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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몰입과 경력만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 놓여있는 여성 공무원들의 경력몰입이나 경력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중요한 연구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남녀 공무원의 경력만

족 결정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여성 공무원의 경력개발에 실질적인 시사

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설문자료의 분석결과, 직장내 성차별을 제외한 경력계획, 집단적 조직

문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경력몰입, 경력만족 요인들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 응답자들에 비해 높

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여성 응답자들은 공직사회 내에 성별에 따라 주요 보직과 승진에서 차이

가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만족 결정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공무원 집단 간에는 경력계획, 집단적 조직

문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직장내 성차별이 경력몰입을 매개로 경력만족에 미치는 효과에서 상당

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여성 공무원의 경력개발과 경력만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제언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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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조직연구에서 개인의 경력은 개인과 조직차원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왔던 핵심개념

이다. 경력개발은 개인이 일생동안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경력발전

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써, 협의와 광의의 시각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의의 경력개발 제

도는 개인이 조직 내에서 거치는 보직경로를 합리적으로 설정, 관리해주는 인사관리 제

도를 의미한다. 반면, 광의의 시각에서 보면 조직 구성원의 자기발전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동시에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이것이 조직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는 광

범위한 인사관리 제도를 의미한다. 두 시각 모두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공직에 대한 몰입

도를 증진시키며, 그 결과 경력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들어 급격한 인구의 구조적 변화와 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

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공직에서도 여성 인력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은 44.6%, 국가직은 49.4%, 지방직은 

33.7%로 나타났고,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4급 이상)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2.1%

로 조사되었다(인사혁신처, 2015 공무원 통계).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가까운 시기에 여

성 공무원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정부 내 여성 공무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과거와 달리 여성을 조직 내 주요 인력으로 파악하고 장기적

인 관점에서 여성 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인력의 활용과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경영학 분야에서 기업 또는 민간

조직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후반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

해 짐에 따라 여성의 경력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관리자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

다(Powell & Mainiero, 1992; Melamed, 1995; Tharenou, 2001; 강혜련･조미영, 2007).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유리천장(Jackson, 2001; Liff & Ward, 2001; Mattis, 2004; 

Ragins, Townsend, & Mattis, 1998; Stroh, Brett & Reilly, 1996), 경력정체(이규만, 

2004; 전원배･문상정, 2007), 이직(Stroh, Brett & Reilly, 1996), 경력몰입(Aryee & Tan, 

1992; Blau, 1985, 1989; 강정애･이윤화, 2005; 이기은･최규현, 2005; 최우성･조경희, 

2005; 김혜정･이진규, 2007), 동기부여(Grzeda & Prince, 1997), 경력단계(Aryee, Chay, 

& Chew, 1994; 이기은･구관모, 2002), 경력성공(Judge et al., 1995; 장은주･박경규, 

2004) 등을 핵심 연구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경영학 분야에서 여성경력 관련 연구들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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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에서의 여성 경력과 관련된 연구나 성별 차이의 비교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

에 머물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 경력개발과 관련된 연구 관심과 논의는 대부분 남성 

중심의 경력개발과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최순영, 2013; 최무현, 2005). 공공조직 

내 여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한데, 보직관리(유미복･이기숙, 2008; 조경호･문

미경･최문용, 2007),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문미경･김혜영･금창호, 2009; 

이시연, 2006), 여성 공무원의 유리천장 지각(김은희, 2009; Daley, 1996; Naff, 1994) 

등이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처럼 제한된 연구 속에서, 여성 공무원의 경력개발, 경력

몰입, 경력만족은 남성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특히, 남성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이 지각하는 경력만족 결정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실증적인 선행연구들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 들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라

는 이중부담에 시달리는 여성 공무원들의 경력몰입이나 경력만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과 관련된 연구들이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거

나, 페미니즘 시각에서 당위성을 강조하는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조직적 차원

에서 실질적인 여성의 경력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남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력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요인들 간의 구조가 남녀 간에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력계획, 집단적 조직문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직장내 성차

별이 경력몰입을 매개로 경력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남성 중심 경력 관련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남녀 공무원들의 경력만족 결정요인들 

간의 구조적 차이점을 규명함으로써 성별 차이를 고려한 경력개발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문헌검토 

1. 경력만족의 개념 

경력만족(career-satisfaction)은 조직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경력이나 직무 역할에 대

해 갖는 전반적인 감정적 방향 설정을 의미하며, 직무만족의 한 차원으로 분류된다

(Gattiker & Larwood, 1987). Greenhaus 외(1990)는 경력만족에 대해 자신이 쌓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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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로 정의하였다. 최재영(2004)은 경력만족을 ‘개인의 직무와 관련

된 연속적인 경험과 역할 및 욕구변화에 있어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지각하고 있는가

와 자신이 지식과 능력을 투입한 결과 얻게 되는 가치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으로 정의

한다. 경력만족은 경력성공(career success)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경력성공은 ‘개인의 

업무 경험의 결과로 축적된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업무 관련 산출물’을 의미하며(Seibert 

et al., 1999), 조직이나 직업을 통해 성취된 개인발전의 주관적, 객관적 차원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경력만족은 직업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 또는 조직이 기대

하는 경력 역할과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몰입한 결과에서 얻어지는 개인의 가치에 대한 

만족을 일컫는다. 경력성공이 개인의 주관적, 객관적 만족을 모두 포함한다면, 경력만족

은 개인의 심리적, 주관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재적 경력성공은 경력

만족으로도 측정될 수 있다(Hall, 1996). 

