하는 동기(증명목표

지향성)를 더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 

사이에 동기가 매개함을 시사하고 있다. 결과기대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학습목

표지향성 및 증명목표지향성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핵심자

기평가는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정애와 최웅용(2010)은 사회인지 경력이론 모형에 직업획득 가능성 기대 등을 추

가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핵심자기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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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와 직업획득가능성 기대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결과기대와 직업획득가능성 기대는 진로목표추구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밝힘으로써 핵

심자기평가는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핵심자기평가가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결과기대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핵심자기평가 수준이 높

은 개인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이 경력관리행

동을 수행한 이후에 얻어질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 것이며 경력관리행동

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개인은 경력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할 것이다.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영향관계에 있어 실행의지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다음의 주요 이론들과 실증연구들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인지 경력이론에서는 

핵심자기평가의 주요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 관련 활

동 의도, 활동의 선택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

한 가정에는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 관련 활동의 수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자기효능감이  의도를 매개로 활동 수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그림 Ⅱ-3) 참고]. 이 연구에서의 실행의지는 행동에 대한 의

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이론적 가정을 통해 핵심자기평가가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계획행동이론에서도 핵심자기평가의 주요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

념인 지각된 행동통제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행동의도를 

매개로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즉, 핵심자기평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

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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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기평가와 직업탐색행동 의도 및 강도(intensity)의 관계를 살펴본 Wanberg 

등(2005)의 연구에서는 핵심자기평가가 지속적인 직업탐색행동 의도를 매개로 직

업탐색행동의 강도에 영향을 준다고 밝힘으로써 핵심자기평가가 실행의지를 매

개로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이론들과 실증연구를 통해 핵심자기평가가 경력관리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행동을 수행하려 하고, 지속적으로 행동을 유지하려 노력하

는 실행의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영향관계에 있어 결과기대와 실행의지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사회인지 경력이론을 통해 이들

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사회인지 경력이론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결과기대가 활동의 의도(≒실행의지)에 영향을 주며 의도는 다시 

활동의 선택 및 실행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던 연구들(김솔이, 유태용, 2010; 양동민 외, 2011; 이정애, 최웅용, 

2010)과 이후 언급할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의 매개효과

를 추론할 수 있는 목표설정이론 및 실증연구들(박중길, 2011; 신윤정, 2013; 최

정아, 2013; Emmons & Diener, 1986)을 통해서도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 

관계에서 결과기대와 실행의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핵심자

기평가 수준이 높은 개인은 자신이 경력관리행동을 수행한 이후에 얻어질 결과

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것이며,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은 경력관리행

동에 대한 의사 및 노력 등을 강화하고, 이러한 의도 및 노력을 통해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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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규범은 경력관리행동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에 대하여 개인이 개인적, 

집단 및 사회적으로 지각한 기대, 지지 및 압력으로 지각된 규범 수준이 높을수

록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이 높을 것이다.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도 지각

된 규범이 경력관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봉환

(1997)은 개인에게 중요한 타인들의 관심 및 시각이 개인에게 진로준비행동에 보

다 매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

으며, Sugalski와 Greenhaus(1986)는 경력관리행동의 주요 하위요인인 경력탐색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 내에서 부서 이동의 기회(조직의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기대 및 지지)가 많다고 느낄수록 관리자들이 다양한 경력

탐색행동을 수행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배정훈(2006)은 개인이 집단이라

는 환경 하에서 행동을 할 때는 개인적 행동의 경우와 성질을 달리할 수 있는데, 

집단이라는 환경 하에서의 개인 행동은 집단 내의 다수가 기대하는, 집단이 인정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됨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적 구조로 

집단의 풍토 및 집단 규범 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각된 규범이 경력

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지각된 규범은 우리나라와 같이 집단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집단에서 더 

영향이 크다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손영곤, 이병관, 2012; Song et al., 2006; 

Van Hooft et al., 2004)과 상사 및 동료의 심리적 지원이 경력계획에 유의한 영

향을 준다는 결과(신영숙, 2010; 이기은, 2008)들을 토대로도 지각된 규범이 경력

관리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 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

를 설정할 수도 있으나, 계획행동이론(Ajzen, 1991) 및 이후 제시한 실증연구들을 

통해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 간의 관계에서 있어 직접 영향 관계뿐 아니라 

다른 변인을 매개로 하는 간접영향 관계 역시 추론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경력

관리행동의 발현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경력관리행동과 지각된 규범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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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매개효과에 더 초점을 두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 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 역시 고려해 볼 수 있기에 지각된 규범

과 경력관리행동 간의 직접경로를 설정한 모형은 대안가설 및 대안모형으로 설

정하여 추후 함께 검증해 보았다.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영향관계에 있어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동조성, 동기의 내면화 개념과 몇몇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지각된 규범이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작용하는 유인자극(誘引刺戟)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정원식, 2001) 이는 집단 동조성(conformity) 측면에서 설

명할 수 있다. 개인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그의 생각과 신념과 활동은 그 집단이 

은연중에 표방하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변화될 수 있다. 특히 집단의 일원으로 인

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집단이 요구하는 행동방식에 따라야 하는데 이것을 심리

학에서는 동조성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동조현상은 집단의 기대 및 압력의 수용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각된 규범과 같이 외부환경요인이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영향

을 주는 것은 자기결정성 이론의 동일시 조절 및 통합된 조절동기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도 있다.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에 내재된 동기역학(motivational dynamics)과 외부의 압력에 의한 행동의 동

기역학을 구분하는 이론이다. Ryan과 Deci(2000)는 행동의 상대적인 자율성 정도

에 따라 동기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자율성이 전혀 없는 

무동기에서 시작하여 자율성이 낮은 외재적 동기, 자율성이 높은 내재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또한 외재적 동기를 조절양식(regulatory styles)에 따라 보다 구체적

으로 외적조절, 주입된 조절, 동일시 조절, 통합된 조절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동

일시 조절 및 통합된 조절을 주요하게 살펴보면 동기의 원인 소재가 외부에 있

지만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율적 동기 성격을 갖는 것이다. 즉,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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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외부 환경요인이라는 동기 원인 소재(지각된 규범)를 통해 경력관리행동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지각된 규범이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가치와 기대수준을 높

임으로써 자율적 동기로 변화하여 경력관리행동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Noe와 Steffy(1987)의 연구에서도 평가센터로부터의 승진가능성이라는 개

인이 환경으로부터 제공받은 외적인 강화요인에 의해 목적적이고 체계적인 탐색

활동을 전개할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양의 경력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대하여 Noe와 Steffy는 평가센터로부터의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형성된 

높은 수준의 승진기대라는 인지적 동기요소가 경력탐색행동을 촉진한 것으로 해

석하고 있어 지각된 규범이라는 외적인 요인이 개인의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관적 규범이 행동에 대한 가치평가를 포함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는 연구결

과(강종헌, 정항진, 2008; Hansen et al., 2004)들을 통해서도 경력관리행동과 지각

된 규범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는 특정 행동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길 원하고, 그 

행동을 해야한다고 지각할수록, 특정 행동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행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각된 

규범이 행동에 대한 가치판단인 결과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계획행동이론에서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지각된 규범과 유사한 개념인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를 매개로 특정 행동 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주관적 규범은 행동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 행동의도를 매개로 행

동 수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경력관리행동과 유사한 개념인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행동을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검증한 연구들을 통해서도 지각된 규범이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재창과 박미진(2006)의 연

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진로탐색행동 의도를 매개로 진로정보탐색행동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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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으며, Van Hooft 등(2004)은 주관적 규범이 성인의 

직업탐색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Arnold 등(2006), 

Zikic와 Saks(2009)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이 구직자의 구직의도를 강하게 예

측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경력관리행동과 유사한 행동은 아니지만 지각

된 규범이 개인의 행동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호

준(2013)의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의 주관적 규범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의

도를 매개로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어 지각된 규범이 실

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지각된 규범은 계획행동이론의 주관적 규범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주요 이론들과 실증연구들을 통해 지각된 규범이 경력관리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행동을 수행하려 하고 지속적으로 행동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실행의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 있어 결과기대와 실행의지의 매개효과

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경력관리행동과 유사한 개념인 

경력개발 활동 참여를 연구한 Hurtz와 Williams(2009)의 연구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Hurtz와 Williams(2009)은 이 연구의 지각된 규범과 그 의미가 유사

한 주관적 규범이 직접적으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행동에 대한 가

치판단(결과기대)을 포함하는 태도를 매개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행

동의도는 경력개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비

록 경력관리행동과 유사한 행동은 아니지만 이은진(2013)은 운동에 대한 동료 및 

부모의 기대, 지지가 운동에 대한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고, 이

러한 태도는 운동의도에 영향을 주며, 운동의도는 운동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밝

힘으로서, 동료 및 부모의 기대와 지지가 결과기대와 운동의도를 매개로 운동수

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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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언급한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

과를 유추할 수 있었던 동조성 개념, 자기결정이론 및 실증연구들(강종헌, 정항

진, 2006; Hansen et al., 2004; Noe, Steffy, 1987)과 이후 언급할 결과기대와 경

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의 매개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목표설정이론 및 

실증연구들(박중길, 2011; 신윤정, 2013; 최정아, 2013; Emmons & Diener, 1986)

을 통해서도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 관계에서 결과기대와 실행의지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결과기대는 특정 행동수행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Lent et al., 

1994).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한 기대라 할 수 있기에 경력관리행동의 결과기대가 높을수록 경력관

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근거는 Lent 등(1994)의 사회인지 경력이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결과기대는 특정 행동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믿음으로(Lent & Brown, 2006) 사회

인지 진로이론에서는 결과기대가 경력목표의 설정 및 추구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고 가정하고 있으며 많은 실증 연구들을 통해 이에 대한 가정들은 지지되고 검증

되었다(이정애, 최웅용, 2010; Lent et al., 2003; 2005). 성취동기이론과 여러 기대

가치 이론을 통해서도 이러한 근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인간은 어떤 행위를 통해 

가치가 높은 성과를 얻을 확률이 높다고 인식하면 그 성과를 얻으려고 그 행위를 

더 많이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경력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대해 결과기대를 높게 가질수록 경력관리행동을 보다 많이 수행할 것이다.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서도 결과기대가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ugalski와 Greenhaus(1986)는 경력관리행동의 주요 하위요인

인 경력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직업역할에 대한 중요

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관리자들이 다양한 경력탐색행동을 수행한다는 결과를 보



- 76 -

여주고 있으며 King(2004)의 연구에서도 경력성과 및 경력결과에 대한 높은 기대

가 경력관리행동에 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최동선(2003)의 연구에서도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인지적인 기대가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비록 경력관리행동과 결과기대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지

만 결과기대와 진로활동 수행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결과기대가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 유추할 수 있었다. 이정애와 최웅용(2010)의 연구에서는 결과

기대가 진로목표 추구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

과기대가 높을수록 진로목표 추구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

과는 결과기대가 진로목표의 설정 및 추구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인지 진

로이론의 기본과정과 일치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행동을 살펴본 Malka와 

Covington(2005)의 연구에서도 학습과 자신의 미래 목표와의 관련성 및 유용성을 

높게 지각하게 되면 높은 학습행동 수행 모습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영향관계에 있어 실행의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목표설정이론 및 자기결정이론과 몇몇의 실증

연구들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에서 의도는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

(Locke, 1968). Locke(1968)는 가장 즐거움을 주는 쪽으로 인간의 행위가 동기 유

발된다는 기대이론의 기본적 과정을 비판하며, 사람들은 목표에 대한 가치판단을 

통해 목표에 대한 욕구 및 감정을 형성하고 이후 목표를 설정하거나 또는 행동

의도를 형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기결정이론에서는 목표가 내면화 될수록 

즉, 목표에 대한 기대를 높게 가지고 이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목표수

행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목표수행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가정하고 있다

(Sheldon & Ellito, 1998, 1999; Sheldon & Kass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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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z와 Voyten(1997)은 결과기대가 경력탐색행동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신윤정(2013)은 결과기대가 진로와 관련한 특정 활동에 참여

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얻으려는 개인의 의도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의도가 진로탐색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밝힘으로써 결과기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실행

의지가 매개역할을 함을 시사하고 있다. 

비록 경력관리행동과 유사한 행동은 아니지만 박중길(2011)의 연구에서는 수업

에서의 과제유용성(과제수행에 대한 결과기대)이 과제참여 의사 및 참여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최정아(2013) 역시 결과기대가 과제지속 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Emmons와 Diener(1986)의 연구에서

는 학습자가 목표의 중요성(개인 스스로 혹은 외부환경이 목표에 부여한 가치)을 

인식할 때, 목표추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더 큰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힘

으로써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결과기대가 실행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실행의지는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 및 관심 제어능력으로 행동수행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경력관리행동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경력관리행동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지, 또한 얼마나 많

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의도 및 주의제어 능력으로 경력관

리행동 실행의지가 높다면 경력관리행동을 보다 많이 수행할 것이다. 

계획행동이론은 행동수행에 있어 행동의도를 강조하며,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의도는 노력을 발휘하려는 개인의 동기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정 행동

의 가장 핵심적인 결정요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행동의도는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실행의지는 계획행동이론의 행동의도 개념

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실행의지가 경력관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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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지가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은 여러 경험적 연구들

을 통해서도 검증되었다. Shevlin과 Millar(2006)의 연구에서는 진로정보탐색 행동

의도는 진로정보탐색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으며, 정미예와 이

건모(2009)의 연구에서도 진로탐색행동은 행동의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경력관리행동과 실행의지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니지만 특정행동과 실행의지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호

준(2013)은 행동의도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혁신행동 사이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든 것을 확인하였으며, 홍준희(2002)는 운동수행 대한 실행

의지가 운동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계획행동이론 적용 연

구들을 메타분석한 손영곤과 이병관(2012)의 연구에서는 행동과 행동의도의 상관

관계가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

해 이 연구에서는 실행의지가 경력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

으로 가정하였다.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명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핵

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변인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Ⅱ-9> 참조).

첫째, 핵심자기평가는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심자기평가는 실행의지를 매개로도 경력관리행동에 간접

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핵심자기평가는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들

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비록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 

실행의지,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지만 경

력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인 사회인지 경력이론(Lent et al., 1994; 1996; 2002; 

2006; 2008)과 행동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인 계획행동이론(Ajzen, 1991)의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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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들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

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던 연구들(김솔이, 유

태용, 2010; 양돈민 외, 2011; 이정애, 최웅용, 2010),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

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던 연구(Wanberg et al., 

2005),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의 매개효과를 추론할 수 

있었던 목표설정이론 및 실증연구들(박중길, 2011; 신윤정, 2013; 최정아, 2013; 

Emmons & Diener, 1986)을 통해서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 관계에서 결과

기대, 실행의지,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지각된 규범은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지각된 규범은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

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

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살펴보

면 비록 지각된 규범이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 실행의지,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지만 계획행동이론(Ajzen, 

1991)의 이론적 가정들, 동조성 개념, 자기결정이론의 이론적 가정(Ryan & Deci, 

2000)들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

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던 연구들(강종헌, 정

항진, 2008; Hansen et al., 2004; Noe & Steffy, 1987),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

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던 연구(이재창, 박미진, 

2006; 이호준, 2013; Arnold et al., 2006; Van Hooft et al., 2004; Zikic & Saks, 

2009),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와 실행의지의 매개효과

를 추론할 수 있었던 실증연구들(이은진, 2013; Hurtz & Williams, 2009)을 통해서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 관계에서 결과기대, 실행의지, 결과기대 및 실행의

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실

행의지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

하여 살펴보면 결과기대가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사회인지 경력이론 및 성취동기이론의 이론적인 가정들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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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할 수 있다. 또한 결과기대가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실증 연구들(이정애, 최웅용, 2010; 최동선, 2003; King, 2004; Lent et al., 

2002; 2003; Malka & Covington, 2005; Sugalski & Greenhaus, 1986), 결과기대가 

실행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목표설정이론의 이론적 가정들

(Locke, 1968; Sheldon & Ellito, 1998, 1999; Sheldon & Kasser, 1998)과 실증적 연구들

(박중길, 2011; 신윤정, 2013; 최정아, 2013; Betz & Voyten, 1997, Emmons & 

Diener, 1986)을 통해 결과기대가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결과

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동시에 실행의지를 매개로 간접

적으로도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련 선

행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실행의지가 행동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계획행동의 

이론적 가정(Ajzen, 1991) 및 실행의지의 이론적 가정들(Bagozzi, 1992; Gollwitzer, 

1993; Heckhausen, 1991; Kuhl, 1985; 2000)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실행의지가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연구(정미예, 이건모, 

2009; Shevlin & Millar, 2006), 실행의지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힌 실

증적 연구(손영곤, 이병관, 2012; 이호준, 2013; 홍준희, 2002) 등을 통해서도 실행

의지가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변인들 간의 관계 주요 이론 및 선행연구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

핵심자기평가
결과기대
경력관리행동



유사
개념

핵심자기평가 목표기대감 목표수행
 양돈민 외

핵심자기평가 목표지향성 학습수행
 김솔이 유태용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진로목표추구활동
 이정애 최웅용

핵심자기평가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



유사
개념

핵심자기평가 직업탐색 의도 직업탐색행동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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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 간의 관계 주요 이론 및 선행연구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
계속

핵심자기평가
결과기대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



유사
개념

핵심자기평가 결과기대 경력관리행동 경로 유추 연구들
 김솔이 유태용 양돈민 외 이정애 최웅

용

결과기대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 경로 유추 연구들
 박중길 신윤정 최정아

핵심자기평가
경력관리행동



유사
개념

핵심자기평가 경력계획
 이동하 탁진국
핵심자기평가 직업탐색행동 강도

자기존중감 통제소재 경력계획
 이기은
자기효능감 경력계획의 준비행동
 박희준
지각된 행동통제 경력개발 참여행동
 박희준
통제소재 경력계획
 김성국 외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경력관리행동

