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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및 학습민첩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조적 관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년

박보람

이 연구의 목적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및 학습민첩

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프리

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및 학습민첩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

조적 관계가 이론적 모형을 적합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둘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주관적 경력성공 간의 직접 효과를 구명하였다. 셋째, 프리랜서 기업

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 간의 관계에서 지식공유, 경력역량의 매개효과를 

구명하였다. 넷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및 지식공유와 경력역량 간의 관계에

서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를 구명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일감 단위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기업 및 기관

의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전체이며, 국내 주요 강사

협회 및 강사 중개업체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

사도구 중 주관적 경력성공은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인터뷰 결과를 종합

하여 연구자가 새롭게 구인화 및 타당화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

력역량, 학습민첩성 조사도구는 연구 맥락에 맞게 일부 용어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반

적 특성을 포함하여 총 82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회수된 374부 중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한 뒤, 최

종적으로 32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3.0, AMOS 26.0,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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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acro v3.5를 활용하였으며,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p<.05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주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및 학습민첩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예측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둘째,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주관적 경력성공 간의 직접효과 검증 결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가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무경계 경력태도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직접효과, 무경계 경력태도가 경

력역량에 미치는 직접효과, 지식공유가 경력역량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경력역량이 주관적 경력성공

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

성공의 관계에서 지식공유, 경력역량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지식공유는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가 있으며, 경력역량은 무경계 경력태

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무경계 경력태

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지식공유, 경력역량이 유의한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넷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무경계 경력태

도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와 지식공유와 경력역량 간의 관계에서 학습민첩

성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

적 경력성공은 인텔리전트경력이론 및 사회인지경력이론 확장모델을 기반으로 역량 축적 및 경력 

확장의 관점에서 개인 차원의 무경계 경력태도와 사회적 맥락 차원의 지식공유의 상호작용을 기

반으로 경력역량의 축적을 통한 통합적 메커니즘에 따른 결과물이다. 둘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

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은 경력역량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경력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무경계 경력

태도를 함양하고, 다양한 강의분야의 동료강사들과 지식공유를 보다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는 직무, 조직 간 경계를 넘은 유연한 경력태도를 지님으로서 보다 활발한 

동료강사들과의 지식공유와 경력역량 축적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석사 이상 학력자 비율이 높고, 소속된 조직이 없

어 비교적 동질한 프리랜서 아웃소싱 시장 환경에서 스스로 생존하는 구조이기에 개인별 학습민첩

성 수준의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 iii -

이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종사상 지위분류 

세분화 개정에 따라 프리랜서 현황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확률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주관적 경력성

공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일반적 특성 혹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집단과의 집단별 차이 규명이 필요하다. 셋째, 무경계 경력에 대한 관점 확장 및 관련 연구의 

확대가 요구된다. 넷째, 프리랜서 특유의 맥락을 고려한 경력역량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

째, 프리랜서 특유의 맥락을 고려한 경력역량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프리랜서 기업

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및 지식공유와 경력역량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조절변인 탐색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지식공유, 경력

역량, 주관적 경력성공 증가를 위해 특정 직무, 조직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심리적, 물리적으로 이

동하며 경력을 쌓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이 다양한 

강의분야의 동료강사들과 활발한 경력 관련 기술과 업계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의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표준화된 강

사비 책정 기준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하다. 넷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경력년수를 고려한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주요어: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학습민첩성, 

         주관적 경력성공, 인텔리전트 경력, 구조방정식모형

학 번: 2018-3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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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긱 경제(gig economy), 정보기술의 발달, 코로나 19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프리랜서(freelancer) 근로형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2020)은 변화의 선구

자들이라는 포럼 발표문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임시직, 프리랜서 등이 일자리를 찾는 이들의 

최후의 선택지였다면, 이제는 능력 있는 개인이 앞다퉈 프리랜서 선언을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전망했다. 학계에서도 무경계경력의 관점에서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일감 단위

로 계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경력을 쌓아나가는 프리랜서의 경력에 대

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김영범, 진성미, 2019; 김종현, 엄우용, 2019; 김현아, 

2019; Lo Presti et al., 2018; Templer & Cawsey, 1999; Van den Born & Van 

Witteloostuijn, 2013). 이는 현대사회에서 특정 조직에서 입사-승진-퇴사라는 일련의 과정

을 거쳐 경력을 형성해가는 전통적인 경력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력(new 

career)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프리랜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불안정 노동(precarious)에 대해 법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

는 시각이다. 이승렬 외(2013), 황준욱 외(2009)은 IT, 영화, 방송, 건축 산업의 프리랜서 

대상 질적연구를 통해 산업 및 일의 특성, 경력개발 및 사회안전망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프리랜서들이 임금근로자와 같은 종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정흥준, 장희은(2018)은 국내 종사상지위분류체계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의 정확

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부분적인 종속성이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자에 비해

서는 종속성이 낮으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유형’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최근 자발적으로 비정형노동인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불안정 노동으로 인한 존재적, 경제적, 관계적 불안함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나름의 불안 대처전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김수영 외, 2020).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로 일하는‘자유노동’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앞으로 증가될 것이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prec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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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프리랜서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사회 혁신의 역동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

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김현아, 2019).

기업교육 분야의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는 역동적인 주체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구성원 육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김윤정 외, 2018). 뿐

만 아니라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로 하여금 단순히 지식을 전달

하는 교수자(instructor)를 넘어 프로그램 개발자, 상담자, 동기부여가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김종현, 엄우용, 2019). 기업교육 시장에 참여하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

이 증가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로서의 경력을 지속하고 발전시키

기 위해 갈수록 더욱 많은 노력과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이수용 외, 2019).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의 영향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

계를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주관적 경력성공은 개인의 심리적 만족 뿐 아

니라 경력몰입을 증가시키는 등 경력을 개발하고 지속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밝혀진 바 있다(김미경, 문재승, 2018). 주관적 경력성공은 개인 차원뿐 아니라, 개인-

사회적 맥락 차원의 변인과의 통합적인 구조 하에서 예측될 필요가 있다. Barnett와 

Bradley(2007)의 사회인지경력이론의 확장 모형은 Lent와 Brown(2006)의 이론을 기반으

로 주관적 경력성공이 개인적 차원 및 사회적 맥락 차원의 변인과 행위적 변인의 통합적인 

구조 안에서 경력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모델이다. 

그러나,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경력 관련 연구들은 아직까지 통합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수(teaching)역량 혹은 전문성 개발 등 강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역량, 전문성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왔다(김미영, 강훈, 2016; 김종현, 

엄우용, 2019; 노혜란 외, 2016; 정주영, 안영식, 2018; 최미나, 2004). 최근 들어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로의 경력전환 시 필요역량, 직업정체성 혹은 직업사회화 과정 등 프리랜서 기

업교육 강사 관련 연구가 경력개발 영역으로 확장되어 시도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일부 프리

랜서 기업교육 강사 대상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들로 통합적인 시각에서 경력개발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양적 연구가 진행된 것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김영범, 진성미, 

2019; 김종현, 엄우용, 2019; 고아라, 2020; 이소연 외, 2019; 이수용, 2012). 일부 양적 

연구 중 주관적 경력성공의 선행 및 매개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거나(유수란 외, 2018), 구

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가 일의 의미 형성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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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연구도 수행되었으나(이수용 외, 2019), 무경계 경력 관점에서 주관

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적 맥락 차원의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합

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개념 및 구성요소는 대부분 기업체 종사자들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어 프

리랜서와 같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경력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주관적 경력성공의 개념 구명

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초기 주관적 경력성공 연구들은 대부분 Greenhaus 

외(1990)가 단일척도로 개발한 경력만족 측정도구를 가장 많이 연구에 활용해 왔다. 2010년 

이후 보다 다차원적인 하위 구인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경력만족, 직무만족, 고용가능성, 

삶의 만족, 일-삶 조화, 경제적 만족 등을 포함한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의 특성이 임시적, 동시다발적이라 현재 시점에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만족을 경력성

공의 하위구인으로 포함 및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

로, 특정 조직에 속하여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고용가능성을 측정하는 것도 프리랜

서 특성과는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일의 특성, 일터 맥락 등을 

고려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구인을 재구성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개인 차원 변인으로서 무경계 경력태도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Briscoe 

외(2006)가 개발한 무경계 경력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심리적 이동성과 물리적 

이동성 요인에 대한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심리적 이동성 단일구인으로 

무경계 경력태도를 측정하는 연구와(김시진, 김정원, 2010; 김태희 외, 2014; 문한나 외, 

2019; 하종원, 송해덕, 2012), 두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무경계 경력태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공존하고 있다(고윤승, 2016; 박미현, 장재윤, 2018; 박용호, 한억천, 2015; 이서윤, 

2020).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직무, 조직 간 경계 이동이 발생하는 

경력 상황에 있으므로, 심리적 이동성뿐만 아니라 물리적 이동성을 함께 고려하여 주관적 관

련변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사회적 맥락 차원 변인은 상사 지원 등 조직관점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

어 온 반면 주관적 경력성공이 사회적 맥락인 개념(Higgins, 2001)임에도 불구하고, 학습과 

개발의 관점에서의 선행요인 고찰은 다소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는 

급변하는 기업교육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경력을 개발해야 하는 독립된 주체로서, 폭넓은 사

회적 관계망에서 경력성공을 위한 자원들을 교류할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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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 차원의 맥락적 변인으로서 지식공유 친분이 쌓인 동료강사들과의 좁은 관계망 안에

서 단순히 직무 수행을 위한 지식을 넘어 경력개발과 관련된 지식공유를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수용, 2012). 그러나 무경계경력 관점에서 볼 때, 일감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양한 강의분야의 동료강사들과 지식을 활발하게 주고 받는 것은 자신의 강의 영역을 확장

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관적 경력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작용할 수 이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인텔리전트 경력 이론의 관점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의 개인과 사회적 맥

락 변인이 경력역량 축적을 매개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텔리전트 경력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프리랜서 경력성공모델(Van Den Born & 

Van Witteloostuijn, 2013)은 프리랜서가 일을 왜 하느냐에 대한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정

체성, 동기를 의미하는 의미역량, 경력을 개발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기술역량, 경력을 개발하

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의미하는 관계역량과 더불어 자신만의 차별화된 전

략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심리적으로 경력성공감을 더 높게 인지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프리랜서의 맥락에서 사회인지경력이론 확장모델의 개인 및 사회적 

맥락 차원의 변인과 인텔리전트 경력이론의 경력역량 및 주관적 경력성공과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주관적 경력성공 연구의 폭을 확장하고자 한다. 