경력만족의 결정요인들을 살펴보면, 근속 년수(Korman, 1981), 부하와 멘토

(Collins-PM, 1994), 동일 직업 또는 경력에서의 개인 차이(Greenhaus, Parasuraman & 

Wormley, 1990)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배경은 유의하지 않은 변

수로 나타났다(Collins-PM, 1994). 국내 연구에서, 서균석 외(2003)에 따르면, 현재 자신

의 경력에 만족할수록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경력에 더 애착을 갖고 몰입하게 된다고 한

다. 

2. 경력만족에 대한 성별차이 

경력만족에 대한 성별 차이 연구는 매우 미미한 가운데, 일부 경영학 분야에서 경력개

발 과정에 남녀간 차이가 있는지,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남녀간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Melamed, 1995; Tharenou, 2001; 강혜련･조미

영, 2007; 임희정, 2009, 2011). 여성과 비교했을 때 남성의 경력개발 과정은 비교적 순

차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명확하며 개인차가 두드러진 반면, 여성은 예측 불가능하고 

개인에 따라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보인다(임희정, 

2011). 이러한 특성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비교할 때 경력개발과정에서 보다 어려움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고,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경력개발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들은 

남성 근로자들보다 경력개발지향성을 낮게 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출산 및 육아

에 노출된 환경에 있는 여성의 경우 장기적인 경력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희정, 2011). 

그 외에 Melamed(1995)는 여성관리자의 경력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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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적자본 속성, 경력 선택, 조직의 구조적 특징 중 성과제도, 가사부담 경감, 조직 내 

기회구조를 제시하였고, Ragins & Sundstrom(1989)는 조직요인으로 선발과 훈련 등, 대

인관계 요인으로 네트워크와 멘토링 등을 개인적 요인으로 자신감, 개인적 배경, 가정생

활 등을 들었다. Ferris & Judge(1991)는 개인요인으로 인적자본, 성격 특성, 정치적 행

동, 조직차원 변수들로사회화, 멘토링, 경력시스템, 그리고 상사지원 등을 제시하였다(김

강호, 2015;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 강혜련･조미영(2007)은 조직 변수와 개인 변수로 구

분하여 남녀 관리자의 경력성공 모델을 비교하였다. 조직차원에는 훈련 및 개발기회, 직

무경험 다양성, 남성중심 조직문화, 멘토링 등이 변수로 포함되었다. 반면 개인차원에는 

남성적 특질, 직장-가정 갈등, 근속년수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여성 관리자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여성 관리자의 경력목표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3개 시점 : 2008년, 

2010년, 2012년). 분석결과, 임원급 이상의 경력목표를 설정하는 확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두 집단 중 대다수(82%)는 경력목표가 낮은 집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당수 여성들이 최고직위까지의 경력성공을 기

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된 것처럼 유리천장

과 같은 여성의 경력성장 장애요인들이 기업조직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김강호, 2015).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남

녀 공무원 간에 경력만족 결정요인들 간의 차이를 고려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남녀 공무원간에 경력만족에 대한 결정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3. 경력만족 결정요인들 간의 관계 

1) 경력계획과 경력몰입

경력계획(career-planning)은 개인 차원의 경력활동을 의미하며, 경력에 관한 자신의 

능력과 경력 기회에 대해 정보를 획득하여 경력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Greenhaus et al, 2000). Schein(1996)은 경력계획을 

개인이 경력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 주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았다(조영복･하

태영, 2010; 재인용). 즉, 경력계획은 경력달성을 위한 준비 단계로써 ‘자신이 달성하고

자 하는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이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경력경로를 채

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유민봉･박성민(2013). 때문에 경력목표는 미래에 도달하

고자 하는 직위이며, 경력계획은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행 과정으로 이해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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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경력계획과 경력몰입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

는 경력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스스로 경력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경우, 경력관

리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Wentling, 2003). Gould(1979)는 경력계획이 설정되면 

다음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을 통해 경력 목표가 달성되고, 

이것이 경력 성과로 연결되고, 이는 자아존중감과 경력몰입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적 모

형을 제시하였다. 여성 경력계획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성국･이용주･박경희(1998)

는 여성 또한 경력계획이 있는 여성의 경우 경력몰입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미경･김승연･최무현(2016)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 일-가정 양립 어려움, 인사 및 보직에서의 

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경력계획 설계가 어려우며 직장 이탈이 가속화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계획 수립이 경력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연구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경력계획이 경력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1> 남녀 공무원 간에 경력계획이 경력몰입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집단적 조직문화와 경력몰입

조직 구성원과 리더의 관계, 조직의 특성 등은 조직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젠

더 관점의 학자들은 대부분 조직들에 성별화가 있다고 본다. 조직의 성별화는 조직문화

의 불평등, 인력 구성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은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형성하

게 된다는 것이다(임희정, 2009). 위계적 조직 문화는 대체로 남성 중심적, 혹은 집단적 

조직문화로 인식되는데 이는 조직에서 여성이 제외되고,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에서 배

제되고, 승진 및 보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남성중심의 

조직문화는 야근이나 추가근무를 요구하며, 이러한 환경은 여성의 장기근속을 방해하며

(Marongiu & Ekehammar, 1999), 회식 등 업무시간 외 비공식적 모임이 많은 경우 여성

은 소외되기 쉽다(Woodall, Edward & Welchman, 1995). 이처럼 집단적 조직문화는 남

성에 비해 여성의 관리직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력몰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임희정, 2009).