 정원식

유사
개념

지각된 규범 승진기대 경력탐색행동

주관적 규범 행동에 대한 가치평가
 강종헌 정항진

지각된 규범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



유사
개념

주관적 규범 진로탐색행동 의도 진로탐색행동
 이재창 박미진
주관적 규범 진로탐색행동의도구직 의도


주관적 규범 혁신행동 의도 혁신행동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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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 간의 관계 주요 이론 및 선행연구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
계속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



유사
개념

주관적 규범 태도 행동에 대한 가치판단 결과기대 경
력개발 활동 참여의도 경력개발 활동 참여

지각된 규범 태도 행동에 대한 가치판단 결과기대 운
동의도 운동수행
 이은진

지각된 규범
경력관리행동

유사
개념

조직의 기대 및 지지 경력탐색행동

상사 및 동료의 심리적 지원 경력계획
 신영숙 이기은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

결과기대
경력관리행동



유사
개념

경력에 대한 결과기대 경력탐색행동

인지적 기대 진로탐색행동
 최동선
결과기대 진로목표추구활동
 이정애 최웅용
학습에 대한 기대 및 유용성 인식 학습행동 수행


결과기대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



유사
개념

결과기대 경력탐색행동 의도

결과기대 자율성동기 진로탐색행동 의도 진로탐색행동
 신윤정
과제유용성 결과기대 과제참여 의사 과제참여행동
 박중길
결과기대 과제지속 의도
 최정아
목표의 중요성 목표추구 의사 목표추구 활동


실행의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



유사
개념

진로 정보 탐색 행동의도 진로 정보 탐색 행동
 정미예 이건모
혁신행동 의도 혁신 행동
 이호준
운동수행 의지 운동 수행
 홍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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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가, 지각

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경력관리행동과 관

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자신에 대

한 인식인 핵심자기평가, 환경에 대한 인식인 지각된 규범,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인지적 동기 변인인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들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이 연구모형에 따르면 핵심자기평가는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

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

향을 줄 것이다. 지각된 규범 역시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

을 줄 것이다.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도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실행의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가, 지각

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 변인 간의 구조관계 모형은 변인들 간의 구조관

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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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연구모형의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모형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핵심자기평가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내

적통제, 정서적 안정성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각된 규범은 선행연구들

을 토대로 지각 대상 및 집단에 따라 상사 규범, 동료 규범, 조직 규범, 사회 규

범으로 구성하였다. 매개변인에 해당되는 결과기대는 결과기대의 유형에 따라 내

재적 결과기대와 외재적 결과기대로 구성되며, 실행의지는 의도와 주의제어로 구

성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경력관리행동은 기존의 개념을 보다 폭

넓게 확장시켜 경력관리와 관련된 자기탐색과 환경탐색을 포함하는 경력탐색행

동, 경력목표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는 경력계획행동, 계획실천을 

위한 네트워킹 형성, 자신의 경력욕구 및 성과 가시화, 경력개발을 위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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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개발하는 경력전략실행행동, 경력목표 및 계획 그리고 행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경력평가행동의 4가지 요인으로 구인화하였다.

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로 모집단을 이와 같이 선

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무직 근로자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한 다양한 직무 중 문서처리, 커뮤니케이션, 정보관리, 의사결정 활동 등을 주로 

사무실 내에서 영속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이찬 외, 2008)를 

의미한다. 오늘날 사무직 근로자는 단순 사무 업무가 아닌 경영활동에 필요한 활

동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지식근로자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조직의 

주요한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김은석, 2011). 경력관리행동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행하는 경력관리행동이지만 경력은 소속된 조직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는 관점(문재승, 최석봉, 2012)에서 조직에 소속되어있는 개인들의 경력관리행동

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들

어 사무직 근로자가 지식근로자로서 조직 내 주요한 주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상

대적으로 다양한 경력경로를 형성하고 경력관리행동을 수행하기에 이 연구에서

는 사무직 근로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경력관리행동에 있어 조직은 경력개발이 일어나는 주요 맥락과 환경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Baruch, 1999; De Vos et al., 2009)으로 조직형태나 규모가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인적자원관리 관점

에서 다양한 경력개발제도 및 기회 제공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경력관리를 지원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어려운 

기업 상황 및 교육시스템 구축 미비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력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어려우며(이찬 외, 2008),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경력개발 및 관리 지원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11).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경력관리 지원 환경의 차이 등으로 이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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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기에 연구 대상에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이질적인 하

위집단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근로자의 경력관리 양상을 보다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는 대기업 사

무직 근로자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자 한다. 

대기업을 분류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근거하

여 업종별로 상시 종사자 수와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

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따르면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조업을 기준으

로 볼 때, 최대 상시 종사자 수가 300인 미만, 매출액 200억원 이하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며 그 이상인 경우를 대기업으로 분

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대기업을 구분할 경우 인원, 

자본금, 매출액 등에 근거한 분류가 업종별로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정보 

사이트인 코참비즈(www.korchambiz.net)에서 제공하고 있는 1000대 기업체 리스

트를 활용하여 표집대상을 선정하고자 한다. 코참비즈는 전국의 상공회의소 네트

워크를 통하여 국내에서 가장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리스트는 

유가증권/코스닥 상장기업 및 외부감사법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또는 자산총

액)을 기준으로 작성되기에 업종에 상관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1000대 기업리스트를 선정하였

다. 1000대 기업리스트의 마지막 1000번째 기업의 매출액은 290,178백만원(2013

년 12월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조건 역시 충족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인 사무직 근로자의 현황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문헌이 없었

기에, 연구의 일반화를 위한 적정 표집수는 산출하기 어렵다(McMillan & 

Schumacher, 2006). 다만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수에 상관

없이 표본집단의 절대수에 기인하며, 사회과학에서는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만한 

표본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류근관, 2005).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수

준의 표본 크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가 크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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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표집 수는 모델의 복잡성 및 크기, 추정법. 모형 적합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된다(배병렬, 2013). 

일반적으로 모델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가 많게 되면 모델이 복잡하게 되고, 모

델이 복잡하게 되면 추정되는 모수의 수도 증가하게 된다. Jöreskog와 Sörbom 

(1989)은 연구모델하의 관찰변인의 수를 기준으로 적절한 표본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연구와 같이 관찰변인의 수가 12개 이상이

면 적절한 피험자의 수는 n=1.5*관찰변인의 수(관찰변인의 수+1)가 되어야 한다

고 제안하고 있다. 이 외에도 Jackson(2003)은 측정모델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방

정식모델에서는‘자유모수치: 피험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적절한 표본의 크기

를 정해야 하며 최소한 1: 10~2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표

집크기는 200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구조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추정법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에 적절한 최소한의 표본크기는 

일반적으로 100~150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Ding, Velicer & Harlow, 1995). 표

본크기가 커지면(예: 400명 이상), 최대우도법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로 

인해 모델적합도가 나쁜 것으로 보고될 수 있다(배병렬, 2013).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연구에서는 100명~408명의 표

본의 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

형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 2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 및 400명 이

상으로 너무 표본크기가 커질 경우 모델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400명을 표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무응답이나 불성실 응답자

가 있다는 점과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600부 이상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코참비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출액 기준 우리나라 

1000대 기업 리스트를 확보하고, 조사 대상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성의 한계를 고

려하여 조사 가능한 30개 기업을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하는 방식을 취하

였다. 이후 선정된 기관의 관련 담당자들에게 전화 연락이나 E-mail로 설문 협조

를 구하였으며 표집된 기업의 협력자에게 각 20~30부의 설문지를 부탁하였다.  

다만 선정된 기관의 관련 담당자로부터 설문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

여 총 40개의 기업을 유의표집하여 이 중 30개의 기업으로부터 협조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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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조사 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

지는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개념을 바탕으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

력관리행동,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실행의지 그리고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중 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구성요인을 

재구성하여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핵심자기평가는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도구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지각된 규범 역시 연구자가 선행연

구 고찰을 통해 구성요인을 재구성하여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결과기대는 이 연

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도구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행의지는 연구자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구성요인을 재구성하여 문항을 개발

하였다. 이 외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경력관리행동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살펴본 

특성들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조사 도구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content validity) 검증과 실제 이 연구의 대상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

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후, 본조사에 활용

되었다. 

내용타당도 검증 단계에서는 성인의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6인 및 기업 현장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2014년 10

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었다. 내용타당도 검증은 1차적으로 직업교육전

공 및 HRD 박사 4인과 직업교육 전공 및 HRD 전공 박사과정 수료생 3인을 대

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경력관리행동, 지각된 규

범 및 실행의지 측정도구가 구인별 조작적 정의에 맞게 문항 설정이 잘 이루어

졌는지를 검토 받았으며, 그 외에 모든 변인의 측정문항의 진술이나 표현 방식이 

조사 대상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되었는지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였다. 

이후 이 연구 대상에 해당되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2인을 대상으로 모든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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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문항의 진술이나 표현 방식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며, 기업체 상황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예비조사에서는 실제 이 연구의 대상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4년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루어졌

으며 설문지 배포 결과 총 150부가 회수되었고, 이 가운데 불성실 응답이 없어 

회수된 총 150부 설문자료가 그대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예비조사에서는 경력관

리행동,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 변인 측정도구에 대하

여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 )를 산출하여 조사도구 전체의 신뢰도 수준을 확인하고, 항목이 삭

제된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을 확인하여 문항 제거 

및 수정보완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타당도와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 제거 및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최종 조사도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Ⅲ-1>참고). 

구분 변인명 문항 수

종속
변인

경력관리행동

 경력탐색행동
자기탐색

환경탐색

 경력계획행동
목표설정

계획수립

 경력전략실행행동

네트워킹

가시화

지식 기술개발

 경력평가행동
경력점검

경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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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명 문항 수

독립
변인

핵심자기평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내적통제

정서적 안정성

지각된 규범

상사규범

동료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

매개
변인

결과기대
내재적 결과기대

외재적 결과기대

실행의지
의도

주의제어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직급

근속년수 현직장근무년수 총직장근무년수
근무형태 이직횟수

합계

본조사에서는 모든 측정도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도구의 잠재변인 간 상관계

수를 확인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경력관리행동은 개인이 자신과 주변 환경을 탐색하여, 경력목표 

설정 및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실행을 위한 경력전략들을 

실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활동과정(process)을 의미한다. 경력관리행

동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구성요인을 재구성하고 문항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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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의 개발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인화, 예비문항 작성, 내

용타당도 검증,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경력관리행동은 개인이 자신과 주변 환경을 탐색하여, 경력목표  

설정 및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실행을 위한 경력전략들을 

실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활동과정(process)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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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행동을 경력계획행동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던 초기 연구들에서는 

‘경력탐색’과 ‘경력계획’ 관련 구성요소들이 주요하게 도출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경력관리 범위와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최근 연구들에서는 경력탐색 및 

경력계획과 더불어 경력계획 달성을 위한 ‘경력전략실행’을 경력관리행동의 

주요한 하위 구성요소로 제안하고 있다. 비록 자신의 경력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경력평가’와 관련해서 별도로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Greenhaus 등(2000/2002)은 경력관리모델을 통해 경력목표에 대한 피드백

과 정보를 통해 자신의 경력을 평가하는 ‘경력평가’가 개인의 경력관리에 있

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경력관리 과정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Hall, 1993)이라는 관점에서도 경력목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경력평가 활동은 경력관리행동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

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력탐색, 경력계획, 경력전략실행에 추가하여 경력평가를 독립된 구성요소로 제

시하고자 한다. 

이와같이 경력관리행동과 관련된 이론들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경력관리행동은 

경력과 관련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들을 탐색하는 ⓛ경력탐색행동, 실제적

인 경력목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②경력계획행동, 그리고 

네트워킹, 가시화, 지식·기술개발 등의 ③경력전략실행행동, 경력에 대한 지속적

인 검토, 점검, 수정을 위한 ④경력평가행동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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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구인화 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경력관리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먼저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문항 풀(Pool)을 구성하였다. 

이는 개념적 구인화를 통해 도출된 구인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문항들

을 참조하여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또한 예비문항 작성을 위해서 하위영역별 

문항 수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종 검사에서는 하위영역

별로 3~15개 정도의 문항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기에(Croker & Algina, 

1986; Walsh & Betz, 1995). 이를 고려하여 하위 영역별 4~7개의 예비문항을 작

성하였다. 

다음으로 개발된 문항에 대한 지시문과 반응양식을 결정하였다. 지시문은 응답

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으며, 반응양식은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7점 척도 및 

5점 척도 등 원 척도별로 반응양식이 상이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원 척도 반응양

식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나, 응답자가 경력관리행동과 실행의지를 한 시점에서 

측정하거나 유사한 척도형식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동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7점 척도를 사용한 실행의지와 

다르게 경력관리행동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박원우 등(2007)은 측정하

고자 하는 변수에 따라 측정하는 척도형식을 달리함으로써 동일방법편의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척도의 종류(예: 어의차이 척도법, 리커트 

척도법), 척도점의 강도(예: 매우 그렇다, 그렇다), 척도점의 균형(예: 7점 척도, 5

점척도) 등을 달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관리행동은 5점 Likert 

척도를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반응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구성하였다. 또

한 질문 순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역시 동일방법편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제안(박원우 외, 2007)을 고려하여, 경력관리행동 문항을 핵심자기평

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 이후에 배치하여 설문순서가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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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인의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6인 및 기업 현장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

증을 실시하였다. 

검토 결과 구인별 조작적 정의에 맞게 문항 설정은 되어있으나 문항 진술 및 

표현 방식에 있어 추상적인 단어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언급, 모호한 표현에 

대한 수정 작업 등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다. 이에 경력탐색행동 중‘나는 나의 

경력목표달성을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탐색한다’ 문항에 이용가능한 자원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시(사람, 시간, 돈, 회사 제도 등)를 추가로 기술하였다. 

또한 경력평가행동 문항 중 실행계획 뿐 아니라 실행과정을 평가해야한다는 의

견이 있어 예비조사시 ‘나는 경력개발 실행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한다’라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경력관리행동 척도로 개발한 문항에 대하여 내적 일치도 계

수,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는 .936으로 높은 신

뢰도를 보였으며, 각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는 .845, .905, .820, 

.913으로 나타났다. 항목이 삭제된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와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을 확인 한 결과, 항목을 삭제한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가 높아지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519-.791로 모

든 항목이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1번 문항(.519), 2번 문

항(.570), 13번 문항(.557), 14번 문항(.534), 15번 문항(.539), 17번 문항(.569)을 제

외하고 모든 문항이 .6이상의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구인이 추출되었으며, 구인별 요인적재량은 경력탐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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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207-.759, 경력계획행동 .553-.722, 경력전략실행행동 .219-710, 경력평가행동 

.549-.844로 일부 구인별 요인적재량이 낮은 문항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항 1

번과 2번은 경력탐색행동 보다는 경력계획행동 구인의 요인적재량이 높게 나타

났다. 17번 문항의 경우도 경력전략실행 보다는 경력탐색의 요인적재량이 높게 

나타났다. 4개의 구인은 경력관리행동을 59.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

록 3-2> 참조).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명확하게 요인이 구분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가 대부분 적합하거나 양

호하였으며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변인별 요인적재량(표준화회귀계수)은 경력탐색행동 .477-836, 경력계획행동 

.786-.907, 경력전략실행행동 .532-756, 경력평가행동 .696-.923으로 요인적재량의 

크기가 Bagozzi와 Yi(1991)가 제시한 .50이상, .95이하 기준에 대부분 부합하는 것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렴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1번

(.477) 문항의 경우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부록 

3-3> 참조). 또한 경력관리행동 구인 간의 상관은 .585-.726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인간 강한 상관관계(.6-.8)(Rea & Parker, 2005)를 보이고 있지만 매우 강한 상

관관계(.8-1.0)에 미치지는 않으므로 보통 정도의 변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

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1번, 2번문항의 경우 경력탐색 중 

자기탐색과 관련한 문항들이었다. 실제 성인의 경우 경력관리행동에 있어 학생과 

같이 자신의 흥미, 적성, 강약점등을 진단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지난 

경력과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13번, 14번, 15번, 17번 문항은 경력전략실행행동과 관련된 문항들로 

13번, 14번 문항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실정과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15번, 16번, 17번의 경우 다양한 또는 도전적인 업무 및 개인적 학습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한 기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1번, 2번, 13번, 

14번, 15번, 17번 문항 기술 및 표현 방법을 다음 <표 Ⅲ-2>와 같이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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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전 전 문항 수정 후 문항

번
나는 나의 직업적 특성 흥미 가치 등 과 역량
지식 스킬 태도 등 을 스스로 진단한다

나는 나의 특성 직업가치 적성 등 과 현재의 
역량 지식 스킬 태도 등 을 검토한다

번
나는 나의 경력과 관련한 내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경력과 관련하여 현재 무엇
을 갖추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분석한다

번
나는 내가 원하는 업무 및 나의 경력목표가 
무엇인지 상사에게 알린다

나는 내가 원하는 업무 및 나의 경력목표에 
대해 상사와 이야기한다

번 나는 나의 상사에게 나의 업무성과를 알린다
나는 나의 상사가 나의 업무성과를 알 수 있
도록 한다

번
나는 나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
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나는 나의 경력개발을 위해 다양한 업무 및 
경험을 시도한다

번
나는 나의 경력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개
발하기 위해 도전적인 업무를 시도한다

나는 나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전적인 업무를 시도한다

번
나는 회사의 의무적인 교육 외에 경력개발을 
위한 개인적인 학습을 하거나 교육에 참여한다

나는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사의 
의무적인 교육 외에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거
나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 참가한다

수정된 최종 경력관리행동 조사도구의 하위 요인과 이에 따른 문항 배열 및 

개수는 다음 <표 Ⅲ-3>과 같다.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경력탐색행동

경력계획행동

경력전략실행행동

경력평가행동

최종적으로 개발된 문항을 이용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최종

적으로 개발된 문항에 대하여 내적 일치도 계수,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 확인

적요인분석, 측정도구의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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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 는 .926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각 

요인별 Cronbach 는 .785, .899, .802, .909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 