더불어,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개인, 맥락적 변인과 경력역량 간 관계를 촉진하는 요인

(facilitating factors)으로서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Guan 외(2019)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무경계경력 관련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무경게경력 통합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심리적, 물리적 무경계경력의 기회/이익 증진

의 관점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역량 향상,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그는 무경계경력과 이들 변인 간에 촉진요인들로서 자발적 이동성, 제도적 지원 외에도 보다 

다양한 개인적, 맥락적 요인들이 규명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학습민첩성은 새롭고 유연

한 일터환경 속에서 새로운 역량들을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으로서(Lombardo & 

Eichinger, 2000)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일감 단위로 변화되는 일터환경에 놓인 프리랜

서 기업교육 강사들이 경력역량을 축적하는 데 중요한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나 

대부분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실증 연구는 진행

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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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프리

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주관적 경력성공의 다차원적인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관적 경력성공과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학습민첩성, 경력역량 간의 구조적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고, 영향 

변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이 연구는 기술변화와 노동 유연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경력개발 관점에서 그들의 주관적 경력성공

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서, 주관적 경력성공 개념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

적 관계를 다차원적인 규명함으로서, 개인 차원의 실천과 사회적인 차원의 제도 및 정책 지원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및 학습

민첩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및 학습민첩성과 주관

적 경력성공의 구조적 모형이 변인 간 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한다.

둘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주관적 경력성공 간의 

직접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 간의 관계에서 지식공

유, 경력역량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및 지식공유와 경력역량 간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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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및 학습민첩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조모형은 변인 간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가?

연구문제 2.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및 주관적      

               경력성공 간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는 지식공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3.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는 경력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4.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지식공유는 경력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5.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력역량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지식공유, 경력역량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1.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2.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경력역량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3.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지식공유, 경력역량의 이중매개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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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4.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의 관게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1.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2.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4. 용어의 정의

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freelance corporate instructors)는 특정 조직에 직원으로 소속되지 

않고 강사 중개업체에 등록되거나 소속 및 등록 없이 자유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기업 및 기

관의 성인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을 지원 및 촉진하며 직접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

다. 성인교육을 담당하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는 기관이나 분야에 따라 교수, 교사, 강사, 촉

진자, 코치, 멘토, 튜터, 컨설턴트 등으로 불린다(전도근, 최운실, 2005).

나. 주관적 경력성공

주관적 경력성공(subjective career success)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경력에 대한 경제

적 보상 및 경력성장, 일-삶 조화에 대한 만족감과 미래 일 확보 가능성에 대한 자기평가를 의

미한다. 이 연구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은 경제적 보상 만족, 경력성장 만족, 일-삶 조화, 일 확

보 가능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자가 문헌 및 인터뷰를 통해 구인화한 16문항에 응답한 점수

를 의미한다. 

다. 무경계 경력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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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계 경력태도(boudaryless career attitude)는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가 특정 직무, 조

직 간 경계를 유연하게 이동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경력을 쌓아나가고자 하는 심리적, 물리적 이

동성 선호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무경계 경력태도는 Briscoe 외(2006)이 개발한 무경

계 경력태도 조사도구를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한 13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지식공유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자신의 경력개발을 위해 직업적 

공동체(occupational community)에서 경력 관련 기술 및 업계 동향에 대한 지식을 주고받고

자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지식공유는 Van den Hooff와 De Ridder(2004)가 

개발하고 서미애(2014)가 번안하고 조사도구를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타당화한 10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경력역량

경력역량(career competency)은 프리랜서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가 경력을 통해 축적한 경력 

전반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로서, 근무환경이나 직무와 관계없이 통용되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경력역량은 Hasse(2007)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이지영(2019)이 번안한 내용을 연구대

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타당화한 19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바. 학습 민첩성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은 새롭고 도전적인 일터경험으로부터 성과창출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학습하고 학습결과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박정열, 

2019). 이 연구에서 학습민첩성은 박정열, 김진모(2019)가 일터환경의 맥락적 특성을 반영하

여 개발한 학습 민첩성 진단도구 16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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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에서는 모든 국내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표집의 한계가 존재하여, 비확률표집 중 할당

표집(quota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강사협회 및 강사 중개업체, 온라인 강사카페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경력년수를 기준으로 표집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표본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연구결과를 모든 프

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에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에 제한이 있음을 밝힌다.

Ⅱ. 이론적 배경

1.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이 연구에서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를 위해 프리랜서의 사전적, 학문적, 법적 개념 및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국

내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서 경력에 대한 관점 및 이론적 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가. 프리랜서의 개념 및 특징

1) 프리랜서의 개념 

프리랜서의 사전적, 학계, 조례, 통계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프리랜서(freelancer)의 어원은 중세

시대의 프리(free)와 랜서(lancer), 즉,‘자유로운 창병’이라는 용어에서 시작되었다. 중세시대에

는 대부분의 병사들과 달리 어떤 영주에도 소속되지 않고, 전쟁을 찾아서 자유롭게 계약에 따라 

싸움을 벌이는 창기병(lancer)을 프리랜서라고 불렀다(류준호, 2011). 이러한 유래를 기반으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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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랜서는 현대사회에서‘특정 고용주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아가는 사람’을 의미하

는 용어로 여겨지고 있다(이승렬 외, 2013). 국어사전에서는 프리랜서를‘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

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정되고 있는 프리랜서 지원 조례들을 살펴보면, 경기도 프

리랜서 지원 조례(경기도 조례 제6281호, 2019)와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

한 조례(부산시 조례 제6203호, 2020)에서는 프리랜서를‘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근로기준

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

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452호, 2020) 제2조에서는 프리랜

서란‘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

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통계청(2021.03.21)의 종사자 지위분류체계의‘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자기 혼자, 

자신의 책임 아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프리랜서의 개념과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프리랜서의 개념은 지자체에 따라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특정한 소속과 피고용자가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속성을 공통

적으로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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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용어 정의

학계

Handy

(1985)

포트폴리오 

근로자

Ÿ 계약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

Ÿ 우수하고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고객 측면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개발해 나가는 주체

Pink 

(2001)
프리에이전트

Ÿ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

- 3가지 프리에이전트의 유형 구분(단독업자, 임시직, 초소형 사업체)

Fraser & 

Gold(2001)

포트폴리오 

근로자

Ÿ 고객과 독립적인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사람

황준욱 외

(2009)
프리랜서

Ÿ 자신의 고유한 사업을 운위하면서,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기업과 계약에 

기반해 형성, 유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이수용

 (2012)
독립근로자

Ÿ 고용주로부터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일하지 않고, 독립적인 자기 의사에 

따라서 일하는 근로자

이승렬 외 

(2013)
프리랜서

Ÿ 특정 고용주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거나 짧은 기간씩 한 조직에 머물러서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이들

지방

자치

단체 

조례

경기도(2019),

부산시(2020) 
프리랜서

Ÿ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

서울시(2020) 프리랜서
Ÿ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

대전시(2020) 프리랜서
Ÿ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계약에 따라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지위

분류

체계

통계청

(2021.03.0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Ÿ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 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 책임 

아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표 Ⅱ-1> 프리랜서 관련 용어 정의 

2) 프리랜서의 특징 

프리랜서는 종사상 지위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

으나,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정흥준, 장희은, 2018). 정흥준(2019)은 

기술 발달 및 고용 유연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개념 정립 및 통계적 규모 파악에 한계가 있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반으로 대규모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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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유형 세분화 및 규모 추정을 시도하였다. 정흥준(2019)은 

<표 Ⅱ-2>와 같이 특정 사업자와 고용계약 체결 여부, 고용원 여부, 실질적인 종속성(특정 회사

의 상시적 업무 수행, 보수/작업공간/작업시간 결정의 주도권 여부)을 기준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

영업자의 유형을 세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프리랜서가 종속성이 매우 약한 진성 1

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1인 자영업자이긴 하나, 종속성이 일부 존재하는‘새로운 유형’을 모두 포

함하는 개념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2019)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 약 2천 7백만명 중 

4068명으로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흥준, 장희은(2018)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1) 작업장 여부, 2) 노동 제공 목적, 3) 보수결정 방법, 4) 업무내용, 방식 종속성 여부, 5) 업무

시간 종속성 여부를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새로운 유형, 진성 1인 

자영업자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새로운 유형

은 국제노동기구(ILO) 2017년 유럽 근로현황 보고서에서 언급한 의존적 자영업자(dependent 

self-employer)에 해당한다. 이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학습지교사, 골프캐디, 택배배달기사 등 

일 특성이 상시적이고, 작업의 난이도 혹은 숙련정도가 중·하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황

준욱 외(2009)는 숙련수준을 고숙련과 중/저숙련으로 나누어 횡축에, 작업방식을 개인별 완결/모

듈 작업과 팀 단위 협업/모듈로 나누어 작업 종축으로 설정하여 프리랜서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

하고 있다. 황준욱 외(2009)는 프리랜서 유형이 노동자의 숙련 수준 및 작업 방식에 따라 구분되

며, 그에 따라 경력형성과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인력관리 및 고용 측면뿐

만 아니라 개인 차원의 경력개발 측면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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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19) 정흥준, 장희은(2018) 비고

계 27,123(100%) 27,093(100%)

비임금근로자 6,683(24.6%) 6,819(25.2%)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38(5.7%) 2,797(41%)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68(15%)

4,021

(14.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13(3.4%) 1) 작업장 여부

2) 노동 제공 목적

3) 보수결정 방법

4) 업무방식 종속성 여부

5) 업무시간 종속성 여부

새로운 유형 550(8%)

진성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3,658(13.5%)

- 무급가족종사자 1,077(3.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에 포함)

임금근로자 20,440(75.4%) 20,274(74.8%)

자료: 통계청. (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정흥준, 장희은. (2018).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 종사자의 규모 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p.89.

<표 Ⅱ-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현황                                                  (기준: 천명, 비율)

이승렬 외(2013)는 <표 Ⅱ-3>과 같이 건축가, 만화가, 방송 PD, IT 개발자를 대상으로 6가지 

기준(전문성/일반석, 자격제도, 일의 일시성/상시성, 일감의 거래적 위계, 작업방식, 보수 지급방식)

하에 일자리 특성을 비교하였다. 일반성, 일의 상시성, 일감의 다단계적 성격, 팀 작업방식, 투입요

소 중심의 보수지급이 이뤄지는 유형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는 실제로 근로자에 가까운 종속성을 보

일 수 있으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승렬 외(2013)은 프리랜서 

유형화를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황준욱(2009)은 프리랜서 구분 기준으로 고려한 숙련수준과 작업

방식 외에 자격제도, 일의 일시성/상시성, 보수 지급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리랜서의 속성

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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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건축가 만화가 방송 PD IT 개발자

전문성/일반성 높은 편 있음 있음 있음

자격제도 O X X X

일의 일시성/상시성 일시적 일시적 일시적 일시적

일감의 거래적 위계 단일/다단계 구조 단일/다단계 구조 다단계 구조 다단계 구조

작업방식 개별적 개별적 팀 개별적/팀

보수 지급방식 결과 중심 결과 중심 결과 중심 투입 중심

자료: 이승렬 외. (2013). 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프리랜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p.286.