집단적 조직문화는 공공조직도 예외는 아니며, 지금까지 이런 조직문화는 남성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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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직문화와 동일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위계와 집단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남

성 중심적 조직문화로 보고, 전체와 조직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적인 집단적 조직문화의 

특성으로 접근하였다. 따라서 권위주의적인 집단적 조직문화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들고, 여성의 경력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두 개의 연구가설들을 설정

하였다. 

<연구가설 3> 집단적 조직문화는 경력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1> 남녀 공무원 간에 집단적 조직문화가 경력몰입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경력몰입

조직에서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멘토링(mentoring)이란 숙련된 선

임관리자가 멘토(mentor)가 되어 자신보다 경험이 부족한 부하 직원인 멘티(mentee)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정서적･심리적 위안 및 상담을 제공하는 관계이다(김민정･박지혜, 

2009).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멘토가 있는 멘티(부하)가 경력개발이 더 잘 이루어진

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Fagenson, 1990; Burke & McKeen, 1993; 김민정･박지혜, 

2009). 

Whitely 외(1991)의 연구에 따르면, 멘토링이 멘티의 경력발전과 경력만족을 증가시

킨다고 한다. Tharenou(2001)의 연구에서는 경제활동경험이 부족한 여성의 경우에 멘토

링 활동이 남성보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혜련･조미

영(2007)은 남성 중심적 조직에서 멘토가 여성 관리자의 경력 성공에 직접적 영향을 미

치지는 못하지만, 직무경험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만족에 영향

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김현동(2015)은 여성 관리자들이 직장-가정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 멘토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멘토링 기능은 

여성 관리자들이 가정과 일에서 느끼는 부정적 전이의 양방향적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이들의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멘토링이 조직 내에서 남성들 간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반면, 여성들은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멘토링의 효과가 여성 관리자들

에 대해서 기대수준보다 낮다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Ragins & Scandura, 1994). 또한 

남성 관리자와 여성 관리자가 받는 멘토링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남성 관리들은 경력개발을 위한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반면, 여성들은 정서

나 심리와 관련된 멘토링 이루어져 경력개발 그 자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Rag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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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 1999; Allen et al., 2004). 이는 멘토링의 목적과 구성, 내용에 따라 경력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현동, 2015).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은 승진에 필요한 조건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승진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개인의 자격요건, 관리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다(Ragins 

& Sundstrom, 1989). 조직 내에서 경력개발을 위한 공식적 교육 및 훈련은 중요한 요소

이지만 비공식적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이 있다. 사실상 남성들은 공식적 

교육 외에도 조직 내 비공식적 조직이나 모임을 활용하거나 인맥 등 네트워크를 통해 

경력성공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여성들 대부분은 자신의 객관적인 자격 요건을 

높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경력성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실시하는 훈련 및 

개발 기회의 활용 정도는 경력성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Cannings & 

Montmarquetee, 1991; Powell & Butterfield, 1994).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조직 내･외에서 실시되는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와 멘토링이 여성에게 충분히 제공된다면, 승진에 대한 기대 속에서 여성의 

경력몰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연구가

설 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4>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경력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1> 남녀 공무원 간에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경력몰입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직장내 성차별과 경력몰입

기업의 전통적인 인사 관행들은 여성의 성공적인 경력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Morrison, 1992). 모집 채용에서 성별 선호도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여성 관리직 전체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Lahtinen & Wilson, 1994). 또한 조직 내에

서 인력의 배치 및 이동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주요 업무는 남성이 맞고 민

원이나 보조 업무는 여성이 맞게 되는 보직의 차이에서 성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Morrison, 1992). 따라서 여성은 조직 내에서 보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장기적

으로 여성이 관리직 지위에 오르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Lubin, 1996). 또한, 승진에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은 다르게 평가를 받는다. 객관적 기준에 의한 승진제도를 시행하

는 조직에서 여성의 관리직 승진이 보다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Burke & Nelson, 

2002). 관리직 승진에서 여성이 적은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직무에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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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sor & Hughes,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는 주요 부서와 핵심부서에서 경

력을 쌓을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는 관리직급의 

경우 여성이 발탁되기는 쉽지 않다(Hitt & Barr, 1989; Heilman, 1983, 1995; Thomas 

& Gabarro, 1999). 또한, Yamagata･Yeh･Stewman & Dodge(1997)의 연구에 의하면 평

가의 측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는데,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는 조직

의 경우 남성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는 반면, 여성들은 개인의 수행능력이 생산성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부서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조직 배치로 인해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

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여성이 일정한 직위에 오르고 나면 

더 이상 승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유리천장이 작동한다고 한다(최우성, 2011). 