예비조사 본조사

경력관리행동

경력탐색행동

경력계획행동

경력전략실행행동

경력평가행동

항목이 삭제된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와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을 확인 한 

결과, 항목을 삭제한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가 높아지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435-.805로 모든 항목이 .0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대부

분 적합하거나 양호하였으며,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별 요인적재량(표준화회귀계수)은 경력탐색행동 .488-.700, 

경력계획행동 .759-.893, 경력전략실행행동 .517-.721, 경력평가행동 .748-913으로 

요인적재량의 크기가 Bagozzi와 Yi(1991)가 제시한 .50이상, .95이하 기준에 대부

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렴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다만 1번(.488) 문항의 경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최종분석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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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경력탐색행동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경력계획행동

문항

문항

문항

문항

경력전략실행행동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경력평가행동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주 적합도 지수 

유의도

경력관리행동 구인 간의 상관은 .571-.762로 각 구인간 강한 상관관계

(.6-.8)(Rea & Parker, 2005)를 보이고 있으나 변인 간 매우 강한 상관관계(.8-1.0)

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어 보통 정도의 변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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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경력탐색행동 경력계획행동

경력탐색행동 경력전략실행행동

경력탐색행동 경력평가행동

경력계획행동 경력전략실행행동

경력계획행동 경력평가행동

경력전략실행행동 경력평가행동

이 연구에서 핵심자기평가는 개인이 자기 자신과 타인, 주변 환경을 지각하여 

자신의 가치, 역량, 능력에 대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평가로 개인

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광범위한 평가(Judge, Locke & Durham, 1997; Judge et 

al., 1998)라 할 수 있다. 핵심자기평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핵심자기평가를 구성

하는 4가지 구성요소별로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10개의 문항으로 구성

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일반 자기효능감은 Chen, Gully와  

Eden(2001)의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통제위치는 Levenson(1981)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된 내적 통제위치 하위척도

(Internal subscale)를, 신경과민증은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Eysenck Personality 

Inventory(Eysenck & Eyenck, 1968)의 신경과민증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 신뢰도는 .68-.89였으며 각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핵심자기평가를 측정

한 Thuy(2012)의 연구에서 문항 신뢰도는 .816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핵심자기평가는 4요인으로 반응양식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

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에 이르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성인의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6

인 및 기업 현장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구인별 

조작적 정의에 맞게 문항 설정은 되어있으나 문항 번안에 있어 자아존중감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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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10번 문항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를 

‘나는 때때로 내가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로, 11번 문항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를 ‘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다’로 번안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핵심자기평가 척도의 문항에 대하여 내적 일치도 계수, 문항-

총척도점수 간 상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 는 .92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각 요인별 Cronbach 는 자기효

능감 .881, 자아존중감 .824, 내적통제 .769, 정서적 안정성 .893으로 나타났다. 항

목이 삭제된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가 높아지는 문항은 없었으며, 문항-총척도점

수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278-.681로 모든 항목이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16번 문항(.363), 19번 문항(.278), 23번 문항(.357)이 다른 문항

에 비해 상관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핵심자기평가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대부분 양호하였으며 모든 문항이 각 구인

에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별 요인적재량(표준화회귀계

수)은 자기효능감 .546-.805, 자아존중감 .341-.653, 내적통제 .431-.724, 정서적 안

정성 .510-.738로 요인적재량의 크기가 Baggozz와 Yi(1991)가 제시한 .50이상, .95

이하 기준에 대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렴타당도를 지닌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10번 문항(.442), 13번문항(.452), 16번 문항(.341), 19번 

문항(.431), 23번 문항(.484)의 경우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

이며 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다. 핵심자기평가 구인 간의 상관은 

.389-.827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내적통제 변인 간 매우 강한 상관관계

(.8-1.0)(Rea & Parker, 2005)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0번, 11번, 13번, 16번, 19번, 23번 문항을 다음 <표 

Ⅲ-7>과 같이 수정하였다. 



- 101 -

문항 수전 전 문항 수정 후 문항

번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번 나는 자랑할 것이 많지 않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번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번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주로 내 
능력에 달려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주로 내 
능력에 달려있다

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경우는 대부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수정된 최종 조사도구의 하위 요인과 이에 따른 문항 배열 및 개수는 다음 

<표 Ⅲ-8>과 같다.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내적통제

정서적 안정성

최종적으로 개발된 문항을 이용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최종

적으로 개발된 문항에 대하여 내적 일치도 계수,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 확인

적요인분석, 측정도구의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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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 는 .923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각 

요인별 Cronbach 는 .884, .839, .789, .913으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 

예비조사 본조사

핵심자기평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내적통제

정서적 안정성

항목이 삭제된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와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을 확인 한 

결과 16번 문항을 삭제한 경우 .851로 내적일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399-.683으로 모든 항목이 .01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핵심자기평가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대부

분 적합하거나 양호하였으며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별 요인적재량(표준화회귀계수)은 자기효능감 .662-.770, 자

아존중감 .375-.696, 내적통제 .517-.719, 정서적 안정성 .557-.756으로 요인적재량

의 크기가 16번 문항(.375)을 제외하고 Bagozzi와 Yi(1991)가 제시한 .50이상, .95

이하 기준에 대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렴타당도를 지닌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최종 분석시 16번 문항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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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자기효능감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자아존중감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내적통제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정서적 안정성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주 적합도 지수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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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기평가 구인 간의 상관은 .272-.728로 자기효능감과 내적통제 구인간 강

한 상관관계(.6-.8)(Rea & Parker, 2005)를 보이고 있으나 변인 간 매우 강한 상

관관계(.8-1.0)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어 보통 정도의 변별타당도를 지니고 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핵심자기평가 측정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지각된 규범은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대하여 대기업 사무직 근로

자 개인이 개인적, 집단 및 사회적으로 지각한 기대, 지지 및 압력을 의미한다. 

지각된 규범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구성요인을 재구성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지각된 규범 측정도구의 개발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인

화, 예비문항 작성, 내용타당도 검증,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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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지각된 규범은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대하여 대기업 사무직 근로

자 개인이 개인적, 집단적으로 지각한 기대, 지지 및 압력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

각된 규범은 대부분 개인적 수준에서 지각한 기대, 지지 및 압력만을 의미하였으

나 지각된 규범은 집단적 수준에서도 다양하게 인지된다는 점(Park & Smith, 

2007)을 고려하여 개인적 수준 뿐 아니라 집단적 수준에서 지각한 기대, 지지 및 

압력을 포함하였다. 경력관리행동 수행과 관련하여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지각

할 수 있는 집단적 기대, 지지 및 압력은 우선 개인이 속한 조직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경력관리행동이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점(신영숙, 2010; Arthur, Khapova & 

Wilderom, 2005; De Vos, Dewettinck & Buyen, 2009; Sullivan, 1999)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집단을 포함하여 상사규범, 동료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으로 지각된 

규범을 구성하였다. 

개념적 구인화 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지각된 규범을 측정하기 위한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먼저 지각된 규범에 대한 문항 풀(Pool)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개념적 구인화를 통해 도출된 구인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문항들

을 참조하여 예비문항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지각된 규범의 개념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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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근접한 선행 측정도구로 Ajzen(2002a)이 개발한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도구와 Park과 Smith(2007)가 개발한 지각된 규범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예

비문항을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지각된 규범은 지시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지시적 규범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should do)라고 생각한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Gerber & Rogers, 

2009), 어떤 행동이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승인된 행동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규칙이나 신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술적 규범은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

하는 개개인들 또는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들이 실제로 행한 

특정 행위에 대한 지각된 믿음(perceived belief)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지

각된 규범은 지시적 규범 뿐 아니라 기술적 규범으로도 지각될 수 있기에 이 연

구에서는 지시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 모두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지각된 규범을 상사규범, 동료

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지시적, 기술적 규범 측면

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예비문항 작성을 위해서 하위영역별 문항 수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종 검사에서는 하위영역별로 3~15개 정도의 

문항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기에(Croker & Algina, 1986; Walsh & Betz, 

1995), 이를 고려하여 하위 영역별 6개의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개발

된 문항에 대한 지시문과 반응양식을 결정하였다. 지시문은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으며, 반응양식은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7점 척도를 가장 많이 사용

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각된 규범은 7점 Likert 척도를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반응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4)’, ‘그렇다(5)’, ‘그런 편이다(6)’, ‘매우 그렇다(7)’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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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인의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6인 및 기업 현장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

증을 실시하였다. 검토 결과 구인별 조작적 정의에 맞게 문항 설정은 되어있으나 

문항 진술 및 표현 방식에 있어 사용한 용어들 간의 개념(동의, 지지, 지원) 구분

이 모호하다는 피드백이 있었으며, 이로인해 응답자는 유사한 질문의 반복으로 

느껴질 수 있어 문항의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피드백 또한 있었다. 또한 

조직적 수준에서 지각한 기대, 지지 및 압력을 묻는 문항에 있어 주체가 모호하

여 응답자가 응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이에 상사규범과 동료규범의 경우 ‘나의 상사(동료)는 내가 경력관리행동 하

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문항을 삭제하여 동의(소극적 개념)와 지원(적극적 개념)

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조직규범과 사회규범의 경우 ‘우리 조직의 대부

분의 사람들은(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이란 문구를 ‘우리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이(우리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라는 문구로 수정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경력관리행동 척도로 개발한 문항에 대하여 내적 일치도 계

수,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 는 .93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각 요인별 Cronbach 는 .924, .926, .887, .821로 나타났다. 항목이 삭제된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와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을 확인 한 결과 항목을 삭제한 경

우 내적일치도 계수가 높아지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총척도점

수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293-.759로 모든 항목이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19번 문항(.422), 22번 문항(.293), 24번 문항(.473)의 경우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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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규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6개의 구인이 추출되었다. 6개의 구인으로 추출된 이유는 예비 

문항은 상사, 동료, 조직, 사회의 지각 대상뿐 아니라 지시적과 기술적이라는 지

각 방식을 함께 묻고 있었는데, 지시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의 다른 특성으로 인

해 새로운 구인들이 추가적으로 추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각 대상별 기술적 

규범 문항을 제외하고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4개의 구인이 추출되었

으며, 구인별 요인적재량은 상사 규범 .773-915, 동료 규범 .790-.896, 조직 규범 

.439-743, 사회 규범 .161-784로 일부 구인별 요인적재량이 낮은 문항이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사회규범을 묻는 문항 중 19번과 22번 문항의 경우 조직 규범에 

대한 요인적재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4개 구인은 지각된 규범을 70.30%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3-9> 참조). 

일부 문항으로 인해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명확하게 요인이 구분되지 않아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가 대부분 적합

하거나 양호하였으며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측정변인별 요인적재량(표준화회귀계수)은 상사규범 .822-933, 동료규범 

.839-927, 조직규범 .806-892, 사회규범 .618-820으로 요인적재량의 크기가 

Bagozzi와 Yi(1991)가 제시한 .50이상, .95이하 기준에 모든 문항이 부합하는 것으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렴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19번

(.618)과 22번(.648) 문항은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

다. 또한 지각된 규범 구인 간의 상관은 .176-590으로 나타나 구인 간 변별타당

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상별 기술적 규범 방식을 묻는 문항인 5번, 6번, 

11번, 12번, 17번, 18번, 23번, 24번 문항은 본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19번, 

22번 문항의 경우 모두 사회 규범과 관련된 문항으로 사회집단 수준에서 지각한 

규범은 상사, 동료, 조직 규범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9

번, 22번 문항의 경우 비록 다른 문항과 상관이 다소 낮게 나왔으나 도구의 일관

된 형식을 고려하고, 추후 본조사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수정하지 않고 본조사에 

그대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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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최종 지각된 규범 조사도구의 하위 요인과 이에 따른 

문항 배열 및 개수는 다음 <표 Ⅲ-11>과 같다.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상사규범

동료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

최종적으로 개발된 문항을 이용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최종

적으로 개발된 문항에 대하여 내적 일치도 계수,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 확인

적요인분석, 측정도구의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조사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 는 .914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각 

요인별 Cronbach 는 .908, .914, .914, .788으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 

예비조사 본조사

지각된 규범

상사규범

동료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

항목이 삭제된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와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을 확인 한 

결과 항목을 삭제한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가 높아지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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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441-.783로 모든 항목이 .0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각된 규범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대부

분 적합하였으며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별 요인적재량(표준화회귀계수)은 상사 규범 .817-.893, 동료 규범 

.821-.900, 조직 규범 .792-.923, 사회규범 .620-.829으로 요인적재량의 크기가 

Bagozzi와 Yi(1991)가 제시한 .50이상, .95이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

나 전반적으로 수렴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상사규범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동료규범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조직규범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사회규범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주 적합도 지수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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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규범 구인 간의 상관은 .259-.578로 변인 간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강한 상관관계(.6-.8)(Rea & Parker, 2005)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어 변별타당

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지각된 규범 측정도구는 신뢰도와 타

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상사규범 동료규범

상사규범 조직규범

상사규범 사회규범

동료규범 조직규범

동료규범 사회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

이 연구에서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 수행으로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 결과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Lent 등(2013)이 개발한 12문항으

로 구성된 결과기대 측정도구를 연구자가 우리나라 사무직 근로자에게 적합하도

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결과기대 측정도구는 내재적 결과기대 7문항, 외재적 결과기대 5문항 2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 문항 신뢰도는 .92였으며 Lent 등(2013)이 개발한 

문항을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한 김진관(2014)의 연구에서 문항 신뢰도

는 .9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반응양식은 Lent 등(2013)의 연구에서는 

10점 척도가 사용되었으나 응답자의 응답 편리성을 위해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에 이르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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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6

인 및 기업 현장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인별 조작적 정의에 맞게 문항 설정은 되어있으나 문항 번안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다. 원 척도의 경우 대상이 대학생이기에 이미 경력을 형성한 성인들인 이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문항 작성에 있어 ‘지금보다 더’, ‘보다 높

은’등의 수식어를 추가하였으나 원 척도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피드백

이 있어 원척도 문항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결과기대 척도의 문항에 대하여 내적 일치도 계수, 문항-총척

도점수 간 상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 는 .906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각 요인별 Cronbach 는 .869, 

.860으로 나타났다. 항목이 삭제된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와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을 확인 한 결과 항목을 삭제한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가 높아지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588-.770로 모든 

항목이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3번 문항(.588)의 경우 다

른 문항에 비해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결과기대 측정도구의 경우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대부분 양호하였으며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별 요인적재량(표준화회귀계수)

은 내재적 결과기대 .599-776, 외재적 결과기대 .693-779로 요인적재량의 크기가 

Bagozzi와 Yi(1991)가 제시한 .50이상, .95이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

나 전반적으로 수렴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3번 문항의 경우 

.599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내

재적 결과기대와 외재적 결과기대 구인 간의 상관은 .763으로 강한 상관관계

(.6-.8)(Rea & Parker, 2005)를 보이고 있지만 매우 강한 상관관계(.8-1.0)에 미치

지는 않으므로 보통 정도의 변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3번 문항을 다음 <표 Ⅲ-15>와 같이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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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전 전 문항 수정 후 문항

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충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사람들과 충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정된 최종 조사도구의 하위 요인과 이에 따른 문항 배열 및 개수는 다음 

<표 Ⅲ-16>과 같다.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내재적 결과기대

외재적 결과기대

최종적으로 개발된 문항을 이용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최종

적으로 개발된 문항에 대하여 내적 일치도 계수,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 확인

적요인분석, 측정도구의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조사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 는 .89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각 

요인별 Cronbach 는 .850, .848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 

예비조사 본조사

결과기대

내재적 결과기대

외재적 결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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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삭제된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와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을 확인 한 

결과 항목을 삭제한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가 높아지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617-.763으로 모든 항목이 .01 유

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과기대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대부분 

적합하거나 양호하였으며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별 요인적재량(표준화회귀계수)은 내재적 결과기대 .560-.742, 

외재적 결과기대 .627-.783으로 요인적재량의 크기가 Bagozzi와 Yi(1991)가 제시

한 .50이상, .95이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렴타당도를 지

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내재적 결과기대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외재적 결과기대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주 적합도 지수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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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기대 구인 간의 상관은 .765로 각 구인간 강한 상관관계(.6-.8)(Rea & 

Parker, 2005)를 보이고 있으나 변인 간 매우 강한 상관관계(.8-1.0)를 보이고 있

지는 않고 있어 보통 정도의 변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결과기대 측정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사 및 주

의제어 능력을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구성요인을 

재구성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실행의지 측정도구의 개발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인화, 예비문항 작성, 내용타당도 검증,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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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사 및 주

의제어 능력을 의미한다. 그동안의 연구들이 실행의지에 대한 정의가 특정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사만을 강조하여 측정하였으나, 실행의지는 실행의도

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Corno & Kanfer, 1993), 의지는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능력이나 역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국립국

어원, 2014), 그리고 실행의지는 행동의도를 넘어서는 과정이라는 점(Bagozzi, 

1992;  Gollwitzer, 1993, 1999; Kuhl, 2000)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행동수행

에 대한 개인의 의사와 더불어 행동을 수행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능력적인 측면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실행의지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에 실행의지를 의도와 주

의제어로 구인화하였다. 