<표 Ⅱ-3> 프리랜서 관련 일자리 특성 비교

이승윤 외(2019)는 황준욱 외(2009), 이승렬 외(2013) 연구를 기반으로 <표 Ⅱ-4>와 같이 

한국 프리랜서 및 유사유형의 노동과 특징을 주요 특징, 임금산정 방식, 일감수주 방식, 고용주와

의 관계, 주요업종을 비교 분석하였다. 임금산정 방식은 사업자 유무와 관계없이 프리랜서의 경우 

일감제가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프리랜서는 보수의 지급방식이 투입요소(input)에 따라 비례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거나 서비스의 결과(output)에 따르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는 프리랜서의 전문

성, 일의 일시성, 일감의 구조적 성격 등에 따른다고 보았다. 일감의 성격은 프리랜서의 임금산정 

방식이 대부분 일감성, 즉 일감제 중심임을 보여준다. 프리랜서에게도 일의 상시성, 일감의 다단계

적 성격, 투입요소 중심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프리랜서의 일은 일감 

중심으로 분배된다는 측면에서 일감제에 가깝다. 

프리랜서 관련 용어 정의를 살펴본 결과, 프리랜서 개념 정의는 고용주와의 관계, 고용원 여부, 

실질적인 일의 종속성(근로방식, 근로 장소, 보수 결정 측면)에 있어 유사용어들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리랜서는‘제한된 시간 내에 비정형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한시적 활동을 중심으로 

특정 용역계약의 목표달성을 위해 일을 수행하는 특정 고용주와의 고용계약 관계를 갖지 않으며, 

고용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1인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방식, 장소, 보

수 결정 권한에 있어 사용자에게 부분적인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프리랜서의 

속성에 대해 전통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성에만 초점을 두었

던 것과 달리 프리랜서는‘독립성’과‘부분적인 종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5 -

구분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간제(비정규)근로자
1) 비사업자 프리랜서 2) 사업자 프리랜서

주요 

특징

고용주 없이 독립적으

로 일하거나 짧은 기간

씩 한 조직에 머물러서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 

이들 중 사업자등록증

을 소지하지 않은 자

고용주 없이 독립적으

로 일하거나 짧은 기

간씩 한 조직에 머물

러서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 이들 중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

(1인기업으로 칭하기

도 함)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

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

득을 얻으며, 근로제공 방

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

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

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

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

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

져 있는 경우

임금산정

방식

일감제

(일감 특징에 따라 

연봉제, 기간제, 시간제)

일감제(일감완료에 

대한 계약제)

영업수당 또는 기본급에 

영영수당
시간제(또는 월급제)

일감수주

방식
공고, 지인소개, 입찰 공고, 지인소개, 입찰 채용공고 채용공고, 지인소개

고용주와

의 관계

일감에 따른 

(장단기)계약관계

일감에 따른 (장단기) 

계약관계

기간을 정한 계약관계 

지만 임금근로 계약은 아님

(장단기) 계약관계의 

임금근로

주요 

직업

통·번역사, 각종 강사, 

사진, 방송, 리포터나 

MC, 방송구성작가, 

건축가, IT, 컨설턴트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수 업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소매업 등의 저숙련

서비스 업종

자료: 이승윤 외. (2019). 한국 청년 프리랜서의 일의 방식과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비판사회정책, 64, 
181-239. 

주) 비사업자 프리랜서와 사업자 프리랜서의 구분이 모호하여, 문헌에 따라 별도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표 Ⅱ-4> 한국 프리랜서 및 유사유형 노동의 특징

나.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개념 및 특징

1) 기업교육 아웃소싱 환경 

인적자원(human resource)분야는 McLagan(1989)이 ASTD에서 제시했던 인적자원 수레바퀴 

모형(human resource wheel model)에 따르면, 크게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와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로 이뤄져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적자원

개발은 개인개발(T&D), 경력개발(CD), 조직개발(OD)을 포함하며, 인적자원관리는 조직 및 직무

설계, 인적자원 계획, 성과관리체계, 선발 및 배치, 인적자원 정보체계, 보상 및 장려, 복리후생, 노

사관계 등을 포함한다. 이 중 조직 및 직무설계, 인적자원 계획, 성과관리체계, 선발 및 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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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과 HRD 두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영역(related areas)으로서, 어느 한쪽 영역에

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림 ∏-1] 인적자원 수레바퀴 모형(human resource wheel model)
자료: McLagan, P. (1989). Models for HRD Practise. ASTD Press.

 

최근 기업 내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으로서 인

적자원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HR업무에 대한 조직 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이용성, 2008). 

또한 글로벌화, 기술의 급격한 변화, 국제적 환경에서의 기업경쟁 가속화 추세는 조직의 구성과 운

영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에 부응하는 HRD 기능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관심과 접근 또한 요구되

고 있다(이희수, 조순옥, 2006). 이러한 기업의 요구에 견주어볼 때, 내부 HR인력의 역량만으로 

경영층의 요구를 충족하고 외부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황준욱(2009)이 산

업별 프리랜서의 확대현상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조절된다고 언급한 것과 같이 각 기업은 

내부 HR 인력의 수행업무 이외에 일부 업무를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기업의 해결책을 구하고 

있고, 이러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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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개념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관련 개념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평생교육강사, 평생교육 교·강

사, 평생교육 프리랜서 강사 등의 개념적 유사성과 차이 비교를 통해 명확해질 수 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관련 개념은 강의 일감 수주 및 수행이 어떻게(how) 이뤄지는가를 기준으로 볼 때, 

크게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와 평생교육 강사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개념 관련하여 권두승(2006)은‘조직 및 성인교육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며 성인학습자를 대

상으로 강의 수행, 동기부여, 학습 촌진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강사’로 정의하였다. 이소

연, 외(2019)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크게 사내강사와 사외강사로 구분되며, 사내강사는 기

업과 조직에서 소속되어 교육과 강의를 하는 강사인 반면, 사외강사는 프리랜서 형태로서 일하는 

사람으로, 기업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수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프리랜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둘째, 평생교육강사 개념 관련하여 전도근, 최운실(2005)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평생교

육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계약을 통하여 강의하는 강사로 정의하였으며, 신재윤(2018)은 평생교육 

교·강사를 자신의 전문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평생교육 현장에서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강의를 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평생교육강사는 최근 들어‘평생교육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개념으로 확장되어 논의되고 있는데, 김종현, 엄우용(2019)은 평생교육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개념을 평생교육 기관과 기업 및 산업체에서 강의를 요청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교

수능력을 가지고, 요구에 따른 교육목표와 내용을 설정하여 학습자를 가르치며, 고정 급여를 받지 

않고 자유계약을 통해 강의하는 강사로 정의하였다. 박경은(2019)은 평생교육 및 HRD 분야에서 

강의를 요청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요구에 따른 교육목표 및 내용을 구성하여 강의하며, 기업과 

기관에서 고정 급여가 아닌 자유계약에 의해 가르치는 강사로 정의하였다. 

셋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개념에 대해서 이복녀(2009)는 교육시장 분석, 교육마케팅, 일

반관리 등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지만 서비스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탄력적

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고아라(2020)는 자신이 강의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교수자로서, 기업교육, 직업교육, 학교 외 교육, 평생교육 등 해당 전문 분야에

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 강사로 정의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관련 개념들을 살펴본 결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

사의 강의 수주 및 강의 수행 공간이 기업 및 산업체, 평생교육 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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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아라, 2020; 김종현, 엄우용, 2019; 박경은, 2019). 또

한, 노동 형태에 있어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계약을 통해 강의를 수행하는 형태를 띈다는 점

과 교육 프로그램 수행 및 교육목표, 내용 구성, 강의 대상 등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특성과 

강사의 역할을 반영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용어 정의

권두승(2006)

기업교육

강사

Ÿ 조직 및 성인교육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며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의 수행, 

동기부여, 학습 촉진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강사

이소연 

외(2019)

Ÿ 사내강사와 사외강사로 구분

- 사내강사: 기업과 조직에서 소속되어 교육과 강의를 하는 강사

- 사외강사: 프리랜서 형태로서 일하는 사람으로, 기업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수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프리랜서 

전도근, 최운실 

(2005)
평생교육강사

Ÿ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계약을 통하여 

강의하는 강사

김종현, 엄우용 

(2019) 평생교육

프리랜서 

강사

Ÿ 평생교육 기관과 기업 및 산업체에서 강의를 요청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과 교수능력을 가지고, 요구에 따른 교육목표와 내용을 설정하여 학습자를 가

르치며, 고정 급여를 받지 않고 자유계약을 통해 강의하는 강사

박경은(2019)

Ÿ 평생교육 및 HRD 분야에서 강의를 요청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요구에 따른 

교육목표 및 내용을 구성하여 강의하며, 기업과 기관에서 고정 급여가 아닌 

자유계약에 의해 가르치는 강사

이복녀(2009)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Ÿ 교육시장 분석, 교육마케팅, 일반관리 등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지만 서비스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

고아라(2020)

Ÿ 자신이 강의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교수자로서, 기업교육, 직업교

육, 학교 외 교육, 평생교육 등 해당 전문 분야에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수

행하고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 강사

<표 Ⅱ-5>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관련 개념 

3)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특징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는 1인 기업, 고용 불안정성, 낮은 정보 접근성과 높은 평생학습 요구, 

외부에 의한 평가와 일감이 직결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소속

된 곳 없이 자신이 바로 기업이자 상품(이윤재, 2014)이며, 강의 수행 외 각종 회계, 사무, 행정 

업무(고아라, 2020), 고객사와 자신의 강사료 협상 역할을 스스로 해야 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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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다(이윤재, 2014). 또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 교육기관과 강

의 건별로 구두 계약 및 서면 계약서 작성을 통해 일을 수행하므로, 안정적인 일감 확보가 되기 어려

운 구조이며, 어떠한 강의 일감이 있는지 항상 탐색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백종운, 2016). 

특정 고객사 및 학습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강의 건별로 달라지는 학습자들에 대한 정보 파악

이 쉽지 않고, 다양한 기업 및 기관 등 산업체 현황과 니즈에 부합하는 강의를 기획 및 수행하기 위

해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개발의 요구를 받고 있다. 강의 만족도, 강의업계에서의 입소문, 평판 등 외

부 요인들이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경력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특성도 보고되었다(<표 

Ⅱ-6> 참조).