한편, 조직에서의 성차별은 남성 중심의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으로 여성을 부당하

게 대우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원숙연･최윤희, 2015; 김은혜･송건섭. 2015). 곽

현주･최은영(2014)은 성차별 인식이 경력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혼 여성 관

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성차별이 없는 상태 즉 공정한 상태가 여성 근로

자의 경력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직장내 성차별은 여성 공무원의 경력몰입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직장내 성차별의 대상인 여성 공무원들

의 경력몰입과 남성 공무원의 경력몰입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추가적으

로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5> 직장내 성차별은 경력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5-1> 남녀 공무원 간에 직장내 성차별이 경력몰입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5) 경력몰입과 경력만족

경력몰입(career commitment)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열정과 동기부여의 정도를 의미

하나다. Hall(1996, 1971)은 경력몰입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

여의 정도로 개념화하였다. Blau(1988)는 경력몰입을 ‘개인의 직업 또는 일에 대한 태도’

로 정의하였다. 비슷한 시각에서 Carson and Bedeian (1994)는 경력 몰입을 ‘선택한 직

업에서 개인의 일에 대한 동기’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경력몰입은 개인적 경력목표의 개

발과 이러한 목표들에 대한 확인 및 관여와 관계된다(Collarelli & Bishop, 1990; 

Mueller, Wallace, & Price, 1992).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조직이 개인에게 평생에 

걸친 직장과 경력을 보장해주기 어려워짐에 따라 경력몰입은 직업의 의미와 지속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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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Colarelli & Bishop, 1990; Aryee, Yue, & Chew, 

1994). 

한편, 경력만족(career satisfaction)은 직업 생활에서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몰입한 결

과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Greenhaus･ Parasuraman & Wormley(1990)는 경력만족을 

‘임금, 승진, 발전 기회 등을 포함한 개인 경력들의 내재적 및 외재적 측면들로부터 도출

되는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Jen-Ruei Fu(2010)는 경력만족을 ‘개인의 경력선택을 통

해 경험한 전반적인 만족감의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경력에서의 성공개념은 경력만족

으로 측정할 수 있고, 경력만족은 개인의 가치가 자신의 경력에 적응된 정도이며(Hall, 

1996),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적 지향성을 의미한다

(Gattiker & Larwood, 1988). 경력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경력발전이 자신의 목표, 가치 

및 선호와 일치한다고 믿는 정도로 측정될 수 있다(Erdogan, Kraimer, & Liden, 2004; 

Heslin, 2003; Seibert & Kraimer, 2001).

경력몰입을 경력만족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Carson, Roe, Birkenmeier & Philips, 1999; Day & Allen, 2004; Poon, 2004; Ballout, 

2009). Carson, Roe, Birkenmeier and Philips(1999)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경력몰입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낮은 경력몰입을 가진 개인들에 비해 높은 경력만족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비슷하게, Day & Allen(2004)의 연구는 경력몰입이 경력만족과 긍정적

인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Poon(2004)의 연구는 주관적 경력성공과 같은 내재적 직

무산출이 경력만족, 경력 멘토링, 경력 몰입 및 경력 성공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Ballout(2009) 역시 경력몰입이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통해 경력만

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한편, 경력만족을 경력몰입의 결정요인으로 다룬 소수 연구들도 있다. Igbaria & 

Greenhaus(1992)의 연구에서 경력만족은 경력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

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균석 외(2003)의 연구에서는 경력성공 

변수인 경력만족과 경력전망이 경력몰입에 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재적 경

력만족 변수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의 경력관리 

노력은 경력성공(경력만족, 경력전망) 지각에 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 경

력관리로서의 경력전술은 경력성공에 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경력계

획 자체는 경력성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선행연

구들을 종합하면, 대부분 경력몰입이 경력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제시되었다. 또한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력몰입이 낮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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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경력몰입이 경력만족에 미치는 효과 역시 남녀 간에 다를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연구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6> 경력몰입은 경력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6-1> 남녀 공무원 간에 경력몰입이 경력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조사 설계 

1. 연구모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력개발 및 경력만족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경력개발의 효

과나 경력만족의 원인을 단편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있었지만, 경력계획, 집단적 조직문

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직장내 성차별, 경력몰입이 경력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편적인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경력계획, 집단적 조직문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직장내 성차별이 경력몰입을 매개로 경력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에서 경력계획, 집단적 조직문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직장내 성차별은 외생

변수(exogenous variable)로, 경력몰입과 경력만족은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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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되었다. 특히, 경력몰입은 매개변수로서 4개 독립변수들이 경력만족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이들 각각은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서 3-4개의 

측정변수(measurement variables)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측정되었다. 

2. 변수의 측정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경력계획, 집단적 조직문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직장내 

성차별, 경력몰입, 경력만족 등 6개 잠재변수들 각각을 측정하기 위해 3-4개의 문항들이 

측정지표로 이용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위해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형 척도가 사용되었다. <표 1>은 6개 잠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된 19개의 측정문항들 정리한 것이다.

<표 1> 잠재변수와 측정지표

*괄호안은 Cronbach's α

잠재변수 측정지표 이론적 배경

경력계획
(α=.72)

1. 근속 기간 동안 경력목표를 세우면서 근무해 왔다.