개념적 구인화 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지각된 규범을 측정하기 위한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먼저 실행의지에 대한 문항 풀(Pool)을 구성하였는데 이

는 개념적 구인화를 통해 도출된 구인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문항들을 

참조하여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실행의지의 하위구인인 의도는 특정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실행의사로 

Bagozzi, Baumgartner와 Pieters(1998)의 실행의지 측정도구와 계획행동이론의 행

동의도(Ajzen, 2002a) 도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Bagozzi, Baumgartner와 

Pieters(1998)의 연구에서 문항의 신뢰도는 .78이었으며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 117 -

번안하여 사용한 오홍석(2012)의 연구에서 문항 신뢰도는 .85였으며, 홍준희(2002)

의 연구에서는 .80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경력관리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의제어 능력과 관련해서는 Kuhl과 

Fuhrmann(1998)의 의지구성요소검사(Volitional Component Inventory) 문항을 사

용하였다. 의지구성요소검사는 주의제어(의식적 주의제어, 암묵적 주의제어), 자

기결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기결정은 핵심자기평가 측정도구와 유사한 개념

을 측정하는 문항이라고 판단되어 제외하고 주의제어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의지

구성요소검사 중 주의제어만을 별도로 측정한 박희랑, 한덕웅(2006)의 연구에서 

문항신뢰도는 .95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행의지는 의도, 주의제어 2요인으로 구성된다. 반응양식은 선

행연구에서는 7점 척도 및 5점 척도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Bagozzi 등(1998), Kuhl과 Fuhrmann(1998)의 원 척도에서 사용한 7점 척도를 동일

하게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에 이르는 Likert 7점 척

도로 구성하였다. 이는 또한 앞서 언급한 동일방법편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종

속변인인 경력관리행동과 다른 척도양식을 사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

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인의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6인 및 기업 현장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

증을 실시하였다. 검토 결과 주의제어 문항 중 ‘나는 경력관리행동을 할 생각을 

하면 다른 일에는 관심이 줄어준다.’라는 문항은 부적절한 문항으로 판단된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의도의 경우 유사한 문항이 많아 응답자의 응답과정에서 불성

실 응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에 유사한 문항을 통합하여 문항의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또한 일부 문항은 번역체 느낌이 크게 들어 

보다 자연스럽게 문장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피드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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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사한 문항들은 통합하여 문항의 수를 줄이고 ‘나는 경력관리행동을 

할 생각을 하면 다른 일에는 관심이 줄어든다’라는 문항은 ‘나는 다른 일들보

다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로 수정하였다. 또한 ‘나는 

구태여 노력하지 않아도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에 관심을 유지한다’와 같이 표

현 방식에 있어 부자연스러운 문항들은 ‘나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경력관리

행동을 할 생각이 자주 든다’와 같이 수정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지각된 규범 척도로 개발한 문항에 대하여 내적 일치도 계수,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 는 .927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각 요인별 

Cronbach 는 .886, .887로 나타났다. 항목이 삭제된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와 문

항-총척도점수 간 상관을 확인 한 결과 2번 문항을 삭제할 경우 의도의 내적일

치도 계수가 .901로 높아지며, 8번 문항을 삭제할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가 .89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682-.870으

로 모든 항목이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든 문항에서 .60이

상의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실행의지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구인이 추출되었으며, 구인별 요인적재량은 의도 

.455-.828, 주의제어 .570-.763으로 일부 구인별 요인적재량이 낮은 문항이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2번 문항의 경우 주의제어에 대한 요인적재량이 더 높게 나타

났다. 2개 구인은 실행의지를 64.8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3-16> 

참조).  

일부 문항으로 인해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명확하게 요인이 구분되지 않아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가 대부분 적합

하거나 양호하였으며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측정변인별 요인적재량(표준화회귀계수)은 의도 .746-.928, 주의제어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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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로 요인적재량의 크기가 Bagozzi와 Yi(1991)가 제시한 .50이상, .95이하 기준

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렴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다만 8번 문항의 경우 .621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

이고 있었다. 또한 의도와 주의제어 구인 간의 상관은 .853으로 매우 강한 상관

관계(.8-1.0)(Rea & Parker, 2005)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계적 결과를 바탕으로 

8번 문항을 다음 <표 Ⅲ-19>와 같이 수정하였다. 

문항 수전 전 문항 수정 후 문항

번
나는 다른 일들보다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나는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수정된 최종 조사도구의 하위 요인과 이에 따른 문항 배열 및 개수는 다음 

<표 Ⅲ-20>과 같다.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의도

주의제어

최종적으로 개발된 문항을 이용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최종

적으로 개발된 문항에 대하여 내적 일치도 계수,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 확인

적요인분석, 측정도구의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조사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 는 .938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각 요

인별 Cronbach 는 .894, .90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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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적일치도 계수 

예비조사 본조사

실행의지

의도

주의제어

항목이 삭제된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와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을 확인 한 

결과 항목을 삭제한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가 높아지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문항-총척도점수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726-.859으로 모든 항목이 .01 유

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실행의지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대부분 

적합하거나 양호하였으며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별 요인적재량(표준화회귀계수)은 의지 .757-.921, 주의제어 

.719-.874로 요인적재량의 크기가 Bagozzi와 Yi(1991)가 제시한 .50이상, .95이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렴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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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의도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주의제어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주 적합도 지수 

유의도

실행의지 구인 간의 상관은 .786으로 각 구인간 강한 상관관계(.6-.8)(Rea & 

Parker, 2005)를 보이고 있으나 변인 간 매우 강한 상관관계(.8-1.0)를 보이고 있

지는 않고 있어 보통 정도의 변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실행의지 측정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경우에는 선행연구들에서 경력관리행동과 관련하여 주요

하게 살펴 본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직급, 근속년수(현직장 근무년수, 

총직장 근무년수), 근무형태, 이직횟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구하는 항목

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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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온라인 및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응답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주로 온라인 조사를 활용하여 수집하였

으며, 다소 회수율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조사를 추가

적으로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선정된 30개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연락을 취

하여 각 기업별로 1명씩 협력자를 섭외하고 기업당 설문 가능한 인원을 파악하

여 온라인 설문 양식을 전송하고 참여 독려를 부탁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KSDC DB(조사 및 통계자료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온라인 양식

을 작성하여 응답을 받았으며,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모바일 폰으로도 응답

이 가능하게 하였다. 기업 내부의 방침으로 인해 온라인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및 다소 회수율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우편조사의 경우 연구자가 사전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고 

해당 기관의 협력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이를 회수하여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600부 이상이 배포되었으나 온라인 조사 특성상 정확히 배

포된 숫자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온라인 조사로 377부, 우편조사로 19부가 

수집되어 총 396부가 수집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총 

364명의 설문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구결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5. 자료 분석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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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SPSS for Window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실시하였으며, AMOS 18.0 통계 패키지를 통해 가설적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관계 구명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

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여 처리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 .001 

수준에서도 유의도를 판단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입력자료로는 원자료를 활용하

였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입력자료로는 상관행렬과 공분산행렬이 활용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다변량 정규성이 확보되지 못한 측면을 고려하여 부트스트레핑 

방법을 활용하였기에 원자료를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을 때 

매우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전반적인 적합도, 변인들 사이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하여 

복잡한 변인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방정식은 직접

적인 측정이 어려운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잠재변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측정오

차를 분리하여 판단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경력관리행동을 이끄는 심리적인 

과정을 구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실제 측정하기 어려운 심리적 변

인들의 구조관계를 구명하여 이론적 모델을 만드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이 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이 단계 접근법은 측정모형을 먼저 검토하

여 개념측정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한 후, 구조모형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오류가 발생할 시, 오류의 원인이 측정의 오류에서부터 발생하였는지 

또는 구조관계 설정의 오류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연구결

과 해석의 정확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동시에 분석하는 

일 단계 접근법보다 이 단계 접근법이 이 연구에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실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분석이 필요로 하는 몇 

가지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구조방정식 분석이 여러 단

계의 회귀분석을 동시에 하는 분석으로서 회귀모형이 필요로 하는 가정을 구조

방정식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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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① 입

력자료 준비, ② 측정모형 분석, ③ 구조모형분석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할 구조방정식은 변인들의 선형적 결합을 통해 모수를 추정

하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가정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입력 자료를 준비하였다. 

첫 번째로 결측치를 확인하였다. 결측치는 이용 가능한 표본을 감소시키거나 

응답자의 정보를 담아내지 못하여 잘못된 분석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결측치를 확인하여 적절한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조사의 경우 필수응답 기능을 사용할 경

우 모든 문항에 응답을 해야 설문이 완료되기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 중 서술형인 경우(연령, 현 직장 경력, 총 직장경력, 이직 횟수)에만 결측치

가 발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있

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목별 결측치는 발생하지 않아 별도로 결측치를 처

리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이상치를 확인하였다. 이상치는 다른 자료와는 다른 유형을 보이는 

값을 말하며 이러한 이상치는 자료의 정규성 및 선형성을 훼손한다. 이에 따라 

이상치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상치를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통계치를 활용하여 제거하였다. 제거기

준이 되는 유의수준은 .001로 설정하여 보수적으로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

상치 제거란 자료의 정보를 훼손시키는 작업으로서 보수적인 유의수준으로 제거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Tabachinick & Fidell, 1996). 또한 평균에서의 표

준편차 거리(｜3｜이상)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이상치를 제거하여 총 32부의 이상

치를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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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은 변인들의 선형적 결합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며 이러한 선형적 결합을 위해서는 다변량 정규성이 확보되

어야 한다. 다변량 정규성이란 모든 단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조합된 

변인들의 결합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라야 하며 2개의 변인들이 동시에 이루는 결

합분포가 모두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단

별량 분포의 경우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하는 지표인 왜도(skew)와 첨도(kurtosis)

를 활용하였으며, 정규성의 기준으로는 Curran, West와 Finch(1996)가 제시한 왜

도지표 ┃3.0┃이내, 첨도지표 ┃8.0~20.0┃ 이내로 설정하였다. 다변량 정규성의 

경우 다변량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자료는 드물기에 일변량정규성의 검토를 

통해 큰 문제가 없으면 다변량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

가 없으나(배병렬, 2013) 보다 엄격하게 자료가 다변량정규성을 충족하지 않는 

비정규자료(non-normal)인 경우, Amos에서는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에 의해 

비정규자료를 처리할 수 있기에 부트스트레핑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네 번째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이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독

립변인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립변인들의 

높은 상관관계는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된 분석

을 유도할 수 있다(김준우, 2007). 이에 따라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10)와 분산팽창지수

(VIF<10)를 활용하였다.  

측정모형 분석은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변인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

된 측정모형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즉 측정모형 분석이란 이 연

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인인 경력관리행동,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를 측정하는 관찰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합하게 측정하는지 분

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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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측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측정모형설정이란 잠재변인, 관찰변인, 오차

를 활용하여 잠재변인이 관찰변인을 설명하는 형태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올바르게 측정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에 회귀분석이나 경로분석에서는 이러한 측정오차가 없음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

문에 분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으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이러한 오차

를 제거하기 때문에 더욱 신뢰로운 분석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는 

잠재변인에서 관찰변인으로의 경로계수가 도출되며 이는 요인계수와 같은 의미

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측정오차가 구해지는데 이러

한 분석을 통해서 잠재변인이 관찰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곧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세 번째로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는 관찰변인들

이 추상적 개념인 잠재변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이

다. 이 연구에서는 요인계수, 잠재변인간의 상관, 개념신뢰도(CR) 및 평균분산추

출(AVE)을 확인하여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네 번째로 이 연구는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두 개 이상의 변인에 대해 자기보

고자료(self-reported data)로 응답결과를 획득하였기에 동일방법편의의 문제가 야

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와 측정의 단계에서 동일방법편의를 감소시키는 방법(질문의 순서 고려, 상

이한 척도형식 사용 등)을 적용하였지만 이는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어느 정도 감

소시키는데 기여하지만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기에 분

석단계에서도 통계적 분석기법을 통해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였다. 박원우 등

(2007)은 연구모형이 잠재변수 수준일 경우 동일방법편의는 공분산 구조모형을 

활용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진단·제거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는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는 다양한 방법 중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 방법

(Harman's single factor test)과  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2003)가 

제안한 ‘비측정 단일 동일방법요인(a single unmeasured latent method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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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의 측정모형에 추가하여 추가 전․후의 두 모형을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하

여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였다. 

구조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변인, 즉 잠재변인을 관찰변인들이 올바르게 측정

하였는지 확인한 후에는 실제 이 연구의 가설인 연구모형의 적합성,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모형을 분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조모

형 분석은 측정모형을 통해 구성된 개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측정

모형과 구조모형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모형 분석을 하기 위해

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조모형을 설정한다는 것은 이 연구에서 

정의한 경력관리행동,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 변인들

의 가설적 구조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핵심자기평가와 지각된 규범

을 외생변인으로 결과기대,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을 내생변인으로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모수를 추정하였다. 모수추정을 위해서 부트스트레핑 추정법을 사용

하였다. 부트스트레핑 추정법은 다변량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은 자료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에 있어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 중 하나(문수백, 2013)

로 이 연구에서는 Amo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레핑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원자료를 활용해야 하므로 자료의 투입은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레핑 방법이란 모수추정치들의 표본분포를 추정하는 방법(배병렬, 

2013)으로서 자료를 통해 얻어진 표본상관행렬로부터 무선표본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의 유의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모수의 분포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켜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자료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충족시킨다는 가정의 제

약으로부터 벗어나 모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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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스트레핑 방식은 모집단에 분포에 대하여 모수적 가정을 하지 않고 표본자료

의 추론으로 모수를 추론하게 된다(김계수, 2010). 

이 연구에서 부트스트레핑을 통한 재표집화 횟수는 1,000회로 지정하였다. 일

반적으로 부트스트레핑 반복횟수가 적어지면 검증력 손실(power loss)이 발생하

기 때문에 유의수준 1% 수준에서는 1,000번 이상 반복할 필요가 있으며(Stine, 

1989),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최소 399번 이상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입증되었

다(Mackinnon, 2000). 

부트스트레핑 신뢰구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percentile(PC)과 bias-corrected(BC) 방법이 있는데 추정치의 표본분포가 편포를 

이룰 경우, bias-corrected의 방법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이현응, 

2014) 다변량 정규성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 이 연구에서는 

Bias-corrected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95% 신뢰구간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모형을 평가하였다. 이는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추정된 경로계

수의 유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우선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모형

부합도 지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부합도 지수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을

만큼(Kenny & McCoach, 2003) 그 수가 많으며 연구자마다 보고하고 있는 모형

부합도지수의 종류와 수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합도지수 선택에 있어 구

조방정식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 선택기준이 있

는 것은 아니지만(문수백, 2013) 여러 연구자들(Boomsma, 2000; McDonald & Ho, 

2002)은 공통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에 최소한 ①연구모델의 값, ②

Jöreskog & Sötbom가 개발한 RMR의 표준화 지수인 SRMR, ③Steiger-Lind의 

90% 신뢰구간인 RMSEA, ④Turker와 Lewis(1973)의 TLI(NNFI), ⑤Bentler의 CFI를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언급된 5개의 모형적합도지수에 추가하여 증분적합지수인 NFI, 

IFI 그리고 간명적합지수인 PRATIO, PNFI, PCFI 지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다만 카이제곱검정은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카이제곱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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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관찰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

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따라 카이제곱검정 이 외에 모형적합도지수를 고

려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카이제곱검정과 함께 

이러한 적합지수들은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모형적합도지수들을 활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구 분 모형적합도 판단 기준

양호 
대체로 양호

매우 좋음 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
좋은 편임 
적합

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

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

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

자료 문수백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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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추정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의수준 5%수

준에서 유의미한 경로계수를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네 번째로 연구자가 초기에 설정한 연구모형과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

한 대안모형 간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

으로 ‘핵심자기평가→경력관리행동’경로 추가모형(대안모형1)과 ‘지각된 규범

→경력관리행동’경로 추가모형(대안모형2)을 설정하고 초기 연구모형과 대안모

형들 간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대안모형과 연구모형의 비교는 우선적으로 

카이제곱검정통계량이 유의하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카이제곱검정통계량 

외의 모형적합도지수가 개선되는지를 통해 판단하였다. 

다섯 번째로 모형의 간명도를 위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모형수정이란 초기의 

연구모형에 대한 확인적 검증에서 나아가 자료를 통해 도출한 상관행렬에 더욱 

적합한 모형상관행렬을 도출할 수 있는 모형으로 연구모형을 수정하는 것이다. 

모형을 수정하는 상황은 모형의 적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이거나, 간명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는데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형만들기 

작업을, 모형의 간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형다듬기 작업을 수행한다(Kline, 

2005/2010). 이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형다듬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모형 다듬기는 모수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형의 

간명도가 높아진다. 모형다듬기 작업은 유의미하지 않은 모수를 제거함으로서 모

형의 적합도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간명도를 높일 수 있다. 단 이러한 모형 다

듬기 작업 또한 본래의 연구모형에 비해 적합성을 유의미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는 지양해야 한다. 연구모형에 비해 수정된 모형이 자료를 더욱 잘 표현하는 것

으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수정된 모형을 채택하였다. 

여섯 번째로 최종모형을 채택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모형과 수정된 모형 중 

표본상관행렬을 더욱 적합하게 표현하는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

이제곱검정통계량 고려하여 모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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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로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서는 

Sobel과 부트스트레핑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레핑 방

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하지 않고 부트스트레핑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트스트레핑 방식은 모집단의 분포에 대하여 모수적 

가정을 하지 않고 표본자료의 추론으로 모수를 추론하게 된다(김계수, 2010). 이

에 반해 Sobel 검증은 매개변수를 사이로 존재하는 비표준화 경로계수들과 표준

오차를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도출하고 z검정을 활용한다(Kline, 

2005/2010). 이는 모집단의 분포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만족한다는 가정이 존재하

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자료는 단변량 정규성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다

변량 정규성을 완벽히 만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스트래핑방법이 더욱 적절하

다고 판단하였다. 