특성 세부 내용

1인 기업

Ÿ 소속된 곳 없이 자신이 바로 기업이자 상품(이윤재, 2014)

Ÿ 다수의 강의 경험이 생길수록 각종 회계, 사무, 행정 업무를 스스로 처리해야 함(고아라, 2020)

Ÿ 스스로 고객사와의 강사료 협상(이윤재, 2014)

고용 불안정성 Ÿ 정기 또는 비정기적 교육기관과 강의 건별 구두 및 계약서 작성(백종운, 2016)

정보 파악의 

어려움

Ÿ 교육대상자들인 학습자들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음(김주현, 2015)

Ÿ 강사들 간의 폐쇄적 사회관계망을 통한 정보 공유 및 경력개발(이수용, 2019)

평생학습
Ÿ 다양한 산업체 강의 니즈 부합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개발(김종현, 엄우용, 2019)

Ÿ 새로운 강의 트렌드, 기술 연마(김종현, 엄우용, 2019)

외부에 의한 

평가

Ÿ 타 기업 교육담당자, 강사 섭외 사이트를 통한 평판(reputation)으로 강사 평가 및 선정이 

이뤄짐(박지아, 2014)

<표 Ⅱ-6>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특성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력 특성 중 하나로 경력전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 기업

교육 강사들은 프리랜서 입직 전의 직장경험을 경력 자원으로 축적하여 자발적으로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프리랜서로 경력을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강예지, 장원섭, 2017; 김영범, 진성미, 2019; 김은희, 2019; 주경중, 2019). 다양한 직업적 경

험은 교육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사내강사 경험이 아니더라도 외부 강사들을 접해오면서 형성

된 기업교육 강사라는 직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어 경력전환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경중, 2019). 특히, 중요한 점은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들

은 조직에서 교육, 채용, 개발, 평가 등 HR 업무를 수행했던 경력주체들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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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 깊은 나만의 차별적 경쟁력’확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전문성을 쌓은 후 프리랜서로 경력

을 전환한다는 점이다(김영범, 진성미, 2019). 기업교육강사는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강의를 수행해야 하므로, 기업 내 근무 경험 없이는 기업교육 학습자들과의 공감대뿐 아니라 현업

에 활용 가능한 컨텐츠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김은희, 2019). 

한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는 계약형태, 강사에 대한 요구도, 일감 확보 안정성, 강사비 책정 

기준, 강사 수급 방법 측면에서 평생교육 프리랜서 강사와 구별된다(<표 Ⅱ-7> 참조). 평생교육 

프리랜서 강사는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교육과목별로 채용사이트 공개 모집을 통해 일감을 확보

하는 구조를 띈다. 또한 교육의 목표가 모든 시민의 평생학습 역량 향상에 있어, 대부분 교육비가 

저렴하다보니 학습자들이 강의에 대해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수준이 크게 높지 않다(박경은, 2019). 

평생교육법을 기반으로 전국의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이 표준화된 교육체계에 의해 강의가 개설되

며, 명문화된 강사비 책정 기준이 존재한다. 반면,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는 2시간 이내 특강에서 

일, 주 단위의 강의 요청이 많은 구조를 띄고 있다. 교육의 목표가 조직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

한 조직 성과 창출에 있으므로, 강사에 대한 교육담당자와 학습자 모두의 요구도가 평생교육 프리

랜서 강사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강사에 대한 평판, 교육담당자의 잦은 교체, 교육방향의 변

화, 기업 여건에 따른 교육예산의 변동 등이 강의 일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감 확보 안

정성이 매우 낮다. 강사비 책정 기준이 기업에 따라 상이하고, 강사 수급이 체계적인 강사 평가 데

이터나 인력 풀(pool)을 기반으로 이뤄지지 않고, 교육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지인 및 컨설팅사의 

추천 등의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박지아, 2014).

  

특징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평생교육 프리랜서 강사

계약 형태 단기적(특강~주 단위) 비교적 장기적(6개월~1년)

강사에 대한 요구도 높음 비교적 낮음

일감 확보 안정성 낮음 비교적 높음

강사비 책정 기준 기업에 따라 상이 명문화된 시간당 강사비 기준 존재

강사 수급 방법 지인 및 컨설팅사를 통한 섭외 채용사이트를 통한 공개 모집공고

<표 Ⅱ-7>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와 평생교육 프리랜서 강사 특징 비교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개념 및 특성 관련 선행연구 종합 결과, 강의 수주 및 수행 공간, 강

의 대상, 강사로서의 역할, 고용주와의 관계, 일과 경력개발 특성이 개념 안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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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경계 경력 관점에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특정 조직에 소

속되지 않고 직무(강의분야), 조직(기업 및 기관), 직업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경력개발을 

위해 병행하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란‘특정 조직에 직원으로 소속되지 않고 강

사 중개업체에 등록되거나 소속 및 등록 없이 자유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기업 및 기관의 성인학

습자들의 학습활동을 지원 및 촉진하며 직접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 

2. 주관적 경력성공

가. 주관적 경력성공의 개념

1) 경력성공

경력성공(career success)은‘경력’과‘성공’이라는 두 용어가 결합된 개념이다.‘경력’의 개

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어 오고 있다(<표 Ⅱ-8> 참조). 경력의 범위를 직장생

활에서의 직무로 한정하는 학자도 있으나(Werther & Davis, 1989),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등 생애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으

로 보고 있다(Hall, 1976; Herr, 20001; Niles & Harris-Bowlsbey, 2005, Van der Heijden & 

De Vos, 2015). 또한, Arthur(1994)는 경력이란 조직과 직종으로 이동하며 경험을 쌓아나가 는 

개념으로 보았으며, Mainiero와 Sullivan(2005)은 개인이 환경과 요구되는 능력에 따라 만화경 그

림과 같이 끊임없이 새로운 패턴으로 변화되는 개념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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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학자 개념

조직 

및 직무 

관점

Werther & 

Davis(1989)
Ÿ 개인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경험하는 직무에 한정하는 협의의 의미

Eby et al. (2003) Ÿ 조직과 직무 등에 다양하게 걸친 경험의 연속성

생애

관점

Hall(1976)
Ÿ 생애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지각된 태도와 행위, 직업과 관련된 

모든 과정

Herr(2001)
Ÿ 일과 가정, 사회, 여가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할들과 직업 선택 

전·후의 모든 경험

Niles & Harris- 

Bowlsbey(2005)

Ÿ 일에 국한하기보다는 삶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삶의 다양한 

역할들의 총체

Van der Heijden & 

De Vos(2015)

Ÿ 사회적 맥락에서 영향 받는 사회 공간(social space)을 통한 개인들의 움직임

Ÿ 지속가능한 경력(sustainable career) 개념 소개

이동 

및 변화 

관점

Arthur(1994)
Ÿ 여러 조직과 직종으로 이동하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경력

Ÿ 무경계 경력(boudaryless career) 개념 소개 

Mainiero & 

Sullivan(2005)

Ÿ 개인이 처한 환경과 요구되는 능력에 따라 새로운 패턴으로 변경되는 

만화경 경력(kaleidoscope career) 개념 소개 

<표 Ⅱ-8> 국외 학자별 경력 개념 정의 

성공(success)의 어원은 라틴어 succedere로 success와 follow가 결합되어‘어떠한 일의 결과

에 수반되는 것(come close after)’을 의미하며 이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포함한

다. 그러나, 16세기 후부터는 어떤 시도 후에 명예로운 달성을 했을 때를 성공으로 의미하게 되었

으며, 현재에도 종종 부나 지위의 달성을 성공으로 보기도 한지만, 성공에는 연속(consequence)

의 의미와 우호적인 결과라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신수림, 2014).

경력과 성공의 의미를 결합하여 경력성공(career success)의 의미를 생각해보면‘개인이 일생 

동안 일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업무 및 심리상태의 긍정적인 산출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자신의 경력 과정에서 임금 상승이나 승진과 같은 객관적 측면인 외적인 보상과 더불어 개인

이 느끼는 심리 상태인 주관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신수진, 2016; 심미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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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개념 정의

Marvis & Hall(1994)
Ÿ 사회, 조직, 동료, 부모들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의미있는 개인의 

목표 성취 경험

Judge & Bretz(1994) Ÿ 개인의 업무 경험의 결과로 축적된 긍정적인 심리상태 및 업무 관련 결과물

Melamed(1995) Ÿ 어떤 조직이나 직업에서 객관적·주관적 측면의 개인의 성취나 진보

Judge et al.(1999) Ÿ 업무 경험의 결과로 축적된 실재의(객관적) 또는 지각된(주관적) 성취

Arthur et al.(2005) Ÿ 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특정 시점의 이상적인 일과 관련된 결과물

Gunz & Mayrhofer(2011) Ÿ 특정한 시점에서의 개인의 경력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상황과 관련된 평가적인 진술

자료: 이재은. (2015). 사무직 경력성공 준거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표 Ⅱ-9> 경력성공의 개념 정의

2) 주관적 경력성공

주관적 경력성공의 개념은 크게 정서기반과 인지기반으로 구분된다(<표 Ⅱ-10> 참조). 정서기

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신의 경력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인지기반은 자신의 평가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 및 자신의 미래 경력 기회에 대한 인식도를 의미한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개념

을 정서 기반의 개념으로 보는 연구들이 많으나(Briscoe et al., 2012; Colakoglu, 2011; 

Higgins, et al., 2008), 최근에는 정서와 인지에 대한 개념을 모두 포함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을 

정의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De Vos et al., 2011; Ng & Feldman, 2014; 

Stumpf & Tymon, 2012). 이들의 공통점은 미래 예측에 대한 평가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주관적 경력성공을 현재 시점에서 진행된 경력에 대한 만족감 등의 정서적 반응뿐 아

니라, 미래 예측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우 조직에 소속된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환경의 불안

정성을 더 높게 인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 직무뿐 아니라 미래 일감 기회 확보를 위한 

일 경험과 경력개발을 통한 심리적 결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경력개발의 책임이 개인에게 

주어지므로,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과 더불어 경력이 원활하게 쌓이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고 인지하는 행위의 주체 역시 개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력성공의 개

념을 정서기반과 인지기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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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개념 정서기반 인지기반

Colakoglu (2011) Ÿ 경력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에 대한 자신만의 기분 ●

De Vos et al. (2011)
Ÿ 성과와 미래 예측에 대해 스스로 세운 평가에 근거한 자신의 

성공 인식
● ●

Briscoe et al. (2012) Ÿ 어떠한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자신의 경력 성과를 인식 ●

Stumpf & Tymon (2012)
Ÿ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본인의 경력 성과(자부심, 능력 평가, 

경험)에 대한 판단
● ●

Verbruggen (2012) Ÿ 경력 경험에 대해 자신 스스로 인식하고 평가 ●

오은혜, 탁진국(2012)
Ÿ 지금 현재 조직에서뿐 아니라 전 생애 경력에서 성공에 대한 

자신의 평가 ● ●

Rodrigues et al. (2013)
Ÿ 경력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가치와 목표 등 주관적 

요소를 통해 경력 성공 평가
●

Kovalenko &

Mortelmans (2014)
Ÿ 경력 경험에 대한 자신의 내적 이해 및 평가 ●

Ng & Feldman (2014) Ÿ 경력 경험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반응 ● ●

Russo et al. (2014) Ÿ 경력 과정에서 성취한 성과들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 ●

Spurk & Abele (2014) Ÿ 인지된 경력 성공과 동일하게 자신의 경력과정에 대한 자기 평가 ●

Stumpf (2014) Ÿ 경력 경로 과정에서 쌓은 경험에 대한 만족감 ●

남중수(2014)
Ÿ 현재 속한 조직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력에서 나이 또는 

경력목표와 비교하여 자신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 ●

Shockley et al. (2016) Ÿ 개인의 경력에 대한 자기 평가이며, 의미 있는 경력 달성 경험 ●

신수진(2016)
Ÿ 자신의 경력 경험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 및 미래 경력 기회

에 대한 인식의 통합
● ●

배을규 외(2019)
Ÿ 경력주체가 인지하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으로서, 경력 만족, 

직무 만족, 고용 가능성으로 구성
● ●

<표 Ⅱ-10> 주관적 경력성공의 개념

3)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

1930년대 Hughes(1937)가 경력을 객관적 경력과 주관적 경력으로 구분한 이후 많은 경력 연

구자들은 경력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이재은, 2014). 이러한 맥락에서 경력

성공 역시 임금, 승진,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등 실제 관찰 가능한 사실에 입각한 경력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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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객관적 경력성공(objective career success)과 자신과 관련하여 경력 사실에 대해 느끼는 감

정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주관적 경력성공(subjective career success)으로 구분되어 왔다. 