김성국･이용주･박경희(1998), 
조용복･하태영, 2010)

2. 향후 경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경력목표를 이룰 나만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4. 경력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

집단적
조직문화
(α=.75)

1. 우리조직은 회식을 자주하는 편이다 Linehan(2001); Marongiu 
& Ekehammar(1999); 
Woodall, Edward & 
Welchman(1995); 
임희정(2009) 

2. 우리조직은 야근을 자주하는 편이다

3. 우리조직은 상사와 부하간의 위계질서가 강한 편이다

경력개발
프로그램
(α=.66)

우리 조직은 경력개발을 위한 상사나 선배의 멘토링 제도를 갖고 있다.

강혜련 및 조미영(2007), 
김현동(2015)

2. 우리 조직은 직원들의 적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보직관리를 위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우리 조직은 직원들의 역량개발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장내
성차별

(α=.71)

1. 직무가 성별에 따라 보이지 않게 분리되어 있다. 원숙연･최윤희(2015), 
김은혜･송건섭(2015), 
곽현주･최은영(2014)

2. 주요보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3. 승진 가능한 최고직급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난다. 

경력몰입
(α=.65)

1. 나에게 있어, 현재의 직장은 근무하기에 최상의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Hall(1996, 1971), 
Blau(1985), 
조영복･하태영(2010)

2. 현 직장은 나로 하여금 직무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고무시킨다.

3. 현 직무는 내가 추구하는 경력목표를 이루기에 적합하다.

경력만족
(α=.65)

1. 나의 직장경력을 경력목표 달성이란 측면에서 돌이켜 볼 때 만족한다. Carson, Roe, Birkenmeier 
& Philips(1999), Day & 
Allen(2004), Greenhaus 
et al.(1990), 
조영복･하태영(2010)

2. 직장경력을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만족한다.

3. 직장경력을 승진이란 측면에서 볼 때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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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생변수인, 경력계획은 김성국･이용주･박경희(1998), 조용복･하태영(2010) 등

의 연구를 토대로 응답자들이 얼마나 분명하고 구체적인 경력목표를 지니고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경력목표의 수립 여부, 향후 경력에 

대한 계획, 경력목표의 달성 전략, 경력목표의 달성 방법 등을 묻는 4개 문항들이 활용되

었다. 집단적 조직문화는 Marongiu & Ekehammar(1999), Linehan(2001), Woodall, 

Edward & Welchman(1995), 임희정(2009) 등의 연구를 토대로 공공조직의 집단적이며, 

남성적인 조직문화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회식의 빈도, 야근의 빈

도, 상하간 위계질서 등을 측정하는 3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강

혜련 및 조미영(2007), 김현동(2015) 등의 연구를 토대로 공공조직내 경력개발 프로그램

의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멘토링 제도의 운영, 보직관리 

프로그램 운영,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측정하는 3개 문항들이 활용

되었다. 직장내 성차별은 공공조직내 성차별 정도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성별에 따른 직무의 분리, 성별에 따른 보직 차이, 성별에 따른 승진 차이 등을 측

정하는 3개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매개변수인 경력몰입은 Hall(1996, 1971), Carson and Bedeian (1994), Blau(1985), 

조영복･하태영(2010) 등의 연구를 토대로 응답자의 일에 대한 동기부여 정도를 측정하

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직장에 대한 만족도, 직장의 동기부여, 직무와 경력목

표간 관계 등을 측정하는 3개 문항들이 이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경력만족은 Carson, Roe, Birkenmeier & Philips(1999), Day 

& Allen(2004), Greenhaus et al.(1990), 조영복･하태영(2010) 등의 연구를 기초로 직장 

경력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경력목표 달성 측면의 

만족도, 경제적 측면 만족도, 승진 측면 만족도를 측정하는 3개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6년 7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경제경영연구

원에 의뢰하여 실시된 ‘여성공무원 역량 및 경력개발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에 이용

하였다.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중앙과 지방정부 공무원들로서,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

려한 층화표본추출(stratified sampling) 방법을 이용해 표본이 추출되었다. 표본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가 사용되었으며, 훈련된 설문 조사원이 1:1 

면담조사를 통해 총 1,000명의 응답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자들의 인구 구성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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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2배 정도 많게 분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행정직이 75.5%, 기

술직이 23.2%를 차지하였고, 직급별로는 6급 33.7%, 7급 28.9%, 5급 16.7%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자녀수에서는 무자녀가 52%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8세 미만 2명이 

9%를 차지하였다.

<표 2> 응답자들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및 집단 간 비교

남녀 공무원 두 집단 간에 경력 관련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6개 잠

재변수들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3>은 19개 문항들에 대한 남녀 공무원 집단

의 평균, 표준편차, t-검정 통계량(p값)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사례 수 비율(%)

성별
남자 668 66.8
여자 332 33.2

직종
행정직 755 75.5
기술직 232 23.2

전문계약직 13 1.3

결혼 여부
기혼 745 74.5
미혼 255 255

임용후 
취득학위

학사 341 34.1
석사 95 9.5
박사 4 0.4

기타/무응답 24 2.4

자녀수

없음 520 52.0
만8세 미만 1명 85 8.5
만8세 미만 2명 90 9.0

만8세 미만 1명 + 만8세 이상 1명 68 6.8
기타 237 23.7

직급

고위공무원 - -
4급 49 4.9
5급 167 16.7
6급 337 33.7
7급 289 28.9
8급 136 13.6
9급 22 2.2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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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지표별 남녀 공무원 집단간 비교

잠재변수 측정지표
남성 여성

t-값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력계획

1. 근속 기간 동안 경력목표를 세우면서 근무해 왔다.
3.34

(1.02)
3.19

(1.01)
t=-2.26*

2. 향후 경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3.59

(0.91)
3.26

(0.99)
t=-5.33***

3. 경력목표를 이룰 나만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3.22

(0.96)
3.02

(1.06)
t=-2.96**

4. 경력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
다.