여덟 번째로 다중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매개변인이 여러개 있는 

다중매개모델(multiple mediator model)로 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 

변인(phantom)을 사용하여 각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매개변인이 두 개 이상인 다중 매개효과의 경우 개별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와 전체간접효과(total indirect effect)에 대해 별도의 부트스트레핑이 실시

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부트스트레핑 방법은 전체간접효과에 대한 결과만 제공하

는 한계가 있다. 즉, 개별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레핑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두 간접효과의 합인 전체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레핑 결과만 제시된다(홍세희, 

2009). 팬텀 변인을 사용하여 각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대

한 유의도를 검증하고 할 수 있기에(이현응, 2014; 홍세희, 2009) 이 연구에서는 

팬텀 변인을 사용하여 각 매개변인을 통한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팬텀변인은 일종의 가상의 변인으로 모형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

는 변인(Cheung, 2007; Macho & Ledermann, 2011)으로 이 연구에서는 배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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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이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구조모형에 개별 매개

경로에 대한 팬텀변인을 생성하고 각 경로에 대한 직접효과의 곱의 형태로 된 

간접효과를 하나의 단일계수로 취급하게 된다. 이후 부트스트레핑 절차를 통해 

단일계수로 표시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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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분석된 364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Ⅳ-1>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성(69.5%)이 여성(30.5%)에 비해 많았으며, 연령

은 평균 33.86세로 30대가 전체의 61.5%로 가장 많았다. 기혼자(62.6%)가 미혼자

(37.4%)에 비해 많았으며, 학력은 대부분 4년대 졸업(72.0%)으로 나타났다. 직급

은 대리급(33.5%), 일반사원급(25.8%), 과장급(24.7%), 차장급(9.3%), 부장급 이상

(6.6%) 순이었으며 고용형태는 대부분 정규직(98.9%)이었다. 

응답자의 현 직장 경력은 평균 5년 8개월이었으며, 3년 미만이 29.9%, 3년 이

상 5년 미만이 28.0%,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4.7%,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9.3%, 15년 이상이 6.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총 직장 경력은 평균 8년 3개월이

었으며, 3년 미만이 12.6%, 3년 이상 5년 미만이 20.6%,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6.8%,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5.7%, 15년 이상이 12.9%로 5년 이상 10년 미만

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이직횟수는 이직을 하지 않은 응답자가 54.4%로 대

부분이었으며, 1회가 21.4%, 2회가 10.4%, 3회 이상이 13.2%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명 백분율

성별
남자

여자

연령
만

세 미만

세 미만

세 미만

세 이상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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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명 백분율

결혼
여부

기혼

미혼

최종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 졸업

년대 졸업

대학원이상

직위

일반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상

고용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현
직장
경력

년 미만

년 미만

년 미만

년 미만

년 이상

무응답

총
직장
경력

년 미만

년 미만

년 미만

년 미만

년 이상

무응답

이직
횟수

없음

회

회

회 이상

무응답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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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정규성 검증

이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변인인 경력관리행동,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의 관찰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을 산

출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경력관리행동은 그 값이 증가할수록 경력관리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

술적 통계량을 살피기 위하여 잠재변인인 경력관리행동을 관찰변인의 합산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은 45-100 응답범위에서 70.11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관찰변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경력탐색행동은 12-25에서 18.93, 경

력계획행동은 6-20에서 13.27, 경력전략실행행동은 14-35에서 24.83, 경력평가행

동은 5-20에서 13.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경력관리행동 

수준이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력전략실행행동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수행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자기평가는 그 값이 증가할수록 자신에 대한 평가가 높음을 의미한다. 기

술적 통계량을 살피기 위하여 잠재변인인 핵심자기평가를 관찰변인의 합산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은 84-174 응답범위에서 130.50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변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22-40에서 31.62, 자

아존중감은 20-45에서 36.07, 내적통제는 13-30에서 22.88, 정서적 안정성은 

15-60에서 39.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 

수준이 보통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규범은 그 값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주변 사람 및 집단으로부터 경력관

리행동에 대한 기대, 지지 및 압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술적 통계량을 살피기 

위하여 잠재변인인 지각된 규범을 관찰변인의 합산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은 

41-112 응답범위에서 77.03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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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변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상사규범은 4-28에서 19.56, 동료규범은 8-28에서 

18.95, 조직규범은 4-28에서 19.32, 사회규범은 8-28에서 19.20인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주변 개인 및 집단으로부터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기

대, 지지 및 압력에 대한 인식이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사로부터 인식된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기대, 지지 및 압력에 대한 지각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기대는 그 값이 증가할수록 경력관리행동 수행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기

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술적 통계량을 살피기 위하여 잠재변인인 결과기대

를 관찰변인의 합산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은 35-60 응답범위에서 48.05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변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내재적 결과기대는 20-35

에서 28.46, 외재적 결과기대는 11-25에서 19.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결과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내재적 결과기대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인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의지는 그 값이 증가할수록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대한 의지가 높음을 의

미한다. 기술적 통계량을 살피기 위하여 잠재변인인 실행의지를 관찰변인의 합산

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은 30-70 응답범위에서 51.65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변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의도는 14-28에서 21.32, 주의

제어는 14-42에서 30.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경력관리행

동에 대한 실행의지 수준이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에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의도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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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응답범위 평균 표준편차 점 평균

경력관리행동

경력탐색행동

경력계획행동

경력전략실행행동

경력평가행동

핵심자기평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내적통제

정서적 안정성

지각된 규범

상사규범

동료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

결과기대

내재적 결과기대

외재적 결과기대

실행의지

의도

주의제어

이 연구에서는 관찰변인의 단변량 정규성 및 다변량 정규성을 분석하였다. 일

반적으로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왜도(skew)와 첨도(kurtosis) 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경험적 기준에 따르면 왜도지표 ┃3.0┃이내, 첨도지표 ┃

8.0~20.0┃ 이내의 경우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Hong, Malik, Lee(2003)는 왜도 2, 첨도 4이내의 기준을 만족하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상분포조건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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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기각률(critical ratio: C. R.)을 통해 판단할 수도 있다. 검정통계량과 같은 이 

기각률은 유의수준 .01에서 절대값이 2.58 이상일 경우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왜도와 첨도에 따른 기각률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Curran, West, 

& Finch, 1997). 이 연구에서는 검정통계량 보다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의 크기

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표 Ⅳ-3>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관찰변인의 왜도의 절대값 지수

는 .001-.407, 첨도의 절대값 지수는 .031-.829로 모든 관찰변인의 왜도 및 첨도

의 지수가 ┃3.0┃이내 및 ┃8.0~20.0┃이내로 나타나 단변량 정규성 기준을 만족

하였다. 

한편 다변량 정규성은 다변량첨도(multivariate kurtosis)의 값으로 판단할 수 있

는데 다변량첨도의 검정통계량의 절대값이 1.96을 초과하거나(유의수준 .05 기

준), 혹은 2.58을 초과하면(유의수준 .01 기준) 분포가 비정규성을 갖게 된다(배병

렬, 2013). 

이 연구에서 다변량첨도 지수가 52.071이며, 이의 검정통계량은 20.697로 유의

수준 .01에서 정규성 가정을 기각하여 비정규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다변량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자료는 드물기에 일변량정규성의 검토를 통해 

큰 문제가 없으면 다변량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

으나(배병렬, 2013) 보다 엄격하게 자료가 다변량정규성을 충족하지 않는 비정규

자료(non-normal)인 경우, Amos에서는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에 의해 비정

규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트스트레핑 방법은 다변량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은 

자료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에 있어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 연구의 자료는 단변량 정규성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다변량 정규성을 

완벽히 만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부스트래핑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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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왜도 첨도

지수 값 지수 값

경력관리행동

경력탐색행동

경력계획행동

경력전략실행행동

경력평가행동

핵심자기평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내적통제

정서적 안정성

지각된 규범

상사규범

동료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

결과기대

내재적 결과기대

외재적 결과기대

실행의지

의도

주의제어

다변량 정규성 

구조방정식식 모형의 안정적인 분석을 위하여 관찰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

하였다. 다중공선성이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독립변인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독립변인들의 높은 상관관계는 개별 독립변인

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된 분석을 유도할 수 있다(김준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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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10)와 분산팽창지수(VIF<10)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Ⅳ-4>와 같다. 이를 보면 공차의 경우 .293-.734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의 경우 1.362-3.417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한 기준인 공차 .10

이상, 분산팽창지수 10이하를 만족하기에 심각한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변인 공차 분산팽창지수

핵심자기평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내적통제

정서적 안정성

지각된 규범

상사규범

동료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

결과기대

내재적 결과기대

외재적 결과기대

실행의지

의도

주의제어

주 종속변수 경력관리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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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모형 분석

이 연구에서는 잠재변인, 관찰변인, 오차를 활용하여 잠재변인이 관찰변인을 

설명하는 형태의 방정식을 구성하여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주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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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상관행렬이 표본상관행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적

합도 지수는  , SRMR, RMSEA, TLI, CFI, NFI, IFI, PRATIO, PNFIP, PCFI의 총 

10개로서 이를 확인하면 <표 Ⅳ-5>와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검정은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하기

는 하지만 사례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관찰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검정은 해석하지 

않기로 판단하였다. 

을 제외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RMSEA(.079), CFI(.917), IFI(.917), 

PRATIO(.783), PNFI(.694), PCFI(.718)는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SRMR(.057), 

TLI(.893), NFI(.886)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측

정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적합도 판단 기준 측정값 해석

미해석

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 양호

매우 좋음 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
좋은 편임 
보통

적합

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 양호

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 적합

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 양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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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모형에서는 여려 개의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측정

하는 방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신뢰성있고 타당

성 있게 측정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요인계

수 및 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판단하고 잠재변인 간 상관

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측정치를 확인하여 측정

모형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란 각 관찰변인이 하나의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

하며 이는 요인계수의 크기 및 통계적 검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Bagozzi & 

Yi(1991)에 따르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요인계수 .50 이상, .95이하

일 때 수렴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의 경우 정서적 안정성

(.352)를 제외하고 모든 관찰변인의 요인적재량이 .610에서 .908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Ⅳ-6> 참고). 한편 정서적 안

정성은 감정과 관련된 인식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타 요인에 비해 심리적 상태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변인이기 때문에 요인 적재량이 다소 낮게 나온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핵심자기평가의 주요 구성요인으로써 핵심자기

평가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판단되어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경력관리행동

경력탐색행동

경력계획행동

경력전략실행행동

경력평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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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핵심자기평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내적통제

정서적 안정성

지각된 규범

상사 규범

동료 규범

조직 규범

사회 규범

결과기대

내재적 결과기대

외재적 결과기대

실행의지

의도

주의제어

주 유의도

변별타당도란 각 관찰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타 잠재변인과 적절하게 구별하

여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잠재변인간의 상관을 통해 알 수 있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간의 추정된 상관계수는 .317-.701로 

나타났다. 일부 잠재변수 간 강한 상관관계(.6-.8)(Rea & Parker, 2005)를 보이고 

있으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강한 상관과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독립변인 간

의 상관은 매우 강한 상관관계(.8-1.0)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어 보통 정도의 

변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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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경력관리행동 핵심자기평가

경력관리행동 지각된 규범

경력관리행동 결과기대

경력관리행동 실행의지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핵심자기평가 결과기대

핵심자기평가 실행의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지각된 규범 실행의지

결과기대 실행의지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지표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한 것으로 일

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은 .70이상이며(Hair et al., 1998) 평균분산추

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로 일

반적으로 .50이상이 되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Hair et al., 2006). 측정모

형의 잠재변인 모두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였다. 

잠재변인 개념신뢰도 평균분산추출 

경력관리행동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실행의지

주 는 의 계산 공식 방식을 따름 

이 연구는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두 개 이상의 변인에 대해 자기 보고자료로 

응답결과를 획득하였기에 잠재적으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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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의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

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는 다양한 방법 중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 방법

(Harman's single factor test)과  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2003)가 

제안한 ‘비측정 단일 동일방법요인(a single unmeasured latent method factor)’

을 연구의 측정모형에 추가하여 추가 전․후의 두 모형을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하

여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였다. 

먼저,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의 기본적인 가정은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는 

변수를 동일방법편의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모형 내에서 이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의 측정문항을 투입하여 Kaiser정규화가 

있는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축요인추출 분석(Podcakoff et al., 2003)을 실시한 

결과,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요인이 전체 변량의 22.658% 밖에 설명하지 못하였

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배적인 요인도 발견되지 않아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심

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Podcakoff et al., 2003). 

요인 고유값 설명변량 누적변량

요인

주 구형성 검증 유의확률 
요인추출방법 주축요인추출
회전방법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추가적으로 Podcakoff et al.(2003)가 제안한 ‘비측정 단일 동일방법요인(a 

single unmeasured latent method factor)’을 연구의 측정모형에 추가하여 추가 

전․후의 두 모형을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였다. 이 연

구에 고려된 이론적 모형에 측정되지 않은 하나의 잠재 변수를 동일방법요인

(common method factor)으로 가정하고 추가하여 모든 측정문항들과의 경로를 연

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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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동일방법요인이 분석모형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측정문항에

서 해당 이론적 요인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남아

있었다. 또한 동일방법 요인을 추가하기 전의 측정모형의 χ2=314.661(df=94), 

RMSEA(.079), IFI(.917), TLI(.893), CFI(.917), PNFI(.694) 등의 모형 적합도 지수들

은 동일방법 요인을 추가한 이후에 χ2=311.821(df=93), RMSEA(.079), IFI(.919), 

TLI(.895), CFI(.919), PNFI(.689)로 다소 향상되었지만 카이제곱차이량이 자유도 1

에서 3.84이하로 나타나 유의미하지 않은 변화량을 보여 이 연구의 동일방법편의

는 연구결과를 왜곡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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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측정모형

동일방법 요인 추가 측정모형

4. 구조모형의 분석 및 모형수정

측정모형의 분석을 통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설정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그림 Ⅳ-3]과 같다. 

주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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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상관행렬이 표본상관행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적

합도 지수는  , SRMR, RMSEA, TLI, CFI, NFI, IFI, PRATIO, PNFIP, PCFI의 총 

10개로서 이를 확인하면 <표 Ⅳ-11>과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

으로 검정은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다. 또한 관찰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

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검정은 해석하지 않기로 판단하였다. 을 제외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FI(.904), IFI(.904), PRATIO(.800), PNFI(.698), 

PCFI(.723)는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SRMR(.067), RMSEA(.086), NFI(.873), 

TLI(.879)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적합도 판단 기준 측정값 해석

미해석

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 양호

매우 좋음 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
좋은 편임 
보통

양호
보통

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 양호

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 적합

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 양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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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어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가 모든 경로의 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결과기대 핵심자기평가

결과기대 지각된 규범

실행의지 핵심자기평가

실행의지 지각된 규범

실행의지 결과기대

경력관리행동 결과기대

경력관리행동 실행의지

주 유의도

한편,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제곱을 확인해 봄으로써, 내생잠재변인이 외생잠재

변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중상관제곱은 회

귀분석의 결정계수(R)와 같은 의미로서 설명량을 나타내기 때문이다(이훈영, 

2008). 다음 <표 Ⅳ-13>은 모형 내 내생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을 나타내고 있

다. 이를 보면 경력관리행동의 경우 결과기대와 실행의지에 의해 약 54.2%정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기대는 핵심자기평가와 지각된 규범에 의해 약 

55.2%, 실행의지는 핵심자기평가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에 의해 약 53.9% 가량 

설명되고 있다. 

변인 다중상관자승 

경력관리행동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실행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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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과의 직접 영향관계를 이론적

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의 매개효과

를 구명하고 이를 검증하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초기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러나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 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 역시 

고려될 수 있었기에 직접영향 관계를 설정한 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여, 초

기 연구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적절한 모형을 채택하였다. 이후 모형간명도

를 위한 모형수정 작업을 통해서 최종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대안모형은 핵심자기평가와 지각된 규범이 경력관리행동으로 가는 직접경로를 

추가한 모형들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직접경로 설정이 가능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경력관리행동 발현 및 촉진 과정에 초점을 둠으로써, 초기 연구모

형에서 설정하지 않았던 경로들을 추가한 모형들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대안모형은 ‘핵심자기평가→경력관리행동’경로를 추가한 모형이다.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 간의 직접적 영향관계를 밝힌 연구는 없었으나 핵

심자기평가가 경력관리행동의 주요 하위요소인 경력계획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이동하, 탁진국, 2008), 핵심자기평가가 지속적인 직업탐색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Wanberg et al., 2005) 등이 이루어졌으며, 핵심자기평가의 하위 요소인 자

기존중감, 일반 자기효능감, 통제소재가 경력관리행동의 하위요소인 경력계획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이기은, 2008), 경력개발 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Hurtz & 

Williams, 2009) 등이 이루어졌기에 핵심자기평가가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핵심자기평가→경력관리

행동’ 경로를 추가한 모형을 대안모형1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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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의도

두 번째 대안모형은 ‘지각된 규범→경력관리행동’경로를 추가한 모형이다. 

지각된 규범과 유사한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를 매개로 진로정보탐색행동(이재

창, 박미진, 2006), 혁신행동(이호준, 2013)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대부분이기

에 실제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 간의 직접적 영향관계를 밝힌 연구는 없었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지각된 규범은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기대 및 압

력뿐 아니라 지지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선행연구에서 상사 및 동료의 심리적 지

원이 경력관리행동의 주요 하위 요인 중의 하나인 경력계획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신영숙, 2010; 이기은, 2008)가 이루어졌으며, 지각된 규범은 

우리나라와 같이 집단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손영곤, 이병관, 2012; Song et al., 2006; Van Hooft et al., 

2004)들을 바탕으로 지각된 규범이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지각된 규범→경력관리행동’ 경로를 추

가한 모형을 대안모형 2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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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의도

초기 연구모형과 각 대안모형 간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초기 연구모형

에 비해 대안모형1의 모형 적합도 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값 

역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모형 
모형 적합도 지수

초기모형

대안모형

대안모형

주 대안모형 핵심자기평가 경력관리행동 경로 추가 모형
대안모형 대안모형 에 지각된 규범 경력관리행동 경로 추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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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모형2 역시 대안모형1과 비교하여 모형 적합도 지수가 일부 개선되는 모

습을 볼 수 있으며, 값 역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모형2가 가장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 
모형 적합도 지수 값 차이

초기모형 대안모형

대안모형 대안모형

주 대안모형 핵심자기평가 경력관리행동 경로 추가 모형
대안모형 대안모형 에 지각된 규범 경력관리행동 경로 추가 모형

대안모형2는 측정모형과 동일한 동치모형으로 이후 모형의 간명도를 높이기 

위한 모형수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모형수정은 크게 모형적합도를 개선하는 측면

과 모형의 간명도를 높이는 측면으로 이루어지는데(배병렬, 2013) 이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으로 모형수정을 하였다. 