경력성공 관련 연구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90년 이전에는 임금, 승진, 사

회적 지위 등 외부적인 기준과 같은 객관적 경력성공의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다가,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이 다른 개념임을 주장하는 연구(Judge & Bretz, 1994; Korman et 

al., 1981)와 두 개념이 상호관계성을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1990년대 이후부터는 

두 경력성공을 포괄하는 경력성공 모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때의 관점은 객관적 경

력성공 이후에 반드시 주관적 경력성공이 동반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예컨대 급여가 오르고 승진

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경력만족감이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관적 경력성공과 객관적 경력성공은 분리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연구

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Abele & Spurk, 2009a, 2009b; Arnold & Cohen, 2008; Arthur 

et al., 2005; Ng et al., 2005). 오늘날 평생직장 개념의 소멸과 노동 불안정성 심화 등의 노동환

경 변화로 인해 근본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통해 승진, 경제적 보상 등의 객관적 경력성공감을 느

끼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승진, 경제적 보상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마인드 변화도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이 별개의 개념으로 여겨지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무, 직업, 직장 등의 여러 영역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역

량을 높이고자 하는 무경계 경력(Arthur & Rousseau, 1996)과 같은 주관적 경력 모델이 더 설

명력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나정, 차종석, 2018). 프로티언 경력과 무경계 경력

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내적 가치관과 심리적 성공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 급여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연구결과(Malka & Chatman, 2003)와 무경계경력 경험(Eby, 2001), 

경력변화(Gill & Haurin, 1998), 경력만족(Beutell & Wittig-Berman, 1999) 등과 같은 주관적

인 경력 경험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는 주관적 경력성공이 객관적 경

력성공보다 더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경력성공은 사회와 연결된 것으로, 사회적 맥락에서 공유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Heslin, 2005; Hughes, 1937). 사회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회구조와 연결하여 경력을 해

석해야 한다고 하였다(Gunz & Heslin, 2005). 이런 변화 속에서 Heslin(2003)은 주관적 경력성

공을 객관적 경력성공보다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사회구조와 연계한 새로운 주관적 경력성공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주관적 자기기준평가(self-referent criteria)와 주관적 타인기준평가(other-re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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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ative theory)을 근거로 하고 있

다. 이러한 주관적 경력성공은 지금의 현 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력에서의 성

공에 대한 자기평가를 통합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장은주, 박경규, 2005). 

나.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이론 및 모형

1) 사회인지경력이론

사회인지경력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특질을 고려하여 

경력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Lent & Brown, 2006). [그림 II-2]

의 Barnett와 Bradley(2007)는 사회인지경력이론의 확장 모형이다. 이 모형은 직업심리와 조직심

리를 융합한 모형으로 기존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이론에서 직장인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경력개발을 위한 조직 지원영역은 조직구성원을 과거 조직의 지시와 

관리 하에 있는 존재에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조직 차원에서 조직구성원들의 경력 성공을 돕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많은 경력 관련 연구자들에게 이론적 토

대로 인용되고 있다(Ng et al., 2005; Orpen, 1994). 

[그림 Ⅱ-2]  SCCT(SocialCognitiveCareerTheory)확장 모형
자료: Barnett & Bradley. (2007).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on 

career satisfaction.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2(7), 61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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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지경력 확장모형이 시사하는 바는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경력관리

행동 등의 맥락 특수적 행동을 촉진하고 결국 행동을 통해 경력만족 등의 최종 성과물(outcome)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이론을 근거로 두 가지 의미 도출이 가능하다. 경력성공도 개인적 특질

과 조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개인의 직무 자율성을 촉진되고 결국 경력성공에 도달한다는 점과 

경력태도와 경력행동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경력성공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인지경력이론 확장모형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론

적 틀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 연구의 대상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에게도 대입될 수 있다. 프리랜

서 기업교육 강사는 단일 조직에 고용계약을 맺고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임시적인 수행기간이 정해

져 있는 일감 단위에 따라 경력을 축적해 나간다. 이들에게 있어 조직이란 강의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될 것이다. 중요한 점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는 강의를 요청한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기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일하는 외부 인력이므로 그들의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멘토링 등

의 경력개발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다. 주로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거나 지

인에게 물어보거나, 강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형태로 경력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오재호, 2019; 유재흥 외, 2019; 이수용,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에게 상황 환경적 지원은 조직 차원의 경력개발 지원의 형

태가 아닌 새로운 변인일 수 있으며,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이 아닌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우

에는 어떠한 개인과 사회적 맥락 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력이 형성되는지 관련 변인을 탐색

하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비교이론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ative theory)은 인간에게는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평가하려는 욕구

가 있기 때문에 사회 그룹 내 남과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이론이다(Festinger, 

1954). 사회비교란 사람들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 척도 중의 하나이다. 

사회비교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기향상, 자기평가와 같은 다양한 동기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

인과 비교를 하게 된다. 타인과 비교가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신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타인과 비교하면 상황비교(upward comparison), 자신보다 못한 위치에 있

는 타인과 비교하면 하향비교(downward comparison), 자신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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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비교(lateral comparison)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때 위치란, 개인의 수행능력, 의견, 성격 등에

서 차지하는 상대적 수준을 의미한다. 상향비교를 하는 경우는 자신의 현재 수준을 넘어 더 성장하려

는 자기향상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보다 우수하거나 좋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

다(Wood, 1989).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사회비교이론을 토대로 경력 성공을 지지하고 있는데, Mumford(1983)는 

승진이나 급여, 인사 같은 것으로 계속 동료들과 비교하여 역할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며, Sturges(1999)

는 24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경력 성공은 개인의 성취와 기쁨의 감정이면서 남들로부

터 인정받고 확인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Lawrence(1984)는 동료와 자신의 경력 속도가 같은지, 앞서

는지, 뒤처지는지를 비교한다고 하였다. Kirchmeyer(1998), Turban과 Dougherty(1994)는 경력성공

은 다른 사람의 기준인 함께 일하는 사람이나 의미 있는 사람들의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자신 관련 기준에서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나이의 관점에서 경력의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이론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의 연구모형 이론적 틀로 활

용하였다. 사회인지경력이론을 기반으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

치는 개인 및 맥락적 차원의 변인을 통합적으로 실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무경

계경력에서의 주관적 경력성공 모형의 관점을 반영하여 개인 및 맥락적 차원의 변인을 통해 역량

이 축적된다는 관점을 취하였고, 무경계경력 상황에서 경력개발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주관적 경력성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절변인(facilitating factor)을 연구모형에 반영하여 실증하

고자 하였다. 사회비교이론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 조사도구 개발의 이론적 

토대로 활용하였다. 

3) 무경계경력에서의 주관적 경력성공 모형

Guan 외(2019)는 무경계 경력의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던 1994년부터 2018년까지 SSCI 

학술지에 출간된 무경계경력 및 경력성공 관련 선행연구 61편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 연구를 통

해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무경계 경력 관련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서, 무경

계 경력과 경력성공 통합 모델을 [그림 Ⅱ-3]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의하면 물리적 이동

성과 심리적 이동성을 모두 포함하여 무경계경력(boundaryless careers)이 기회 및 획득과 비용, 

위험 및 위협 관련 변인들을 매개로 경력성공(주관적/객관적)에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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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촉진 및 제약요인들이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기회 및 획득의 관점은 무경계적인 경력 전환(boundaryless career transitions)이 다양한 역

할과 정체성, 업무 환경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무경계 경력자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경력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경력 

역량 개발과 정체성 구축,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경력 자원 축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참

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제시하고 있다(Arthur et al., 1995; Arthur & Rousseau, 1996). 반면 비

용, 위험 및 위협의 관점은 경력 전환에 따른 직무, 사회적 관계, 업무 환경, 일과 삶 조화의 측면

에서 다양한 비용, 위험 및 위협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게 하여 경

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조직 경계를 이동하게 될 때, 이전 고용

주와 관련된 지식, 기술 및 사회적 지원은 새로운 업무 환경으로 이전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따르

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Baruch & Vardi, 2016; Greenhaus et al., 

2008).

[그림 Ⅱ-3] 무경계경력과 경력성공 통합 모델
자료: Guan et al. (2019). Career boundarylessness and career success: A review, integration and guide to future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0 (Part B), 3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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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n 외(2019)는 무경계경력 관련 선행연구들이 심리적 이동성과 물리적 이동성이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에서 다차원적으로 다양한 양적, 질적 지표들에 의해 측정되고 있음을 발견하

였다. 경력 전환 횟수를 통해 다양한 경력 전환의 빈번도의 영향이 어떠한지 밝혔을 뿐 아니라, 이

동성의 유형, 이동성의 시기, 심리적 이동성 등의 지표를 통해 물리적 이동성이 측정되어 왔다. 심

리적 이동성 및 물리적 이동성이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 및 부정적 결과가 공존

하고 있다. 심리적 이동성 선호는 개인의 경력 진전에 대한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

라(Briscoe et al., 2012), 실업자의 고용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선행변인으로 보

고되고 있다(McArdle et al., 2007). 반면 Feldman과 Ng(2007)는 무경계경력에 대한 심리적 선

호는 긍정적인 결과물을 얻고자 노력하는 접근 동기(approach motivation)와 부정적인 결과를 회

피하고자 노력하는 회피동기(avoidance motivation)에 의해 모두 발현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Guan 외(2019)의 무경계경력과 경력성공 통합 모델은 지금까지 진행된 무경계 경력에 대한 다양

한 연구들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무경계경력의 개념과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긍

정 및 부정적 결과, 결과를 촉진 및 제약하는 요인들이 공존하는 메커니즘(coexisting 

mechanisms)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

닌다.