3.58
(0.96)

3.29
(1.08)

t=-4.25***

집단적
조직문화

1. 우리조직은 회식을 자주하는 편이다
2.86

(1.05)
2.85

(1.11)
t=-0.22

2. 우리조직은 야근을 자주하는 편이다
3.41

(1.10)
3.27

(1.04)
t=-2.00*

3. 우리조직은 상사와 부하간의 위계질서가 강한 편이다
3.30

(1.00)
3.27

(1.11)
t=-0.30

경력개발
프로그램

1. 우리 조직은 경력개발을 위한 상사나 선배의 멘토링 제
도를 갖고 있다.

3.26
(1.04)

3.00
(1.04)

t=-3.75***

2. 우리 조직은 직원들의 적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보직관
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20
(1.07)

2.81
(1.01)

t=-5.51***

3. 우리 조직은 직원들의 역량개발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
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43
(1.07)

3.08
(1.05)

t=-4.87***

직장내
성차별

1. 직무가 성별에 따라 보이지 않게 분리되어 있다.
2.97

(1.17)
2.87

(1.15)
t=-1.26

2. 주요보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2.88

(1.13)
3.04

(1.19)
t=2.01*

3. 승진 가능한 최고직급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난다. 
2.80

(1.21)
3.21

(1.21)
t=5.06***

경력몰입

1. 나에게 있어, 현재의 직장은 근무하기에 최상의 조직이
라고 생각한다.

3.36
(1.03)

3.17
(0.96)

t=-2.82**

2. 현 직장은 나로 하여금 직무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
도록 고무시킨다.

3.39
(1.04)

3.21
(1.00)

t=2.70**

3. 현 직무는 내가 추구하는 경력목표를 이루기에 적합하
다.

3.40
(0.97)

3.24
(1.00)

t=-2.41*

경력만족

1. 나의 직장경력을 경력목표달성이란 측면에서 돌이켜 볼 
때 만족한다.

3.24
(1.03)

3.21
(1.03)

t=-0.44

2. 직장경력을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만족한다.
3.01

(1.05)
3.00

(1.04)
t=-0.24

3. 직장경력을 승진이란 측면에서 볼 때 만족한다.
3.17

(1.01)
3.00

(1.05)
t=-2.63**



220 ｢행정논총｣ 제55권 제3호

분석결과, 직장 내 성차별의 2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남자들의 응답치가 여

자들의 응답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력계획, 집단적 조직문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경력몰일, 경력만족 요인들의 모든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 응답자들에 비해 높

은 응답치를 보였다. 그러나 직장 내 성차별 요인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 응답자들은 

공직사회 내에서 성별에 따라 주요 보직과 승진 가능한 직급에서 차이가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개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남녀 응답의 평균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1)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들이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구

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구조방정식모

형의 추정을 위해 AMOS 23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각 잠재변수의 측정지표들이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측정지표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

당도 검증이 이루어졌다.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은 측정지표들과 각 잠재변수간의 관계

를 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뢰도 검증에는 내적 일관성 지수인 Cronbach-,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및 종합신뢰도(C.R.)가 이용되었다(Hair et al., 1992). 

또한 잠재변수들에 대한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적재치의 크기

(Anderson & Gerbing, 1988), 및 AVE 검증방법이(Fornell & Larcker, 1981) 이용되었다. 

먼저 잠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들의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표 3>에서 보듯이 각 잠재변수의 Cronbach-는 0.65-0.75로 나

타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다소 낮지만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Cronbach-의 과소추정 문제를 고려한 종합신뢰도 역시 기준인 0.6(Fornell & Larcker, 

1981)을 상회하는 0.62(집단적 조직문화)에서 0.72(경력계획)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VE도 0.49-0.68로 조직문화(AVE=0.49)를 제외한 나머지 잠재변수들은 기준인 0.5를

(Bagozzi & Yi, 1988) 초과하였다(<표 4>의 대각선 값 참조).

다음으로 타당도 검증은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로 구분하여 검증되었다. 먼저 수렴

타당도의 평가를 위해 요인적재치의 크기를 검토하였다. 경력계획의 1개 문항(0.55)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이 0.60 이상의 표준화적재치를 보였으며, 모두 <0.05로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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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는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판별타당도는 AVE와 잠재변수간 상관계수 제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되었다

(Fornell & Larcker, 1981).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AVE는 0.49-0.68이었고, 경력몰입과 

경력만족(r=0.86)을 제외한 나머지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제곱() 0.00-0.49 보다 

같거나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는 전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표 4> 잠재변수 상관관계 행렬 

* 주: 상관관계 행렬에서 대각선 값은 AVE임

2)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다음으로 남녀 공무원간에 경력만족 결정모형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multi-group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

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관측치들을 연구모형에 적합(fitting)시키는 과정을 통해 