모형의 간명도 개선을 위한 모형다듬기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비유

의적인 t-값(C.R.)을 검토하였다. 대안모형2에서 비유의적인 t-값(C.R.)을 갖고 있

는 모수는 ‘결과기대→경력관리행동’경로였다. 이는 결과기대가 경력관리행동

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기보다 실행의지를 매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결과기대→경력관리행동’의 경로를 제거한 모형을 수정모형으

로 설정하고 값과 모형 적합도 지수값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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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의도

모형 
모형 적합도 지수

대안모형

수정모형

주 대안모형 대안모형 에 지각된 규범 경력관리행동 경로 추가 모형
수정모형 대안모형 에서  결과기대 경력관리행동 경로 제거 모형

그 결과 대안모형2와 비교하여 값의 증가량이 1.398로 자유도 1에서 유의미

하지 않은 변화량인 것을 알 수 있다(자유도 1에서 3.84이상이 유의미한 변화량). 

모형 적합도 지수 값 역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보다 간명한 수정모형을 최종 구조모형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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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모형 적합도 지수 값 차이

대안모형 수정모형

주 대안모형 대안모형 에 지각된 규범 경력관리행동 경로 추가 모형
수정모형 대안모형 에서  결과기대 경력관리행동 경로 제거 모형

5. 최종 구조모형 분석

모형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 설정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Ⅳ

-7]과 같다. 

주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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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 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변인 간 구조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모형 해석에 있어 가장 먼저, 최종 구조모형이 표본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지와 초기 구조모형에 비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 SRMR, 

RMSEA, TLI, CFI, NFI, IFI, PRATIO, PNFIP, PCFI의 총 10개로서 이를 확인하였

으며, 초기모형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Ⅳ-18>과 같다. 

앞서 모형수정에서와 같이 값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를 제외한 적합

도 지수가 초기모형에 비해 개선되었다. 결과적으로 SRMR(.057), NFI(.886), 

TLI(.894)를 제외하고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나 최종 구조모

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의 

구조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가설 1이 채택되었다.  

구 분 적합도 판단 기준
초기모형 최종모형

측정값 해석 측정값 해석

미해석 미해석

양호 양호

매우 좋음 
좋은 편임 
보통

양호
보통

적합
좋은편임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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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구조모형의 요인계수 및 경로

계수를 초기 모형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Ⅳ-19>와 같다. 

이에 따르면 설정된 경로계수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

초기모형 최종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결과기대 핵심자기평가

결과기대 지각된 규범

실행의지 핵심자기평가

실행의지 지각된 규범

실행의지 결과기대

삭제 경력관리행동 결과기대

경력관리행동 실행의지

추가 경력관리행동 핵심자기평가

추가 경력관리행동 지각된 규범

주 유의도

한편,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제곱을 확인해 봄으로써, 내생잠재변인이 외생잠재

변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Ⅳ-20>은 최종

구조모형 내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을 초기 구조모형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

다. 경력관리행동의 경우 핵심자기평가, 실행의지에 의해 약 60.9%정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기대는 핵심자기평가와 지각된 규범에 의해 약 50.1%, 실

행의지는 핵심자기평가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에 의해 약 52.4% 가량 설명되고 

있어 초기모형에 비해 최종모형에서 종속변인의 설명량이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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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다중상관자승 

초기모형 수정모형

경력관리행동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실행의지



6. 경력관리행동과 관련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 분석

최종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

대 및 실행의지의 직접 및 간접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경력관리행동과 관련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B), 표준화경로계수() 및 t-값(C.R.)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경력관리행동과 관련변인들 간의 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

트스트레핑 방식을 통해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레핑 

방식은 모집단의 분포에 대하여 모수적 가정을 하지 않고, 표본자료의 추론으로 

모수를 추론(김계수, 2010)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의 자료는 실제 다변량 정규성

을 완벽히 만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스트래핑방법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부트스트레핑을 실

시하고 간접효과의 계수 추정치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다중매개효과 검증의 경우 팬텀 변인(phantom)을 사용한 부트스트레핑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팬텀변인은 일종의 가상 변인으로 

모형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인(Cheung, 2007; Macho & 

Ledermann, 2011)이다. 이 연구에서는 배병렬(2013)이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구조모형에 개별 매개경로에 대한 팬텀변인을 생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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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로의 간접효과를 하나의 단일계수로 취급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

하여 구조모형의 모든 경로를 제한한 후, 다중매개경로에 대한 경로를 하나의 단

일계수로 표현된 팬텀변인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표시하였다. ‘핵심자기평가→결

과기대→실행의지→경력관리행동’ 경로는 p3의 팬텀변인으로 표시하였으며, 

‘지각된 규범→결과기대→실행의지→경력관리행동’ 경로는 p6의 팬텀변인으로 

표시하였다. 이후 부트스트레핑 절차를 통해 단일계수로 표시된 간접효과의 계수 

추정치(p3과 p6)와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 이 때, 팬텀변인은 모형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

는 변인이기에 모델적합도 및 모수치가 변하면 안 되기에 이에 대한 확인이 선

행되어야 한다. 

주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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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의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직접 영향 관계

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B), 표준화경로계수() 및 t-값(C.R.)을 

산출하였다(<표 Ⅳ-21> 참조).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핵심자기평가 경력관리행동

주 유의도

가설 2a.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핵심자기평가의 표준화경로계수

()는 .389로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가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안가설 2a을 채택하였다. 이는 대기업 사

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가 높을수록 경력관리행동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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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구조모형에서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경로계수는 분석되지 않았기에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설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관

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가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최종 구조모형에서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직접 영향관

계를 가정하지 않았기에 통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이에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가설 2-1을 기각하였다. 즉, 핵심자기평가는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Ⅳ-22>와 같다. 

경로
간접효과
추정치

표준
오차

핵심자기평가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

주 간접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비표준화계수 임
유의도



- 163 -

가설 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

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가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14(.632×.180)이며, 95% BI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

므로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

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를 채택하였다. 즉, 핵심자

기평가는 실행의지를 통해 경력관리행동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와 실행의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Ⅳ-23>과 같다. 

경로
간접효과
추정치

표준
오차

핵심자기평가 결과기대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

주 간접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비표준화계수 임
유의도

가설 2-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가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

관리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59(.537×.608×.180)이며 95% BI 신뢰구간에서 0



- 164 -

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을 채택하였다. 즉, 핵심자기평가는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통해 경력관리행

동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의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직접 영향 관계

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B), 표준화경로계수() 및 t-값(C.R.)을 

산출하였다(<표 Ⅳ-24> 참조).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지각된 규범 경력관리행동

주 유의도

가설 3a.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은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지각된 규범의 표준화경로계수

()는 .180으로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가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안가설 3a를 채택하였다. 이는 대기업 사

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이 높을수록 경력관리행동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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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구조모형에서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경로계수는 분석되지 않았기에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

루어지지 않았다. 

가설 3-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은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

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이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미

치는 간접효과는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직접 영향관계를 가정하지 않았기

에 통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이에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가설 3-1을 기각하였

다. 즉, 지각된 규범은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 결

과는 <표 Ⅳ-25>와 같다. 

경로
간접효과
추정치

표준
오차

지각된 규범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

주 간접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비표준화계수 임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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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은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

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이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미

치는 간접효과는 .061(.341×.180)이며 95% BI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

로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은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

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2를 채택하였다. 즉, 지각된 

규범은 실행의지를 통해 경력관리행동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와 실행의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Ⅳ-26>과 같다. 

경로
간접효과
추정치

표준
오차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

주 간접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비표준화계수 임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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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은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이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

리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18(.167×.608×.180)이며 95% BI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은 결과기대와 실

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3

을 채택하였다. 즉, 지각된 규범은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통해 경력관리행동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구조모형에서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경로계수는 분석되지 않았기에 

결과기대의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설 4-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종 구조모형에서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경로계수는 분석되지 않았다. 

이는 모형수정 과정에서 ‘결과기대→경력관리행동’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가설 4-1을 기각하

였다. 즉,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이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따른 결과에 대한 기

대가 높을수록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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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

는 <표 Ⅳ-27>과 같다. 

경로
간접효과
추정치

표준
오차

결과기대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

주 간접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비표준화계수 임
유의도

가설 4-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결과기대는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

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결과기대는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미치

는 간접효과는 .109(.608×.180)이며 95% BI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귀무가설을 기각

하고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결과기대는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

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2를 채택하였다. 즉, 결과기대는 실행

의지를 통해 경력관리행동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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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실행의지의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직접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B), 표준화경로계수() 및 t-값(C.R.)을 산

출하였다(<표 Ⅳ-28> 참조).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

주 유의도

가설 5.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실행의지의 표준화경로계수()는 

.370으로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실행의지가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를 채택하였다. 이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대한 실행의지가 높을수록 경력관리행동이 높아질 수 있음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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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Ⅳ-29>와 같다. 최종 구조모

형에서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경로계수가 분석되지 않아 검증이 이루어지

지 않은 가설 2-1, 가설 3-1, 가설 4-1을 제외하고 모든 연구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내용 결과

가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 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변인 간 구조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채택

가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
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은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은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
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은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
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은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
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결과기대는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
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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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

서 경력관리행동은 개인이 자신과 주변 환경을 탐색하여, 경력목표 설정 및 경력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실행을 위한 경력전략들을 실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활동과정을 의미하였다. 

경력관리행동은 그동안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경력관리

행동의 개념을 경력평가 영역까지 보다 확장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력탐색, 경력계획, 경력전략실행에 추가하

여, 경력평가 영역을 경력관리행동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경력관리는 전 일생에 

걸쳐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관점(Hall, 1993)에서, 경력목

표, 실행계획 및 실행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경력평가 활동 역

시 경력관리행동의 개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 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는 .926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연구자가 설정한 경력평가행동이 경력계획행동 다음으로 경로계수가 

높게 나타나 경력관리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경력평가행동이 유의미한 구인이

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관련된 수행 수준을 살펴

보면 전반적인 경력관리행동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3.34, 5점 환산 평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력관리행동 중 경력전략실

행행동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력계획행동, 경력평가행동, 경

력탐색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은 성인기에 있는 사람들로써 경력관리행동에 있어 

경력을 새롭게 탐색하기 보다는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수행

하는 경력전략실행행동을 보다 많이 수행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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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

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

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지각된 규범 역시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

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

인 정적 영향을 주며,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도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

향을 줄 것이며, 실행의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

다.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모형수정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택한 최종 구조모형에서는 핵심자기평

가와 지각된 규범이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였다. 

연구결과 핵심자기평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과

기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실행의지

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과기대와 실행

의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규범 역시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과기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

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실행의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으

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력관리행동과 관

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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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및 실행의지 모든 변인이 경력관리행동과 직·간접적 영향관계를 맺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최근의 경력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 및 조직에 있어 점

차 중요해지고 있는 경력관리행동이 원활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인

식인 핵심자기평가와 환경에 대한 인식인 지각된 규범, 그리고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인지적 동기 요인인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촉진시키고 유지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그동안은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관계만을 밝힌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는데 실제 경력관리행동의 발현 및 촉진에 있어서 다양한 매개변

인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의 

유기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 실행의지 

그리고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모형

수정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택한 최종 구조모형에서는 핵심자기평가가 경력

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행의지의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기

대 및 실행의지의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핵심자기평

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던 경력계

획행동과 선행연구의 결과(Wanberg et al., 2005)들을 지지하였으며,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던 계획행동이론 및 사회인지 경력이론 

그리고 선행연구의 결과(김솔이, 유태용, 2010; 박중길, 2011; 신윤정, 2013; 양돈

민 외, 2011; 이정애, 최웅용, 2010, 최정아, 2013; Emmons & Diener, 1986; Erez 

& Judge, 2001; Hollenbeck & Klein, 1987)들을 지지하였다. 결과기대의 매개효과

를 유추할 수 있었던 선행연구 결과들(김솔이, 유태용, 2010; 양돈민 외, 2011; 이

정애, 최웅용, 2010, Erez & Judge, 2001; Hollenbeck & Klein, 1987)과는 다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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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이고 있으나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에 이들의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라기보다는 일부 지지하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 구조모형을 통해 핵심자기평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

접적인 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인지 경력이론 및 핵심자기평

가와 경력관리행동의 직접 영향 관계를 유추할 수 있었던 여러 선행연구 결과(김

성국 외, 1998; 박희준, 2013; 이기은, 2008; 이동하, 탁진국, 2008; Aryee & 

Deborah, 1992; Gould, 1979; Hurtz & Williams, 2009; Thornton, 1978; Wanberg 

et al., 2005)들 또한 지지하였다. 

이는 경력관리행동이 발현되고 촉진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핵심자기평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실행

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며, 결과기대 및 실행의

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이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

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주는 변인이기 보다는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

에서 실행의지의 매개효과 역시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에 핵심자기

평가는 결과기대를 매개하여 경력관리행동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결과기대

와 실행의지를 매개하여서는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핵

심자기평가가 높은 사람은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결과기대를 높게 인지하며, 경력

관리행동에 대한 높은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

고 이러한 높은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을 높인다. 

특히 핵심자기평가는 다른 변인들에 비해 결과기대,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력관리행동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

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핵심자기평가의 다른 특성에 비

해 정서적 안정성의 요인계수가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서

적 안정성의 문항이 모두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실제적으로는 신경 과민증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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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문항들이라는 점, 일부 정서적 차원과 함께 신체적 차원을 함께 측정하는 

문항이 있다는 점(29번 문항: 나는 종종 지친다) 등의 측정과 관련된 문제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핵심자기평가의 구인으로 적절

한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후 핵심자기평

가 변인을 다루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핵심자기평가 개념 구성에 대한 부분과 함

께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보다 면 하게 측정도구를 검토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자신에 대한 가치 및 자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환

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정서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

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한 가치 및 자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정서적 안정성이 높을수

록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실행의지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자신에 대한 높게 평가하고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대한 결과기

대가 높더라도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이 반드시 높아진다고는 할 수 없으며, 자

신에 대한 높은 평가는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대한 결과기대를 높이고, 이러한 높

은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실행의지 수준을 높여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 실행의지 그

리고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모형수

정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택한 최종 구조모형에서는 지각된 규범이 경력관

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행의지의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의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던 경력계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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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선행연구의 결과(이호준, 2013; 이재창, 박미진, 2006; Arnold et al., 2006; 

Van Hooft et al., 2004; Zikic & Saks, 2009)들을 지지하였으며, 결과기대 및 실행

의지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던 계획행동이론 및 사회인지 경력이론 그리

고 선행연구의 결과(이은진, 2013; Hurtz& Williams, 2009)들을 지지하였다. 결과

기대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던 선행연구 결과들(강종헌, 정항진, 2008; 정

원식, 2001; Hansen et al., 2004; Noe & Steffy, 1987; Ryan & Deci, 2000)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기에 이들의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라기보다는 일부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최종 구조모형을 통해 지각된 규범은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직접 영향 관계를 유추할 

수 있었던 여러 선행연구 결과(신영숙, 2010; 이기은, 2008; Sugalski & 

Greenhaus, 1986)들 또한 지지하였다. 그러나 지각된 규범의 경력관리행동에 대

한 직접 영향 관계는 계획행동이론의 이론적 가정(Ajzen, 1991)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계획행동이론에서 지각된 규범은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행동의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가정하고 있다. 더욱이 지각된 규범은 행동의도에 대한 영향력이 행동에 대한 태

도 및 행동통제력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손영곤, 이병

관, 2012; Armitage & Conner, 2001) 이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지각된 규범은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기대, 지지 및 압력을 의미한다. 즉, 이 연구

에서는 계획행동이론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관적 규범에 경력관리에 대한 실제적

인 지지 측면을 추가하였기에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실제 개인이 지각한 규범에는 상사, 동료, 조직 및 사회의 지지와 지원이 포

함될 수 있지만 그동안 계획행동이론의 주관적 규범 정의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또 다른 설명은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집단에서 지각된 규범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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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지각된 규범이 우리나라와 같이 집단주의 문화를 강조하

는 집단에서 더 영향이 크다고 언급한 선행연구(손영곤, 이병관, 2012; Song et 

al., 2006; Van Hooft et al., 2004)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각된 규범은 핵심자기평가 변인과 비교하여 결과기대, 실행의지, 경력관리행

동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로

가 .01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핵심자기평가

와 함께 경력관리행동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각된 규범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행동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기대 및 압력을 측정하였던 주관적 규범과 주변사람들의 지지 및 지원을 측정한 

사회적 지원을 개별적으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변사람들의 지지 및 지

원 역시 지각된 규범의 하위요소로 판단하여(Park & Smith, 2007) 보다 통합적인 

개념으로 지각된 규범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실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주변사람의 지지 및 지원 개념 역시 지각된 규범의 하위 요인으로 구

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더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측

면에서 지각한 규범 외에도 집단적 측면(조직 및 사회)에서 지각한 규범 역시 측

정하였는데 이 역시 지각된 규범의 하위 요인으로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타

났다. 