한편, Colakoglu(2011)은 경력 확장 관점과 스트레스 관점을 기반으로 무경계경력에서의 주관적 

경력성공 모형을 제시하였다. 경력 확장 관점에서는 조직 및 산업, 국가 간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일 경험을 축적하는 무경계 경력이 직무 자율성을 확장하는 기회로 

여겨질 수 있다(Arthur et al., 1999). 경력 확장 관점은 위계적인 원칙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자신이 심리적으로 경력성공을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에 의해 자율적인 경력을 추구할 수 있

다고 보는 관점이다. 반대로, 스트레스 관점은 직무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거의 제공되지 않으

며, 경력 전환이 단기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환경 자체가 무경계경력자에게는 스트레

스로 느껴질 것이라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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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무경계경력에서의 주관적 경력성공 모형
자료: Colakoglu, S. N. (2011). The impact of career boundarylessness on subjective career success: The role of career 

competencies, career autonomy, and career insec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 (1), 47-59. 

Colakoglu(2011)은 경력 무경계성을 조직 간 이동 빈번도, 조직 간 이동 유형, 고용 지위상 이

동, 조직 간 이동 방향으로 측정하여 경력역량 연구 결과 경력 무경계성이 높을수록 경력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경력자율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경력 불안정성을 낮춰 궁극적으로 주

관적 경력성공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무경계경력의 주관적 경력성

공은 스트레스 관점보다는 경력 확장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개인이 경력

의 개념을 조직, 산업, 국가 등의 경계에 심리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축적되는 일 경험으

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진 경우에는 자신의 경력을 전개하고 개발해나감에 따라 경력역량을 축적함

으로서 자신의 경력 선택과 의사결정 권한에 자율성을 확보할 때 심리적으로 경력성공감을 더 많

이 느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 일 경험의 내용과 방식이 안정적이고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

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보다는 유동적이고 새로운 일 경험 자체를 즐기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을 유추할 수 있다.

Colakoglu(2011)의 주관적 경력성공 모형은 무경계 경력환경에서 개인 차원의 특성과 경력에 

대한 개발과 자본 축적의 관점에서 다차원적인 변인을 고려했다는 점과 서로 상반되는 관점(경력 

확장 및 스트레스 관점)에서 관련 변인들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

모형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조직 내 근로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실증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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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 무경계성 중 물리적 이동성이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과 

경력개발 관점에서 볼 때, 개인 차원의 특성인 경력의 무경계성과 경력역량 사이에 경력역량이 축

적되도록 하는 맥락적 차원의 변인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 

주관적 경력성공은 개인의 일생에 있어 일과 관련된 경력에 대한 만족감 및 성취감으로 볼 수 

있다(남중수, 2014). 주관적 경력성공의 측정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신소영, 이수용(2017), 신수진

(2016)이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검색서비스를 통해‘주관적 경력성공’이라

는 키워드로 검색된 국내 박사학위, 학술지만 분석(구성요소를 기입하지 않은 논문 제외)하여 

<표 Ⅱ-11>과 같이 정리하였다.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주로 경력만족이나 직무만족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으며 주관적 경력성

공의 구성요소로는 총 76개의 선행연구 중 경력만족이 62개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가능성이 30

개, 직무만족이 16개 순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일-삶 조화, 직무 성공, 관계적 성공, 

재정적 성공 등 다차원 척도를 개발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한 경우가 13개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직무의 여러 환경에 있어 각각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다(김시진, 김정원, 2010). 

Heslin(2005)은 직무만족을 경력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인 경력

만족이 주관적 경력성공을 더 잘 측정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전체 경력에 만

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변화된 직무에 적응이 안 되어 직무만족이 낮거나, 반대로 직무만족

이 높아도 경력만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직무만족만으로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하는 것은 제한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리랜서가 수행하는 직무는 상황에 따라 어떠한 일감을 수행하게 될

지 예측이 어렵고, 특정 기간에 수행되는 임시적 특성을 가지므로, 이 연구에서 단순히 현재 수행

하는 직무에 대한 심리적 만족정도를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구인으로 포함하는 것은 프리랜서 강

사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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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연구자 연구대상 직무만족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기타

1 Greenhaus et al.(1990) ●

2 judge et al.(1994) ● ●

3 Turban & Dougherty(1994) ●

4 Murrell et al.(1996) ●

5 Kirchmeyer(1998) ●

6 judge et al.(1999) ●

7 Wayne et al.(1999) ●

8 Saibert & Kraimer(2001) 기업근로자 ●

9 Boudreau, et al.(2001) 기업 임원진 ● ● ● 생애만족

10 Van der Sluis & Poell (2003) 기업 관리자 직무성공

11 Eby et al.(2003) 기업근로자 ● ●

12 Judge et al.(2004) 교수 ●

13 장은주, 박경규(2004) 기업근로자 ● ●

14 Tu, Forret, & Sullivan (2006) 기업 관리자 ●

15 윤하나, 탁진국(2006) 기업근로자 ●

16 강혜련, 조미영(2007) 기업관리자 ●

17 강철희, 정상원(2007) 사회복지사 ● ●

18 조영복 외(2007) 기업근로자 ●

19 Bozionelos(2008) 기업근로자

직무 성공, 

관계적 성공,

재정적 성공, 위계적 

성공, 삶에서의 성공

20 장은주(2008) 여성관리자 ● ●

21 De Vos & Soens(2008) 기업근로자 ● ●

22 Wolff & Moser(2009) 기업근로자 ●

23 임희정(2009) 여성관리자 목표지위, 경력전망

24 Ballout (2009) ●

25 Abele & Spurk(2009) 기업근로자 ● 타인참조, 경력성공

26 Stumpf et al.(2010) 기업근로자 경력성공

27 Park (2010) 기업근로자 ●

28 Ramaswami et al.(2010) 기업근로자 ●

29 Simo et al. (2010) 전문직 종사자 ●

30 조남규, 정규엽(2010) 기업근로자 ●

                                                                                       <표 계속>

<표 Ⅱ-11>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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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연구자 연구대상 직무만족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기타

31
Bozionelos et

al.(2011)
기업근로자

직무 성공, 

관계적 성공,

재정적 성공, 위계적 

성공, 삶에서의 성공

Colakoglu(2011)
MBA 졸업생 

및 재학생
●

경제, 기술, 조직적 

변화가 심한 경력상의 

경험을 가진 경우

32 황애영, 탁진국(2011) 기업근로자 ●

33 정문영, 이규만(2011) 기업 관리자 ● ●

34 배을규 외(2012) HRD컨설턴트 ●

35 오은혜, 탁진국(2012) 기업근로자 ● ●

36 신광철 외(2012) 기업근로자

직무 성공, 

관계적 성공,

재정적 성공, 위계적 

성공, 삶에서의 성공

37 최석봉, 문재승(2012) ● 타인비교

38 심미영(2012) ● ●

39 하종원, 송해덕(2012) ● ●

40
Van Den Born &  Van 

Witteloostuijn(2013)
프리랜서 ●

41 Maniam (2013) 기업 관리자

객관적 직무성과, 

주관적 직무성과, 

지각된 경력개발

42 신수진, 홍아정(2013) 기업근로자 ● ●

43 문재승(2013) 기업관리자 ●

44 강승혜, 탁진국(2014) ● ●

45 남중수(2014) 기업근로자 ● ● 일-삶 조화

46 신수림, 정진철(2014) 산업종사자

객관적 기준만족, 

경력성장 만족, 

업무만족,

사회적 관계만족

47 오석영, 우규휘(2014) ●

48 윤기찬(2014) 여성공무원 ●

49 박인조, 이주일(2014) ● ●

50 배을규, 이민영(2014) 중소기업 근로자 ● ● ●

51 지성호, 강영순(2014) ●

52 김병숙 외(2015) ● ●

 <표 계속>

<표 Ⅱ-11>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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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연구자 연구대상 직무만족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기타

53 김선자, 최성우(2015) 초등교사 ● ● 삶의 만족

54 김희령(2015) ● ●

55 박혜영(2015) 항공사 승무원 ● ●

56 유은혜, 김명옥(2015) 비서직 종사자 ● ●

57 이경주, 반월(2015)
관광통역

안내사
●

58 최지영(2015) HRD컨설턴트 ● ● ●

59 신수진(2016) 기업근로자 ● ●

60 이경은(2016) ● ●

61 박용재(2017) S/W개발자 ● ● ●

62 신소영(2017)
호텔외식업

종사자
● ● ●

63 백주현(2017) 기업근로자 ● ● 일-삶 조화

64 구은정(2018) 중장년 직장인 ● ● 일-삶 조화

65 문동원 외(2018) (첨단)기업근로자 ● ●

66 이윤수 외(2018) ● ●

67 이소담, 이승연(2018) 보육교사

68 김동윤, 진성미(2018) 기업근로자 ● ●

69 유수란 외(2018) 평생교육강사 ● ● ●

70 김나정, 차종석(2018) 산업종사자

경제적 안정, 경제적 
성취, 독립적 근로, 
우호적 인간관계, 
사회적 영향력, 

학습과 개발, 일과 
삶의 균형

71 김대영(2019)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이수자,  

중소기업 재직자

● ● ●

72 정은주, 최애경(2019) 비서직 종사자 ●

73 박종철, 권봉형(2019) 호텔 종사자 단일척도 4문항

74 서동희, 전희정(2019) 여성관리자

단일척도 4문항

(경력, 임금, 

직무만족도, 

승진가능성)

75 배을규 외(2019) 카지노 딜러 ● ● ●

76 최세영, 진성미(2019) 기업근로자 ● ●

<표 계속>

<표 Ⅱ-11>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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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만족

경력만족은 자신이 경력 역할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Greenhaus 외

(1990)가 개발한 측정도구는 경력도달 성공여부 만족,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정 만족, 수입 

만족, 승진 만족, 기술향상 만족에 대해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바 있다(김시진, 김정원, 2010; 심미영, 2012; 오은혜, 탁진국, 2012; 윤하나, 

탁진국, 2006; 장은주, 2008; 장은주, 박경규, 2005; 조창현, 최무현, 2009; 황애영, 탁진국, 

2011; Abele & Spurk, 2009a; Abele & Spurk, 2009b; Boudreau et al., 2001; Greenhaus 

et al., 1990; Judge et al., 1994; Seibert et al. 2001a; Seibet et al., 2001b; Seibert & 

Kraimer, 2001; Wayne et al., 1999). 그러나 조직에 속한 근로자라는 가정 하에 승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연구의 대상인 프리랜서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측면을 갖고 있다. 

프리랜서들이 다양한 기업 및 기관의 강의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문지식 및 기술을 향

상해야 하는 환경에서 수입에 대한 만족감과 기술향상 만족감은 비례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신수림, 정진철(2014)는 경력만족의 하위 요인 중 수입, 승진에 대한 내용을‘객관적 기

준 만족’으로, 자신의 경력 성장을 위한 기술향상에 대한 내용을‘경력성장 만족’이라는 별도의 

하위구인으로 재구성하여 각각 8개, 6개 측정문항을 개발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도 0.867, 0.90

으로 각각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특정 조직에 소

속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HR 관련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향

상시키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 성장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어떤 일감의 질과 양을 예측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 일감 수행이 불규칙

적이고 유동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입에 대해 주관적으로 갖는 만

족감은 경력성장을 위한 기술향상의 내용과는 별개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2) 고용가능성

고용가능성은 개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 기술, 역량을 통해 소속된 조직 외부에서 현재와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구직기회가 있을 때 자신이 고용에 보장될 기회를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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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의미한다(Johnson, 2001). 기술발전과 고용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조직, 산업, 국가 간 경

계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경력을 쌓는 무경계 경력 개념이 대두되면서, 개인이 고용시장 

환경에서 고용을 힉득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주관적 경력성공 하위 구인으로 포함시키는 

관점이 증가되고 있다. 