필요한 모수들이 추정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은 관측치들의 공분산 행렬을 토대로 추정

되었으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이 모수추정 방법으로는 사용되었다. 둘째, 

남녀 집단간 구조모형의 비교를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multi-group SEM) 분석이 

실시되었다.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해 집단간 불변성(invariance) 검증 절차

가 진행된 이후, 남녀 집단 간에 구조계수들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졌다.1)

1) 대안모형으로 매개변수인 경력몰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다른 변수들과 함께 경력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NNFI=.95, 

RMSEA=.04, CFI=.96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경력몰입만 경력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몰입의 매개효과를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

이 더 우수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다른 대안모형으로 4개 외생변수들이 경력몰입을 매개로 경력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뿐만 아니

라 각각이 경력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포함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NNFI=.96, RMSEA=.04, CFI=.96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경력개발 프로그램만

이 경력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 경력계획 조직문화 경력개발 성차별 경력몰입 경력만족

경력계획 0.61

집단적 조직문화 .13 0.49

경력개발프로그램 .39 .08 0.59

직장내성차별 -.04 .46 -.26 0.68

경력몰입 .58 -.14 .71 -.23 0.68

경력만족 .55 -.04 .71 -.14 .86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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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불변성 검증: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Δχ2 Δdf p
NNFI
(TLI)

RMSEA CFI

집단별 분석

  남성 313.82 141 - - .000 .921 .043 .935

  여성 261.99 141 - - .000 .911 .051 .913

Model 1: 비제약 모형 575.91 282 - - .000 .912 .032 .927

Model 2: 요인적재치 제약 590.32 295 14.41 13 >0.05 .915 .032 .927

Model 3: 요인적재치 + 
구조계수 제약 

614.17 300 23.85 5 <0.05 .912 .032 .922

불변성 검증(invariance test) 절차는 측정모형 불변성 검증과 구조모형 불변성 검증의 

2단계로 진행되었다. 우선 측정모형 불변성 검증결과, 비제약 모형(Model 1)과 요인적재

치를 제약한 모형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Δχ2=14.41, Δdf=13, p>0.05). 

이러한 결과는 남녀 두 집단 모두 집단에 관계없이 동일한 잠재변수들로 측정되었으며, 

따라서 남녀 응답자들 간에 설문문항들에 대한 해석 차이는 없음을 보여준다.2) 

따라서 다음 단계인 구조계수에 대한 비교가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요인적재치만을 

제약한 모형(Model 2)과 요인적재치와 구조계수를 함께 제약한 모형(Model 3)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되었다. 검증결과, Model 2와 Model 3간에 Δχ2=23.85(Δ

df=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는 남녀 

공무원 집단 간에 외생잠재변수들이 내생잠재변수들에 미치는 효과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녀 공무원간에 경력만족에 대한 결정요인에서 성별 차

이를 가정한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남녀 공무원 집단 각각의 구조계수들을 비교하였다. <표 6>은 남녀 공무원 

집단간 구조계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6>에서 제시된 것처럼, 남녀 공무원 집단 간에는 

경력계획, 집단적 조직문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직장내 성차별이 경력몰입을 통해 경력

만족에 미치는 효과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력계획

이 경력몰입에 미치는 효과는 남성이(β=0.481) 여성(β=0.221)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두 집단 모두에서 경력계획이 경력몰입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2>는 지지되었다. 또한 남녀 공무원 집단 간에 경로

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t-검증 결과 t=2.34(p<0.05)로 두 집단의 

2) 측정불변성이 위배되는 경우 측정지표들에 대해 얻어진 데이터의 의미 있는 해석이 어렵게 된다. 측

정불변성은 요인불변성(factorial invariance)으로도 불린다(Klin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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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계수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따라서 <연구가설 2-1>은 지

지되었다.

집단적 조직문화가 경력몰입에 미치는 효과는 여성(β=-.391)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경로계수가 음(-)의 부호로 나타남으로써, 집단적 

조직문화가 경력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남녀 공무원 집단 간에 경로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t-검증 결과 두 집단의 경로계수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3-1>은 기각되었다.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경력몰입에 미치는 효과는 여성(β=.685)이 남성(β=.590)에 비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두 집단 모두에서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경력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4>는 지지되었다. 또한 

남녀 공무원 집단 간에 경로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t-검증 결과 

두 집단의 경로계수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4-1>은 기각되었다.

직장내 성차별이 경력몰입 미치는 효과는 여성(β=.194)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설과는 반대로 경로계수가 양(+)의 부호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집단의 경우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5>는 통계적으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직장내 성차별이 역설적으로 여성 

집단에게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직장내 성차별

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력몰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녀 공무원 집단 간에 경로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t-검증 결과 

두 집단의 경로계수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5-1>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경력몰입이 종속변수인 경력만족에 미치는 효과는 남녀 두 

집단 모두 매우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로계수는 남성(β=.917)이 여성(β=.824)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5). 따라서 <연

구가설 6>은 지지되었다. 또한 남녀 공무원 집단 간에 경로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가를 검증하였다. t-검증 결과 두 집단의 경로계수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3) AMOS는 두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C.R. 값을 이용한다. C.R.은 t-검증과 동일

한 결과를 산출한다. 또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한 경로계수가 유의미하고 또 다른 경로

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은 분석방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두 집단간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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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6-1>은 기각되었다.