이와 함께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는 점, 지각된 규범이 결과기대로 가는 경로계수 보다 실행의지로 가

는 경로계수가 더 크다는 점도 의미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지각

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와 실행의지의 다중매개효과가 나

타나 지각된 규범은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통해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보다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

겠지만, 핵심자기평가 변인과 달리 지각된 규범은 상대적으로 결과기대 보다는 

실행의지를 통해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대한 주변의 기대, 지지 및 압력은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대

한 결과기대를 높여 실행의지 수준을 높이고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영향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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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지만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주변의 기대, 지지 및 압력은 경력관리행동에 대

한 결과기대를 높이지 않고 바로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의도를 형성시키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유지시켜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주변의 기대, 지지 및 압력이 높

을수록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주변의 기대, 지지 및 압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경력관리행

동에 대한 실행의지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경력관

리행동에 대한 주변의 기대, 지지 및 압력을 높게 지각하고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대한 결과기대가 높더라도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이 반드시 높아진다고 할 수 

없으며, 높은 지각된 규범 수준은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대한 결과기대를 높이고, 

이러한 높은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실행의지 수준을 높여 경력관리행

동 수행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과기대가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고,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는 완전매개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과기대가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유의미

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었던 사회인지 경력이론과 선행연구의 결과(이정애, 최웅

용, 2010; 최동선, 2003; King, 2004; Malka & Covington, 2005; Sugalski & 

Greenhaus, 1986)들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던 선행연구의 결과(박중길, 

2011; 신윤정, 2013; 최정아, 2013; Betz & Voyten, 1997; Emmons & Diener, 

1986; Locke, 1968; Ryan & Deci, 2000)들은 지지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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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주요하게 설정한 경로인‘결과기대→경력관리행동’경로는 최종 

구조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인지 경력이론과 선행연구들

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기 연구모형에서는 표준화 계수

()가 .215로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경로였기에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

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안모형과의 비교 과정에서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설정한 후‘결과기대→경력관리행동’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

왔다는 점은 핵심자기평가가 경력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통제하였을 때, 

결과기대가 경력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핵심자기평가 수준이 동일한 경우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

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이기보다 실행의지

를 매개로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높은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을 하려는 실행의지

를 높여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을 높일 수는 있지만, 경력관리수행에 대한 결과

기대가 높다고 하여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이 반드시 높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사회인지 경력이론(Lent & Brown, 2006; 2008)에 따르면 결과기대는 행동의 실

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행동의도를 매개로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모두를 가정하고 있다. 또한 실제 결과기대와 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밝

힌 실증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비록 경력관리행동은 아니지만 위

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한 이정애, 최웅용(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결과기대

가 진로목표 추구활동에 미치는 영향력(=.17)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

러 변인 간의 구조관계를 통해 결과기대와 진로목표추구활동의 관계를 살펴본 

이정애, 최웅용(2010a)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결과기대가 진로목표 추구활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는 것(=.0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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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지 경력이론의 이론적 가정들을 여러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한 Lent 등

의 연구에서도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ent 등

(2007)의 연구에서는 결과기대가 목표추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12)을 보이고 

있으나, 그 이후의 Lent 등(2008)의 연구에서는 결과기대가 전공선택목표추구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관계(=-.01)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윤정(2013)의 연구에서도 

진로결과기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05)으로 나

타났으나, 자율성 동기를 매개로 진로탐색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결과기대와 진로탐색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김명희, 최웅

용(2014)의 연구에서도 진로결과기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422로 높게 나타났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제하고 진로준비행동과의 관

계를 살펴보았을 경우 =-130으로 나타남으로서 결과기대와 진로탐색행동 간에 

다른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곽기영, 오송우(2009)의 연구에서는 결과기대를 직

무성과 결과기대와 개인적 결과기대로 구분하여 시스템 사용 활동에 대한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직무성과 결과기대는 시스템 사용 활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107), 개인적 결과기대는 시스템 사용 활동

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439)으로 나타나 결과기대 개념에 따

라 조금씩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결과기대와 

다양한 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연구대상,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결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영향 관계 

설정과 해석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비록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핵심자

기평가가 결과기대로 가는 경로계수가 이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중 가장 크게 나

타났다는 점(=.615, p<.001), 경력관리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

인된 실행의지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점, 실행의지를 매개로 경력

관리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

계에서 실행의지와 함께 다중매개변인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경

력관리행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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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결과를 통해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결과기대 수준이 높더라도 경력관

리행동 수행 수준이 반드시 높아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높은 결과기대는 경력관

리행동에 대한 의지를 높여,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행의지가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행의지가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유의미

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었던 계획행동이론 및 사회인지 경력이론과 여러 선행연

구의 결과(정미예, 이건모, 2009; Shevlin & Millar, 2006), 실행의지가 행동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 가정(Ajzen, 1991; Bagozzi, 1992; Gollwitzer, 1993; 

Heckhausen, 1991; Kuhl, 1985; 2000)과 실증적 연구(이호준, 2013; 홍준희, 2002)

들을 지지하였다. 즉,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실행의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경력관

리행동 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실행의지는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변인을 모두 매개하여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관리행동 수행

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들어 행동이론 및 다

양한 이론들에서 실행의지 변인을 강조하며 행동발현 및 수행에 있어 실행의지

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가정하고 있는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실행의지를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의사) 측면으

로만 접근하고 이를 검증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뿐 아

니라 행동수행을 위하여 개인의 주의(attention)을 기울이고 제어하는 측면도 함

께 고려하여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영향관계를 구명하였다. 실행의지 측정에 있어

서도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의도뿐 아니라 주의제어를 함께 구인화하였는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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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에 대한 요인계수가 의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력관리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행의지의 개념 및 측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대한 의도와 함께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수록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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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가, 지각

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

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대기업 사무

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 

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변인 간 구조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은 경력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로 대기업의 기

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제공하고 있는 1000대 기업체 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적정 

표본 수는 사회과학에서 신뢰할만한 표본의 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제시

하는 적정 수준의 표본의 수 등을 고려하여 400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유의표집을 

통하여 표집을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경력관리행동,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실행의지, 인

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경력관리행동, 지각

된 규범 및 실행의지 도구는 기존 도구의 구인을 수정·보완하여 연구자가 개발

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가 각각 .926, .914, .938이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

적으로 수렴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측정도구 구인 간

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각 구인 간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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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변별타당도 역시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핵심자기평가 측정도구

는 각 구인별 Rosenberg(1965), Jones(1986) & Sherer 등(1982), Levenson(1981), Costa

와 McCrae(1992)가 개발하고 Judge, Erez, Bono와 Thoresen(2003)이 사용한 핵심자

기평가 도구를 사용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는 .923으로 나타났다. 

결과기대는 Lent 등(2013)이 개발한 12문항으로 구성된 결과기대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으며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는 .890으로 나타났다. 핵심자기평가와 

결과기대 모두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미하게 적재되

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렴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측정도구 구인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각 구인 간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어 변별타당도 역시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자료수집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온라인 조사와 우편조사를 통

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총 396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 이상치 응답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36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Windows SPSS 18.0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연구모형에 대한 관계 구명을 위한 구

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05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

과기대 및 실행의지 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구조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61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는 유의미한 간접효과(B=.114)

를 보이고 있으며, 핵심자기평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와 실행의

지 역시 유의미한 간접효과(B=.059)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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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각된 규범은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18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

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는 유의미한 간접효과(B=.061)

를 보이고 있으며,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와 실행의지 

역시 유의미한 간접효과(B=.018)가 나타났다. 

넷째,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결

과기대와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실행의지는 유의미한 간접효과(B=.109)가 나

타났다. 

다섯째,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370)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결론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에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

과기대 및 실행의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던 사회인지 경력이론의 주요 변인들과 계획행동

이론의 주요 변인들을 통합하여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인들

을 선정하고, 경력관리행동 발현 및 촉진과정에 대한 통합적 구조모형을 제시하

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경력관리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관계 모형은 대기

업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하여, 변인 간의 구

조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이에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핵심자기평가, 지

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하고, 변인 

간 구조관계에 대한 예측 타당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핵심자기

평가와 지각된 규범 그리고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있어 

중요한 예측변인로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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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핵심자기평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실행의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핵심자기평가는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직접효

과, 간접효과 모두 크게 나타나 경력관리행동 발현 및 촉진에 주요한 변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핵심자기평가는 그 자체로 그리고 결과기대와 실행의지 변

인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

라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본

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에 대한 가치, 능력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직 및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정서를 

위해 보다 편안하고 긍정적인 조직 및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

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조직구성원들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경력관리제도 마련 등

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경력제도 수립 외에

도 조직의 개별 구성원들의 핵심자기평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핵심자기평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는 개개인의 긍정적인 강점들에 주목하는 긍정심리학에 기반한 HRD 개입 요

소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긍정심리자본(예: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등)을 높이는 교육, 긍정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리더

십 교육, 강점 중심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조직문화 형성 등의 개입 요소들이 경

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을 높이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각된 규범은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실행의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 핵심자기평가와 동일하게 지각된 규범 역시 경력

관리행동에 직·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쳐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비록 핵심자기평가에 비해 영향력의 크기가 낮기에 조직에서는 조직구

성원들의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핵심자기평가 수준을 높이는 

것이 더 전략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각된 규범 수준을 높이는 것 

역시 조직구성원의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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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관리행동에 대한 상사 및 동료의 기대와 더불어 실제적인 지지(격려 및 독려), 

지원 역시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

직 구성원(상사, 동료) 간 경력관리행동을 기대하고 지지, 지원해주는 문화를 조

성하고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팀 간 자신의 경력목표를 함께 공유하

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기적 만남의 장을 마

련하는 것도 지각된 규범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팀 구성원이 아닌 경력단

계 및 경력목표 등을 고려하여 멘토링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 역시 경력관리

행동 수행 수준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조직에서는 주

로 신입사원의 조직적응 및 조기 전략화 차원에서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는 측면

이 많이 있었으나 조직구성원의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 차원에서도 멘토링 제도

를 활용하는 것 역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유의 장 및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은 개인 차원(상사, 동료)의 지각된 규범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직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조직 차원에서의 지각된 규범 수준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

서는 조직적 차원 뿐 아니라 일반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지각된 규범 역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사회규범 역시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경력관리행동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직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사회

적 차원에서도 경력관리행동 수행을 촉진하는 사회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활성화와 함께 이에 대한 체

계적인 지원을 개인 단위뿐 아니라 조직 단위로 지원함으로써 개개인의 지각된 

규범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실행의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높은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동을 하려는 실행의지를 높여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을 

높일 수는 있지만, 경력관리수행에 대한 결과기대가 높다고 하여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이 반드시 높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 비록 결과기대는 경력관리행

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행의지를 매개로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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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적 영향을 미쳐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 또한 핵심자기

평가 및 지각된 규범과 경력관리행동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매개변인 역할을 한

다는 점에서 경력관리행동 수행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

원들의 결과기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결과기대를 높이는 것과 함께 실행의

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의 결과

기대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결과기대와 함께 실행의지를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체계적인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결과기대와 실행의지를 함

께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

립할 수 있는 경력관리 교육 및 워크숍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경력관

리 워크숍 및 교육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경력목표를 보다 명확히 인지

하고, 경력목표 달성 시, 어떤 이점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결과기대 수준

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워크숍 및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경력관리계획 

및 경력관리전략들을 수립하면서 실행의지 수준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정기적 워크숍 및 교육뿐 아니라 상사와의 분기별 경력계획 수립 및 점검 과

정을 통해서도 결과기대와 실행의지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실행의지는 경력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실행의지는 모든 변인이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주

요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큰 영향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

리행동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대

한 의도를 형성하게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경력관리 워크숍 및 교육, 상사와의 정기적인 경력관

리 면담 등을 통해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실행의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한 사내 잡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경력관리행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

키고 현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력관리행동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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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할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대한 관심

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업무와 개인의 경력개발과의 관계에 대

하여 매년 또는 분기별 업무평가와 함께 상사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 역시 조직구성원의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실행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력관리행동을 개인이 자신과 주변 환경을 탐색하

여 경력목표 설정 및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력전략들을 실행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활동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기존의 

경력관리행동 개념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이러한 개념적인 정의를 기초로 경력

관리행동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의 신

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됨으로써 그동안 협소한 개념으로만 측정되었던 경력관리

행동을 보다 확장되고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지, 태도, 행동 

측면이 혼재되어 측정되었던 경력관리행동을 보다 행동적인 측면에서 측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제언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탐색하고 정서

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영향관계 구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경력관리행동을 발

현하고 촉진하는 인지적 메커니즘을 구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핵심자기평가, 지각

된 규범, 결과기대, 실행의지와 같은 인지적 동기 요인들을 경력관리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핵심자기평가의 일부 구인 중 정서부

분이 다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정서와 관련된 요인을 주요하게 고려하지는 못하였

다. 경력관리행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인지적 요인 외에도 불안, 미

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및 부정적 기대,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긍정 정서 및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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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등과 같은 정서적 요인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룬 인지적 요인과 더

불어 정서적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이에 대한 영향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기수준 뿐 아니라 동기유형에 따른 경력관리행동 양상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 연구는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지적 동기 요

인들을 고려하여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서는 이러한 변인들의 동기수준 측면만을 살펴보았는데 실제 경력관리행동 수행

은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동기성향에 따라 다른 양성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기는 접근경향성과 회피경향성을 포함(Reeve, 2008/2011)하고 있다. 

경력관리행동 수행과 관련하여서도 현재보다 나은 상태를 추구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경력관리행동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불만족스럽거나 원

하지 않는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경력관리행동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

다. 즉, 경력관리행동을 하려는 동기수준 뿐 아니라 경력관리행동을 하려는 동기 

성향에 따라 경력관리행동 발현 및 촉진에 있어 다른 양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동기성향에 따라 경력관리행동이 발현되고 촉진되는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경력관리행동 발현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매개변인들을 구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경력관리행동이 어떻게 발현되고 이루어지는지, 즉, 경력관리행동의 발현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되었다. 인간의 행동은 단편적인 요인

들에 의해 발현되기보다 이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여러 요인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행동이 발현되고 촉진(Ajzen, 1991; Heckhausen & Dweck, 

1998)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행동을 다루고자 하는 선행연구들에서

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선적인 관계보다 사고와 행위를 연결하는 매개변인

들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돌려 행동발현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함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김봉환, 1997; 최동선, 2003; Ajzen, 1991; Flum, 2001).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 외에도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

들(예를 들어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중요도 수준, 과거 경력관리행동 수행 경험, 

목표지향 수준 등)이 탐색되고, 단순히 특정변인과 경력관리행동과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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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관계 뿐 아니라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의 매개효과를 구명하

는 연구들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 대상 설정에 있어 연구 대상을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하여 집단 간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중소기

업, 경력개발 단계에 따른 연령대별, 주요 직급별로 연구대상을 보다 다양화하고 

세분화하여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의 일반화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대상을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측정도구 일반화에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보

다 다양화하고 세분화하여 경력관리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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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핵심자기평가_1) 자기효능감

차 번안

  Ⅰ.   핵심자기평가_2) 자아존중감

차 번안

주) (r) 역문항

  Ⅰ.   핵심자기평가_3) 내적통제

차 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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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핵심자기평가_4) 정서적안정성

차 번안

주 1) 정서적 안정성은 모두 역문항으로 신경과민증을 측정하고 있음

   2) 원문에서는 의문형으로 묻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다른 도구들과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평서형으로 번안함

  Ⅱ.   지각된 규범(1)

차 번안

  Ⅱ.   지각된 규범(2)

차 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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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결과기대

차 번안

  Ⅳ.   실행의지(1)

차 번안

  Ⅳ.   실행의지(2)

차 번안



- 224 -

  Ⅴ.   경력관리행동 

차 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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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질문지는 핵심자기평가, 지각

된 규범, 결과기대,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 일반사항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결과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을 위

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질문지는 총 6면이며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입니다. 질

문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질문지는 분석할 수 없기에 한 문

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질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

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

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대학원생  :  조  영  아

   지 도 교 수  :  정  철  영



- 226 -

  Ⅰ.   핵심자기평가

다음은 자기효능감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Ⅴ표시 해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계획한 목표의 대부분을 성취할 수 있다. 

2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3
나는 대체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4 내가 노력한 일들은 대체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나는 도전적인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6
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낼 자신이 
있다. 

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 

8 나는 힘든 일이라도 잘 해낼 수 있다.  

다음은 자아존중감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Ⅴ표시 해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2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3 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많지 않다.  ⓡ

6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
다.  ⓡ

7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

9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10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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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내적통제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

에 Ⅴ표시 해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주로 내 능력에 
달려있다. 

2
나는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편이다. 

3
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부분 내 뜻
대로 결정할 수 있다. 

4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대부분 할 수 있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경우는 대부분 내가 열심
히 했기 때문이다. 

6 내 인생은 내 자신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은 정서적 안정성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

는 곳에 Ⅴ표시 해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감정기복이 심한 편이다.  

2 나는 아무 이유없이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3 나는 쉽게 짜증이 난다. 

4 나는 쉽게 상처를 받는다.

5 나는 종종 지친다. 

6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7 나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8 나는 잘 흥분한다. 

9 나는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면 그 생각을 계속한다.

10 나는 심하게 긴장을 한다. 

11 나는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12 나는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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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각된 규범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Ⅴ표시 해주십시오.

본 설문에서 언급되는 경력관리행동(career management behavior)은 자신 그리고 주변 환경

을 탐색하여,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네트워킹, 

지식 및 기술개발을 위한 학습 등의 다양한 경력전략들을 실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

검·조정하는 활동 과정(process)을 의미합니다. 

  Ⅱ.   지각된 규범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상사는 내가 경력관리행동 하기를 기대한다. 

2 나의 상사는 내가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나의 상사는 내가 경력관리행동을 하도록 지원(상담, 격
려, 기회 및 자원 제공)한다.

4 나의 상사는 내가 경력관리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나의 상사는 경력관리행동을 하려고 한다. 

6 나의 상사는 실제 경력관리행동을 한다. 

7 나의 동료는 내가 경력관리행동 하기를 기대한다. 

8 나의 동료는 내가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에 동의한다. 

9
나의 동료는 내가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을 지원(정보공
유, 격려, 조언 및 상담)한다.  

10 나의 동료는 내가 경력관리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나의 동료는 경력관리행동을 하려고 한다.  

12 나의 동료는 실제 경력관리행동을 한다. 

13 우리 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이 경력관리행동 하기를 기대한다. 

14
우리 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이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에 동
의한다. 

15
우리 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이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을 
지원(기회 및 자원 제공, 제도 구축 등)한다.  

16
우리 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이 경력관리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7
우리 조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력관리행동을 하려고 
한다. 

18 우리 조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경력관리행동을 한다. 

19 우리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경력관리행동 하기를 기대한다. 

20
우리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에 동
의한다.

21
우리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을 
지원(기회 및 자원제공, 제도 구축, 문화 형성)한다. 