고용가능성의 자신의 고용 기회에 대한 인지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점차 역량, 능력의 관점으로, 

단편적인 시점이 아닌 지속적인 고용 기회 획득 및 유지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용가능성을 생애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고용가능성이 되기 위해 개인이 경력개발차원에서 

능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해지면서 개념이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Watts, 2006). 고용가능성에 

대한 관점으로는 De Cuyper 외(2012)에 의한 입력기반(input-based)과 산출기반(output-based)

을 살펴볼 수 있다. 입력기반 관점은 인적자본과 같이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관점에서 보는 

것이며(Brown et al., 2003; Forrier et al., 2015; Fugate & Kinicki, 2008), 산출기반 관점은 

직무를 얻고 유지할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자기 인식으로 본다(Akkermans & Tims, 2017; Eby 

et al., 2003; Forrier & Sels, 2003; Johnson, 2001; 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 

2006). 고용가능성은 경력개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경력성공의 일환으로(이

지영 외, 2016; 하종원, 송해덕, 2012; Briscoe & Hall, 2006; Colakoglu, 2011; Ng & 

Feldman, 2014). 고용가능성의 개념을 프리랜서에 접목해보면,‘고용’이라는 용어가‘조직에 소

속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프리랜서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가능성은 산출기반 관점에서 다양한 일감에 투입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자기 인식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고용가능성의 하위 구성요소에 대해서 Groot과 Massen(2000)은 고용가능성이 내적 유연성과 

외적 이동가능성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제시했다. 내적 유연성은 조직 내부에서 서로 다른 직무 

간에 이동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외적 이동가능성은 조직 외부 고용시장에 나와

서도 또 다른 조직에 고용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임소현, 2019). 이 연구의 대상

인 프리랜서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일감에 따라 계약체결을 통해 경력을 쌓

아나가는 특성을 띄므로 고용가능성의 두 가지 하위구인 중 조직 차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내

적 유연성 외에 외부고용성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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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연구자 정의

외부

DeFillipi & Arthur(1994) Ÿ 개인의 노하우, 기술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식과 적응성

Johnson(2001)
Ÿ 현재 소속된 조직 외부에서도 필요한 경우 자신의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정도

Brown et al.(2003)
Ÿ 직업을 찾고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산업 및 직업 간을 이동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내부

/외부

Groot & De Brink(2000) Ÿ 내부 및 외부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자 의지

Eby et al.(2003) Ÿ 조직 내부 및 외부조직의 가치에 대한 신념

Forrier & Sels(2003) Ÿ 내부 및 외부 노동시장에 대한 개인의 직무기회

Fugate et al.(2004)
Ÿ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자신의 경력기회를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일 

관련된 적극적인 적응력

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2006)

Ÿ 자신의 역량의 최적 사용을 통한 업무의 지속적으로 만들거나 이행하고, 

획득하는 것

Rothwell & Arnold(2007)
Ÿ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직무를 구하거나 현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업이나 직무를 유지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

Akkermans & Tims(2017) Ÿ 고용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자료: 이지영. (2019). 경력역량, 고용가능성, 적응수행, 조직몰입 간의 구조관계 분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25. 

<표 Ⅱ-12> 고용가능성 개념 정의

외부고용가능성의 하위 구성요소는 크게 개인적 요인, 구조적 요인, 상호작용 요인으로 구분되어 

보고되고 있다. 개인적 요인은 직업전문성, 직업 및 구직자신감으로 구성되며, 구조적 요인은 노동

시장 인식으로 구성된다. 이유우(2020)는 은행권 중년 남성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 측정을 위해 

하위 요인으로 노동시장 인식을 추가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세부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Rothwell과 Arnold(2007)가 개발한 원안 중‘people in the career i am aiming for’를 국내

에서는 조직구성원에 초점을 맞춰‘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로 번안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있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유동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의 외

부고용가능성을 명확하게 측정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한편, Johnson(2001)은 직업전문성, 

직업 및 구직자신감으로 외부고용가능성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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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수 및 척도
개인적 요인 구조적 요인 상호작용 

요인·기타직업전문성 직업 및 구직자신감 노동시장 인식

Johnson(2001) 7문항 7점 척도 ● ●

장은주(2002) 5문항 5점 척도 ● ●

정선정(2014) 21문항 5점 척도 ● ● ● ●

이유우(2020) 11문항 5점 척도 ● ● ●

자료: 이유우. (2020).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의 
구조적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61. 

<표 Ⅱ-13> 외부고용가능성 하위 구성요소

3) 일-삶 조화

일-삶 조화는 경력에 대한 영역을 일 외 삶, 대인관계 등 확장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증가되면

서 최근 주관적 경력성공 연구에서 경력만족, 직무만족, 고용가능성 외 다차원적 요인 중 하나로 

하위구인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구은정, 2018; 김나정, 차종성, 

2018; 남중수, 2014; 백주현, 2017). 글로벌 경력연구 모임인 5C(the collaboration for the 

cross-cultural study of contemporary career)의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도구가 주목받고 있다. 

5C 연구팀은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력성공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5C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다차원 개념은 경제적 안정, 경제적 성취, 독립적 근로, 우호적 인간

관계, 사회적 영향력, 학습과 개발, 일과 삶의 균형 차원으로 구성된다(Briscoe et al., 2014). 

7개의 각 차원들은 직장인들의 다양한 가치관 및 만족을 느끼는 기준들을 반영하고 있다(김나정, 

차종석, 2018). 5C의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문항 세부 내용 확인 결과 경제적 성취, 학습과 개발은 

경력만족 하위요인과 중복되며, 독립적 근로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은 의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어,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는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일과 삶 조화는 일 이외의 관계에서 시간과 신체적, 심리적인 에너지를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함

으로써 일과 삶에 대해 만족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명옥, 2015; 김정운 외, 2005). 이혜정

(2012)은 일과 삶 두 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기준은 개인의 주관적 가치에 따

라 차이가 있으므로, 양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만족감이라고 하였다(임소현, 2019).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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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기업교육 강의 및 컨설팅 용역이 연중 몰리는 성수기와 비수기라는 계절

적 특성을 띄고 있어, 이에 따라 성수기에 일 영역에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비수

기에 자기계발이나 여행을 통해 재충전을 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리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과 삶 균형을 각 영역에 시간과 에너지를 분배하는 양적 관점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와 판단 기준에 따라 일과 삶의 영역에서 일과 일 이외의 영역 간의 시간, 에너지, 

몰입 등의 자원을 개인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조화롭게 분배하고 통제하며 조절하는 심리적인 

만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연구대상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경력성공 연구를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종사자, 카지노딜러, 경영컨설턴트, 소프트웨어개발자, 비서직, 

항공사 승무원 등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주관적 경력성공 연구를 점차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었

다. 그 외 교수(Judge et al., 2004), 초등교사(김선자, 최성우, 2015), 평생교육강사(유수란 외, 

2018), 경영컨설턴트(배을규 외, 2012), 사회복지사(강철희, 정상원, 2007), 프리랜서(Van den 

Born & Van Witteloostuijn, 2013) 등 기업 종사자자 외 산업인력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경력성

공 연구는 매우 드물게 수행되고 있다. 경영컨설턴트나 프리랜서의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연구들

은 하위 구인을 경력만족 단일구인으로 보는 연구가 많았으며, 직무만족, 경력만족, 고용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연구자에 따라 각기 하위 구인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1인 미디어 등 1인 전문가,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

는 산업인력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직업을 대상으로 주관적 

경력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하위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 및 개발이 보더 더 많이 이뤄져

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김미경, 문재승, 2018). 이 연구에서는 프리랜서 기

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 구성요소를 경력만족, 일감확보 가능성으로 보고자 한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특성상 일감 수주가 불안정하고, 일감 완료 이후 또 다른 일감 수주시점을 확

신할 수 없어 스스로 자신이 고용이 가능한지 인지하는 정도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력 성공에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프리랜서에 진입한 경우 개인 성향

이나 진입배경이 업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과 개인 삶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므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력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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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관적 경력성공의 측정

경력만족은 Greenhaus 외(1990)에 의해 측정 도구가 개발되어 다수의 연구에서 타당성을 인정

받아왔다(김시진, 김정원, 2010; 심미영, 2011; 오은혜, 탁진국, 2012; 윤하나, 탁진국, 2006; 장

은주, 2008; 장은주, 박경규, 2005; 조창현, 최무현, 2009; 황애영, 탁진국, 2011; Abele & 

Spurk, 2009a; Abele & Spurk, 2009b; Boudreau et al., 2001; Judge et al., 1999; Seibert 

et al. 2001; Seibert & Kraimer, 2001; Wayne et al., 1999). Greenhaus 외(1990)의 경력만

족은 5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은 전체 자신의 경력 도달에 대한 만족감, 경력 목적에 도달하기 위

한 경력 과정에 대한 만족감, 수입에 대한 만족감, 승진에 대한 만족감, 기술향상에 대한 만족감으

로 구성되며, 5점 척도로 측정된다. 

Greenhaus 외(1990)의 경력만족 도구를 사용한 연구로 Judge 외(1994)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임원 1,388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변수, 인적자원변수, 동기변수, 조직변수가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고 있으며, 이 때 경력만족의 신뢰도는 0.88이다. 윤하

나, 탁진국(2006)에서는 사무직 3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특성과 상황특성이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밝히고 있으며, 이 때 경력만족의 신뢰도는 0.82이다. 장은주,  

박경규(2005)의 연구에서는 외국계 금융기관 5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 201명을 대상으로 개인특

성과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경력성공을 관계를 밝히고 있으며, 이 때 경력만족의 신뢰도는 0.87이

다. 조창현, 최무현(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력만족을 개인차원과 상황차원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때 경력만족의 신뢰도는 0.83이다. Scott 외(2001)의 연구에서는 180

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격이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으며, 신뢰도는 0.80이다. 최

석봉과 문재승(2012)의 연구에서는 대기업 510명을 대상으로 경력성공이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이 때 경력만족은 Gattiker와 Larwood(1986)가 개발하고 Nabi(2001)

에 의해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로, 대인관계성공, 외적성공, 내적성공으로 14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신뢰도는 0.86, 0.89, 0.81이다. 

Lounsbury 외(2004)의 연구에서는 경력만족을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긍정과 부정 5

점 척도 사이에서 응답하는 형태이며, 문항은‘나는 나의 경력방향이 명확하다고 느낀다’,‘나는 

여태까지 진행되어온 나의 경력에 만족한다’로 신뢰도는 0.48로 낮게 나타났다, 황애영과 탁진국

(2011)의 연구에서 204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프로티언 경력지향이 경력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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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밝히는 연구에서, 이 때 경력만족은 Greenhaus 외(1990)의 5문항과 이동하와 탁진국

(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3문항을 추가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때 3문항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나의 경력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들로 타인비교의 관점

을 추가해서 측정하고 있다. 신뢰도는 0.90이다. 