<표 6> 남녀 공무원 집단간 경로계수의 비교

표준화 경로계수(β) 남성 여성
경로계수 차이
유의도 검증

경력계획 → 경력몰입 .481*** .225** t=2.36(p<0.05)

집단적 조직문화 → 경력몰입 -.134 -.391*** t=1.80(p>0.05)

경력개발 프로그램 → 경력몰입 .590*** .685*** t=-.164(p>0.05)

직장내 성차별 → 경력몰입 -.008 .194* t=-1.70(p>0.05)

경력몰입 → 경력만족 .917*** .824*** t=1.89(p>0.05)

Note: *<0.05, **<0.01, ***<0.001 

Ⅴ. 결론 및 시사점

공무원의 경력몰입과 경력만족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이중부담 속에 놓여있는 여성 공무원들의 경력몰입이나 경력만족을 결정하

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남녀 공무원간에 경력만족 결정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비교분석함

으로써, 여성의 경력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직장내 성차별을 제외한 경력계획, 집단적 조직문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경력몰

입, 경력만족 요인들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 응답자들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여성 응답자들은 공직사회 내에 성별에 따라 주요 보직과 승진에서 차이가 있다는 인식

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남녀 공무원 집단 간에는 

경력계획, 집단적 조직문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직장내 성차별이 경력몰입을 통해 경력

만족에 미치는 효과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성 공무원의 

경력개발과 경력만족 제고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여성 공무원의 경력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직장내 성차별과 경력

몰입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Van Velsor & Hughes, 1990) 성차별이 

직장내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차별은 여성의 경력몰입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남성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 응답자들은 주요 보직과 승진 가능한 최고

직급에서 남성 응답자들에 비해 성별 차이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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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집단 간에 직무의 성별분리에 대한 차이 인식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직장내 성차별이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여성은 양(+)의 유의미한 관

계를 보인 반면, 남성의 경우 매우 작지만 음(–)의 부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차별

이 여성들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성차별이 존재할수록 이것

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 역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

과가 성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들의 직장내 몰입 동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과학적 연구와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 공무원은 남성 공무원에 비해 경력계획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에서 상대적

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공무원의 경우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경력몰입

에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에 비해 분명한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과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여성 공무원

들은 멘토링, 보직관리 프로그램, 경력개발 교육에서 남성들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 공무원의 역량을 증진하고 경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 공무원들

이 구체적인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력개발 전략들을 수

립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 공무원 대상 경력개발 프로

그램들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각 여성 공무원의 적성과 역량 맞춤형 

보직관리 프로그램, 역량개발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여성 관리자 

비율 향상 프로그램, 관리자나 상사의 경력개발 멘토링 등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특히, 

여성 관리자들을 멘토로 활용하여 여성 신입 및 부하 직원들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 내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을 ‘17년 목표인 15%

에서 더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

께, 조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부하 직원들의 경력개발을 도울 수 있는 리더십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문미경 외, 2016).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여성 경력개발 지원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벤치마킹을 확대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김흥국, 2005). 즉, 부서별로 여성 공무원의 경력개발 지원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 부서나 관리자를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부서 단위 성과관리시스템에 여성 경력개발 항목을 포함

시켜 의무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김흥국, 2005). 즉, 부서별로 여성 공무원의 경

력개발 목표와 성과지표들을 설정하고,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부서 관리자의 책임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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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부처별로 각 부서와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여성 공무원들에게 적합한 직무

의 발굴, 여성 공무원의 역량개발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설계, 경력

개발 멘토링 등이 보다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문미경 외, 2016). 특히, 여성 공무원의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하위직(6급 이하), 중간관리직(4-5급), 고위직(3급 이상)의 직급별

로 여성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직급별 맞춤

형 경력개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 공무원의 경우 남성 중심의 집단적 조직문화가 경력몰입을 저해하는 유의

미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집단적 조직문화는 경력 몰입

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조직 내에서 집단적 조직문화(회

식, 야근, 위계질서)가 완화될수록 여성의 경력몰입이 증대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집단적 

조직문화는 여성의 경력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

게 만드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남성 중심 조직문화에

서 남녀 공무원의 다양성이 반영된 조직으로의 공공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인

적자원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추진할 필

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중요한 시사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각 잠재변수의 측정지표들이 이론 및 선행연구들에 근거

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다소 낮은 잠재변수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들을 국내에 적용할 때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측정지표들이 사용

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문헌검토를 토대로 설정된 단일한 연구모형에 대한 검

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가능한 대안모형들 간의 정교한 비교분석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해 경력만족 결정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

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대안모형들 간의 체계적인 비

교분석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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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nts of Career Satisfaction: 
A Comparison between Female and Male Public Officials

Haksil Kim, Junseop Shim & Mikyung Moon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female public officials who have to balance work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despite a large amount of research on career commitment and career 

satisfaction. This study compared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determinants of career 

satisfaction between female and male public officials using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ed that gender discrimination in organization, career planning, 

collect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s had different significant 

effects on career satisfaction between the two groups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commitment. The results provided important insights into policies for promoting women’s 

satisfaction and career development in public organizations.

【Keywords: career satisfaction, career commitment, work-family balance, career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