22
우리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경력관리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3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력관리행동을 하려고 
한다. 

24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경력관리행동을 한다. 



- 229 -

다음은 경력관리행동의 결과기대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

치하는 곳에 Ⅴ표시 해주십시오.

본 설문에서 언급되는 경력관리행동(career management behavior)은 자신 그리고 주변 환경

을 탐색하여,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네트워킹, 

지식 및 기술개발을 위한 학습 등의 다양한 경력전략들을 실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

검·조정하는 활동 과정(process)을 의미합니다. 

  Ⅲ.   결과기대

내가 경력관리행동을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만족할 만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2 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3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충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내가 가진 능력을 유용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5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6 내가 가진 아이디어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8 괜찮은 일자리를 제안 받을 것이다. 

9 만족스러운 급여를 받을 것이다. 

10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1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경력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12 고용수요가 높은 분야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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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력관리행동 실행의지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

하는 곳에 Ⅴ표시 해주십시오.

본 설문에서 언급되는 경력관리행동(career management behavior)은 자신 그리고 주변 환경

을 탐색하여,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네트워킹, 

지식 및 기술개발을 위한 학습 등의 다양한 경력전략들을 실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

검·조정하는 활동 과정(process)을 의미합니다. 

  Ⅳ.   실행의지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경력관리행동을 할 의사가 있다.  

2 나는 경력관리행동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3 나는 경력관리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나는 지속적으로 경력관리행동을 할 것이다.  

5 나는 경력관리행동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6
나는 경력관리행동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자주 생각하려고 한다. 

7 나는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에 계속 집중하려고 한다. 

8
나는 다른 일들보다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9
나는 경력관리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에 
저절로 관심이 생긴다. 

10
나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경력관리행동을 할
생각이 자주 든다. 



- 231 -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직업적 특성(흥미, 가치 등)과 
역량(지식, 스킬, 태도 등)을 스스로 진단한다.  

2 나는 나의 경력과 관련한 내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다. 

3
나는 내가 쌓아온 경력이 내가 설정한 경력목표와 어떻
게 연결될 수 있을지 탐색한다. 

4
나는 나의 경력분야의 고용 환경과 경력 기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5
나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적 경력 대안들이 무엇이 있는
지 검토한다. 

6
나는 나의 경력목표달성을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사람, 
시간, 돈, 회사 제도 등)들이 무엇이 있는지 탐색한다. 

7 나는 전 생애에 걸친 경력목표를 설정한다.

8 나는 명확한 경력목표를 설정한다. 

9 나는 나의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10 나는 나의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수립한다. 

11
나는 회사 내에서 나의 경력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다. 

12
나는 나의 경력개발을 위해 회사 외부의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다. 

13
나는 내가 원하는 업무 및 나의 경력목표가 무엇인지 
상사에게 알린다. 

14 나는 나의 상사가 나의 업무성과를 알 수 있도록 한다. 

15
나는 나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업무
를 수행한다. 

16
나는 나의 경력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도전적인 업무를 시도한다. 

17
나는 회사의 의무적인 교육 외에 경력개발을 위한 
개인적인 학습을 하거나 교육에 참여한다. 

18 나는 나의 경력과 관련된 성과들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19
나는 지속적으로 경력목표와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20 나는 경력개발 실행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21
나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경력목표와 실행계획을 수정
한다. 

다음은 귀하의 경력관리행동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께서 수행한 정도

와 일치하는 곳에 Ⅴ표시 해주십시오.

  Ⅴ.  경력관리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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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일반적 특성

다음의 문항들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번호에 

Ⅴ표로 응답하시거나 정확한 숫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응답한 일반적인 사항

은 단지 자료의 분석에만 사용되며, 개인의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기혼        ② 미혼

4.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4년대졸     ④ 대학원 이상

5. 귀하의 직위는 ?    

     ① 일반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이상

6. 귀하의 고용형태는?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계약직, 인턴사원)

7. 귀하의 현재 직장생활 경력은?  (만)            년             개월

8. 귀하의 총 직장생활 경력은?  (만)            년             개월

9. 귀하의 직장생활 중 이직 횟수는?             회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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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 및 문항 제거시 값

항목 전체 상관관계
내적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값

경력관리행동

경력탐색행동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경력계획행동 문항

문항

문항

문항

경력전략실행행동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경력평가행동 문항

문항

문항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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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구인

경력평가행동
구인 

경력탐색행동
구인

경력계획행동
구인

경력전략실행행동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고유값

설명변량

누적변량

주 구형성 검증 유의확률 
요인추출방법 주축요인추출
회전방법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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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경력탐색행동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경력계획행동

문항

문항

문항

문항

경력전략실행행동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경력평가행동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주 적합도 지수 

유의도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경력탐색행동 경력계획행동

경력탐색행동 경력전략실행행동

경력탐색행동 경력평가행동

경력계획행동 경력전략실행행동

경력계획행동 경력평가행동

경력전략실행행동 경력평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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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 및 문항 제거시 값

항목 전체 상관관계
내적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값

핵심자기평가

자기효능감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자아존중감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내적통제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정서적 안정성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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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자기효능감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자아존중감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내적통제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정서적 안정성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주 적합도 지수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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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내적통제

자기효능감 정서적 안정성

자아존중감 내적통제

자아존중감 정서적 안정성

내적통제 정서적 안정성

측정변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 및 문항 제거시 값

항목 전체 상관관계
내적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값

지각된 규범

상사규범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동료규범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조직규범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사회규범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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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구인

상사 규범
구인 

동료 규범
구인

조직 규범
구인

사회 규범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고유값

설명변량

누적변량

주 구형성 검증 유의확률 
요인추출방법 주축요인추출
회전방법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기술적 규범 측정 문항 문항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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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상사규범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동료규범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조직규범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사회규범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주 적합도 지수 

유의도
기술적 규범 측정 문항 문항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상사규범 동료규범

상사규범 조직규범

상사규범 사회규범

동료규범 조직규범

동료규범 사회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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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 및 문항 제거시 값

항목 전체 상관관계

내적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값

결과기대

내재적 결과기대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외재적 결과기대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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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내재적 결과기대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외재적 결과기대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주 적합도 지수 

유의도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내재적 결과기대 외재적 결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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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 및 문항 제거시 값

항목 전체 상관관계
내적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값

실행의지

의도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주의제어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측정변인
구인

주의제어
구인 
의도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고유값

설명변량

누적변량

주 구형성 검증 유의확률 
요인추출방법 주축요인추출
회전방법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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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의도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주의제어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주 적합도 지수 

유의도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의도 주의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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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실행의지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질문지는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

기대, 실행의지, 경력관리행동, 일반사항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결과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질문지는 총 6면이며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입니다. 질문에 대

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질문지는 분석할 수 없기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

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질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자

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

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

간을 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1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대학원생  :  조  영  아

   지 도 교 수  :  정  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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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핵심자기평가

다음은 자기효능감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Ⅴ표시 해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계획한 목표의 대부분을 성취할 수 있다. 

2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3
나는 대체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4 내가 노력한 일들은 대체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나는 도전적인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6
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낼 자신이 
있다. 

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 

8 나는 힘든 일이라도 잘 해낼 수 있다.  

다음은 자아존중감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Ⅴ표시 해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2
나는 때때로 내가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다. ⓡ

3 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6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
다.  ⓡ

7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

9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10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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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내적통제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

에 Ⅴ표시 해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주로 내 능력에 달려있다. 

2
나는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편이다. 

3
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부분 내 뜻
대로 결정할 수 있다. 

4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대부분 할 수 있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열
심히 했기 때문이다. 

6 내 인생은 내 자신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은 정서적 안정성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

는 곳에 Ⅴ표시 해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감정기복이 심한 편이다.  

2 나는 아무 이유없이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3 나는 쉽게 짜증이 난다. 

4 나는 쉽게 상처를 받는다.

5 나는 종종 지친다. 

6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7 나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8 나는 잘 흥분한다. 

9 나는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면 그 생각을 계속한다.

10 나는 심하게 긴장을 한다. 

11 나는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12 나는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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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각된 규범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Ⅴ표시 해주십시오.

본 설문에서 언급되는 경력관리행동(career management behavior)은 자신 그리고 주변 환경

을 탐색하여,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네트워킹, 

지식 및 기술개발을 위한 학습 등의 다양한 경력전략들을 실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

검·조정하는 활동 과정(process)을 의미합니다. 

  Ⅱ.   지각된 규범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상사는 내가 경력관리행동 하기를 기대한다. 

2 나의 상사는 내가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나의 상사는 내가 경력관리행동을 하도록 지원(상담, 격
려, 기회 및 자원 제공 등)한다. 

4 나의 상사는 내가 경력관리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나의 동료는 내가 경력관리행동 하기를 기대한다. 

6 나의 동료는 내가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에 동의한다.  

7
나의 동료는 내가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을 지원(정보 공
유, 격려, 조언 및 상담 등)한다.  

8 나의 동료는 내가 경력관리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우리 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이 경력관리행동 하기를 기대한다. 

10
우리 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이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에 
동의한다. 

11
우리 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이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을 
지원(기회 및 자원 제공, 제도 구축 등)한다.  

12
우리 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이 경력관리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력관리행동 하기를 기대
한다. 

14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에 
동의한다. 

15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을 
지원(격려 및 지지 등)한다. 

16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력관리행동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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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력관리행동의 결과기대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

치하는 곳에 Ⅴ표시 해주십시오.

본 설문에서 언급되는 경력관리행동(career management behavior)은 자신 그리고 주변 환경

을 탐색하여,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네트워킹, 

지식 및 기술개발을 위한 학습 등의 다양한 경력전략들을 실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

검·조정하는 활동 과정(process)을 의미합니다. 

  Ⅲ.   결과기대

내가 경력관리행동을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만족할 만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2 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3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사람들과 충분한 관계를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4 내가 가진 능력을 유용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5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6 내가 가진 아이디어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8 괜찮은 일자리를 제안 받을 것이다. 

9 만족스러운 급여를 받을 것이다. 

10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1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경력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12 고용수요가 높은 분야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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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력관리행동 실행의지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

하는 곳에 Ⅴ표시 해주십시오.

본 설문에서 언급되는 경력관리행동(career management behavior)은 자신 그리고 주변 환경

을 탐색하여,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네트워킹, 

지식 및 기술개발을 위한 학습 등의 다양한 경력전략들을 실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

검·조정하는 활동 과정(process)을 의미합니다. 

  Ⅳ.   실행의지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경력관리행동을 할 의사가 있다.  

2 나는 경력관리행동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3 나는 경력관리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나는 지속적으로 경력관리행동을 할 것이다.  

5 나는 경력관리행동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6
나는 경력관리행동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자주 생각하려고 한다. 

7 나는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에 계속 집중하려고 한다. 

8
나는 경력관리행동 하는 것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9
나는 경력관리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에 
저절로 관심이 생긴다. 

10
나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경력관리행동을 할
생각이 자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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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특성(직업가치, 적성 등)과 
현재의 역량(지식, 스킬, 태도 등)을 검토한다. 

2
나는 내가 원하는 경력과 관련하여 현재 무엇을 갖추
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분석한다.  

3
나는 내가 쌓아온 경력이 나의 미래의 경력과 어
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탐색한다. 

4
나는 나의 경력분야의 고용 환경과 경력 기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5
나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적 경력 대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한다. 

6

나는 나의 경력목표달성을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
(사람, 시간, 돈, 회사 제도 등)들이 무엇이 있는
지 탐색한다. 

7 나는 전 생애에 걸친 경력목표를 설정한다.

8 나는 명확한 경력목표를 설정한다. 

9
나는 나의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 

10
나는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수립
한다.  

11

나는 회사 내에서 나의 경력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다. 

12
나는 나의 경력개발을 위해 회사 외부의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다.  

13
나는 내가 원하는 업무 및 나의 경력목표에 대해 
상사와 이야기한다. 

14
나는 내 상사가 나의 업무성과를 알 수 있도록 한
다. 

15
나는 나의 경력개발을 위해 다양한 업무 및 경험
을 시도한다. 

16
나는 나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전적
인 업무를 시도한다. 

17

나는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사의 의무
적인 교육 외에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참가한다. 

18
나는 나의 경력과 관련된 성과들을 기록하고 관리
한다.

19
나는 지속적으로 경력목표와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20 나는 경력개발 실행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21
나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경력목표와 실행계획을 
수정한다. 

다음은 귀하의 경력관리행동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께서 수행한 정도

와 일치하는 곳에 Ⅴ표시 해주십시오.

  Ⅴ.  경력관리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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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일반적 특성

다음의 문항들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번호에 

Ⅴ표로 응답하시거나 정확한 숫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응답한 일반적인 사항

은 단지 자료의 분석에만 사용되며, 개인의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기혼        ② 미혼

4.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4년대졸     ④ 대학원 이상

5. 귀하의 직위는 ?    

     ① 일반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이상

6. 귀하의 고용형태는?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계약직, 인턴사원)

7. 귀하의 현재 직장생활 경력은?  (만)            년             개월

8. 귀하의 총 직장생활 경력은?  (만)            년             개월

9. 귀하의 직장생활 중 이직 횟수는?             회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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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structural relations among career 

management behavior, core self-evaluation, perceived norm, outcome expectation, and 

implementation volition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For this purpose, 

structural model was set and analyzed, and the relations among variables within the 

model were identified. 

The population of for this study was all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Large corporations were defined as the workers who work for the top 1000 

companies listed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Adeq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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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size was selected by consideration of acceptable sample size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an adequate sample size provid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mong other references. A total of 400 samples was conducted through 

purposeful sampling.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research for data collection is composed of career 

management behavior, core self-evaluation, perceived norm, outcome expectation, and 

implementation volition in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Instruments concerning career 

management behavior, perceived norm, implementation volition were modified and 

improved from the initial instruments. Cronbach α value of the instruments were 

.926, .914, and .938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all items had a significant effect to each construct which could conclude that 

convergent validity applies to overall items. Also, after observing the relationships 

among constructs, they did not have strong relationships, which could conclude that 

discriminant validity can be inferred. Each construct of the core self-evaluation 

instrument used in this research was developed by Rosenberg (1965), Jones (1986), 

& Sherer et al. (1982), Levenson (1981), and Costa and McCrae (1992), and this 

study used the core self-evaluation instrument used by Judge, Erez, Bono & Thoresen 

(2003). Cronbach α value of core self-evaluation was .923. Outcome expectation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was from 12 items of outcome expectation developed 

by Lent et al., (2013). Cronbach α value of outcome expectation was .890. 

According to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both core self-evaluation and 

outcome expect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to each construct which could conclude 

that convergent validity applies to overall items, and after observing the relationships 

among constructs, they did not have strong relationships, which could conclude that 

discriminant validity can be inferred. 

Data had been collected through mail and online surveys from November 17, 2014 

to December 2, 2014. A total of 396 surveys was recollected. After ex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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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honest answers, outlier, among others, a total of 364 surveys was used for 

analysis. 

Windows SPSS 18.0 and AMOS 18.0 statistics program were used to identify 

descriptive statistics of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mong 

others,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research model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Inferential statistics result concluded the standard for statistical 

significance at .05.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goodness-of-fit of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of career management behavior, core self-evaluation, perceived norm, 

outcome expectation, and implementation volition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was satisfactory which confirm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the 

variables. Second, core self-evaluation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had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management behavior (β=.615). Since outcome 

expectation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career management behavior, the mediator 

effect of outcome expectation on the relationship of career management behavior and 

core self-evaluation was not significant. However, implementation volition had an 

indirect significant effect (B=.114) on the relationship of career management behavior 

and core self-evaluation, and outcome expectation and implementation volition had an 

indirect significant effect (B=.059). Third, perceived norm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had a direct significant effect (β=.180) on career management behavior. 

Since outcome expectation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career management 

behavior, the mediator effect of outcome expectation on the relationship of career 

management behavior and perceived norm was not significant. However, 

implementation volition had an indirect significant effect (B=.061) on the relationship 

of career management and perceived norm. Outcome expectation and implementation 

volition also have an indirect significant effect (B=.109). Fifth, implementation 

volition had a direct significant effect (β=.370) on career managemen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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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First, career management 

behavi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re self-evaluation, perceived norm, outcome 

expectation, and implementation volition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Outcome expectation and implementation volition, mediator variable of core 

self-evaluation and perceived norm, preceded and outcome expectation and 

implementation volition preceded. Implementation volition had a crucial mediating 

role when all variables affected career management behavior. Second, core 

self-evaluation has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management behavior, but also 

has a indirect effect through mediation of implementation volition, and mediation of 

outcome expectation and implementation volition. Especially, because core 

self-evaluation had a big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career management behavior, it 

can be an important variable in acceleration and revelation of career management 

behavior. Third, perceived norm has a direct effect on career management behavior, 

but also indirectly by mediating through implementation volition, and by mediating 

through outcome expectation and implementation volition. Fourth, outcome expectation 

does not have a direct effect on career management behavior, but has an indirect 

effect by mediating through implementation volition. Fifth, implementation volition 

has a direct effect on career management behavior. Especially, implementation 

volition takes a crucial role as a mediating variable during the process when all 

variables affects career management behavior. For this reason, implementation volition 

can be a crucial influential factor when performing career management behavior. 

Suggestions fro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ide from the recognized factors, 

other affective factors that affect career management behavior should be investigated 

and include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s. Second, the 

motivation level of career management behavior performance as well as type of 

motivation of career management behavior performance should be examined. Third, to 

broaden the revelation of career management behavior, researches to identify diverse  

mediator variables should be conducted. Fourth, research population should be d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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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ivided further to identify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career management 

behavior among groups. Fifth, to generalize the measuring instrument of career 

management behavior that was developed during this study, there is a need to 

diversify the population to verify the validity and accuracy of the measuring 

instrument.       

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 Career Management Behavior, Core Self-Evaluation, Perceived Norm, 

Outcome Expectation, and Implementation Volition,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 Multiple Mediation, Phantom Variable. 

Student number: 201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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