또한, Kirchmeyer(1998)의 연구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의 인식 측정을 Turban과 Dougherty(1994)

가 개발한 4문항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항은‘내가 얼마나 경력적으로 성공했다고 느끼는지’,‘동

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경력적으로 성공했다고 느끼는지’,‘다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경

력적으로 성공했다고 느끼는지’,‘나이를 비교해 볼 때 나의 경력은 앞서는지 혹은 뒤처지는지’

구성되며 신뢰도는 0.87이다. Abele 외2011)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경력성공을 자기기준과 타인

비교기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자기기준은 직무만족 문항은‘전체적으로 나는 나의 현

재의 직무에 만족한다’를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타인비교기준은‘전에 졸업한 동문들 같은 

나이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의 경력발달 정도가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신뢰도는 0.79이다. 이 연구에서 객관적 경력성공이 타인비교기준 문항에 정적

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Heslin(2005)은 주관적 경력성공은 복잡한 개념으로써, 구성요소만으로 측정하는 한계를 지적

하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타인비교기준과 자기기준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경력성공에서 타인 비교 기준 관점은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Abele 외

2011), Abele과 Spurk (2009a), Kirchmeyer(1998), Turban과 Dougherty(1994), 황애영, 탁

진국(2011)의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Heslin(2005)은 자신의 경력성공을 평가할 때 남과 비

교하여 평가한다고 주장하며 주관적 경력성공의 새로운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자기기준 주관적 경

력성공은 자기를 기준으로 객관적 혹은 주관적 요인을 비교하는 것으로, 객관적 기준은 급여나 승

진 등과 같은 객관적 요소를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가 되며, 주관적 기준은 삶의 균형이나 소

명의식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 관하여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이다. 반면, 타인 비교 기준 주관

적 경력성공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객관적 혹은 주관적 요인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객관적 기준의 

경우 급여나 승진 같은 객관적 요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비교할 때 자기가 느끼는 만족감이

며, 주관적 기준은 일을 통한 자극이나 즐거움 같은 주관적 요소에서 동료 직원과 비교할 때 자기

가 느끼는 만족감이다. 

이처럼 Heslin(2003, 2005)은 주관적 경력 성공에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자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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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주관적 경력 성공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Heslin(2005)의 4가지 

형태의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 기준은 주관적 경력성공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였다는 점과 복잡한 

개인의 심리를 측정할 때,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경력성공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집단주의가 팽배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조직 문화를 가진 환경에서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려는 속성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고용가능성의 측정도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고용가능성 측정에 있어 자기인식적 측면이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Johnson, 2001; Rothwell & Arnold, 2007). 이는 고용가능성이 

자신이 고용될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는 신념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고용가능성 측정문

항 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남, 

2009; Rothwell et al., 2008). 이 연구의 대상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이므로 근로자 대상의 

고용가능성 측정 문항 연구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자에 따라 측정 문항 구성요인

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Johnson(2001)은 직업전문성, 직업자신감, 구직자신감으로 구

성된 인지적 측면에 중점을 둔 3가지 구성요인으로 고용가능성을 7개 문항으로 측정했다. 

Rothwell과 Arnold(2007)는 고용가능성의 속성을 개인/직업으로 구분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을 내부 및 외부로 구분하여 총 4개의 구성요인으로 고용가능성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개

인이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도구는 다양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하위 구인 또한 달라진다. 

그러나 한 개념에 대한 측정도구가 너무 다양하게 활용될 경우 관련 실증연구 결과들을 통합 및 

축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인의 다양한 가치관을 포함하면서도 과도한 측정을 피하고, 상

대적으로 비교 가능한 측정도구의 개발 및 통일이 필요하다(문재승, 2012; Heslin, 2005). 

3.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학습민첩성

가. 무경계 경력태도

1) 무경계 경력태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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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계 경력태도의 개념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아웃소싱 활용 등 고용 유연화 전략

과 함께 근로자들이 경력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화되면서 등장했다. 무경계경력은‘단일 고용주 혹

은 회사라는 경계(boundary)를 넘어 연속적인 직무 기회를 포함하는 경력경로’를 의미하는 용어

로 처음으로 정의되었다(Defillippi & Arthur, 1994). 대부분 사람들이 특정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조직이라는 경계 안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경력을 쌓아나갔던 시대에 

무경계경력의 개념은 전통적인 경력의 개념과 다른 관점에서 경력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에서 장기고용을 보장하지 않게 됨에 따라 경력개발의 책임은 조직이 아닌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종업원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책임을 지도록 했고 종업원 또한 한 조

직에 충성하는 대신 직무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자신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근로자들이 조직 내에서 고용불안을 경험하기 때문에 조직 

외부에서 고용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규형, 이영면, 2015).

Arthur와 Rousseau(1996)는 무경계 경력 지향성(boundaryless career orientation)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6가지의 다양한 하위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1)특정 고용주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moving across the boundaries of separate employers), 2)현재 고용주가 아닌 

외부로부터 자신의 검증 및 시장성을 도출하는(drawing validation and marketability from 

outside the present employer), 3)외부 네트워크 혹은 정보에 의해 경력을 유지하는(being 

sustained by external networks or information), 4)위계 및 경력 성장에 대한 전통적인 조직 

관점의 전제를 허무는(breaking traditional organizational assumptions about hierarchy and 

career advancement), 5)개인적 혹은 가족 관련 이유로 기존 경력 기회를 거절하는(rejecting existing 

career opportunities for personal or family reasons), 6)구조적 제약에 관계없이 무경계적인 미래

를 인식하는(perceiving a boundaryless future regardless of structural constraints) 개념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무경계 경력태도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조직의 경계를 초월하여 개념화된 다중적인 움직임

으로서 경력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llivan & Arthur, 2006).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무경

계 경력태도를 조직 관점에서 정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경계 경력을 쌓는 양상을 전

통적인 임금근로자들이 하나의 조직에서 경력을 쌓는 것과 반대의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 최근에

는 무경계 경력태도의 개념을 조직 경계 이동 뿐 아니라 직무 혹은 직종 경계 간 이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정의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윤승, 2016; 박미현, 장재윤, 2018; 심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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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최미미, 2018).    

무경계 경력태도의 하위 구성요소는 Sullivan과 Arthur(2006)에 의하면‘심리적 이동성’과 

‘물리적 이동성’으로 이뤄진다. Briscoe 외(2006)은 두 가지 하위 구성요소와 유사한 의미를 지

니지만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여, 무경계 경력태도의 하위요인이 무경계적 사고방식(boundaryless 

mindset)과 조직 이동성 선호(organizational mobility preference)으로 구분된다고 제시하였다. 

무경계적 사고방식은 심리적 이동성을 반영한 것이며, 조직 이동성 선호은 물리적 이동성을 반영

한 것이다. Briscoe 외(2006)에 의하면 무경계적 사고방식은 조직 간의 경계를 넘어 연관된 관계

를 창출하거나 추구하는 태도이며, 조직 이동성 선호은 조직 간의 경계를 넘어 물리적으로 고용상

의 이동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공석길, 오석윤, 2015). 

무경계적 사고방식은 개인이 움직이고자 하는 심리적 태도를 의미하는데, 무경계적 사고방식이 

강한 조직구성원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일감을 선호하며, 새로운 경험과 조직 밖의 상황에 

참여함으로써 활력을 얻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에 조직 이동 선호의식은 다른 회사에서의 고용에 

의해, 조직의 경계를 뛰어넘어 실제로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물리적 이동성을 내

포하는 개념이다. 즉, 다른 직업이나 직무, 조직사이에서 실질적 이동을 하고자 하는 태도로 이해

할 수 있다(Volmer & Spur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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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Arthur(1994)

Ÿ 조직 내 이동 뿐만 아니라 조직간 경계를 뛰어넘는 이동을 의미하며, 경력 경로상 

하나의 고용상황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되어지는 직무기회를 포함한 경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태도

DeFillippi &

Arthur(1996)

Ÿ 일생동안 일과 관련된 경험을 하는 데 있어 하나의 조직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다른 조직으로 이동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조직의 성과와 자신의 가치를 

교환하며 스스로의 경력관리를 해 나가려는 경력태도

Arthur & Rousseau(1996) Ÿ 특정한 고용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직무 기회를 찾고, 관리하고자 하는 태도

Eby, Butts, & 

Lockwood(2003)

Ÿ 하나의 조직에 속한 조직구성원의 개념을 초월하여, 조직 뿐 아니라 직무까지도 

포함하는 경험의 결과물로 구성된 개념

Briscoe et al.(2006) Ÿ 조직내 승진보다는 이동성과 유연성 및 직무환경을 중요시하는 경력태도

Sullivan & Arthur(2006) Ÿ 다양한 조직의 경계를 초월하여 개념화된 다중적인 움직임

Arthur(2008)
Ÿ 단일 고용상황의 울타리를 벗어나 계속된 직무의 기회들을 모색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고자 하는 태도

Volmer & Spurk(2011) Ÿ 다른 직업, 직무, 조직 사이를 실질적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태도

심미영(2012)
Ÿ 자신의 경력을 한 조직과 직종으로 제한하지 않고 여러 조직과 직종으로 이동하며 

경험을 쌓아가는 경력태도

하종원, 송해덕(2012)
Ÿ 조직 내 이동뿐만 아니라 조직간 경계를 뛰어넘는 이동이며 경력 경로상 단일 

고용상황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된 직무기회를 포함한 경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태도

공석길, 오석윤(2015)
Ÿ 자신의 경력관리를 위해 조직 내에서의 경력이 아닌 조직 외의 다양한 환경에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물리적, 심리적 태도

양효욱(2016)
Ÿ 자신의 경력을 한 조직으로 제한하지 않고 여러 조직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시장가치를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중시하는 개인의 성향 및 태도

고윤승(2016)
Ÿ 자신의 경력을 한 조직과 직종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조직과 직종으로 이동하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경력 태도

최미미(2019)

Ÿ 일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형성된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조직, 직무로 이동하는 동시

에 고용기회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역할을 추구하려는 

성향이나 태도

박미현, 장재윤(2018)
Ÿ 개인의 경력이 직무나 조직 등의 요인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경력 

범위를 초월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역할을 수행하려는 태도

문한나 외(2019)
Ÿ 기존 경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경력의 유지와 개발을 위해 자유롭게 조직을 

이동하거나 선택하는 개념

<표 Ⅱ-14> 무경계 경력태도의 학자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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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다양한 경력을 가진 프리랜서들과 다양한 일감 범위, 역할 경험

을 쌓으면서 일감 기간 중 특정 조직에 상주하거나, 각기 다른 고객사의 일감을 동시에 중복 수행

하는 방식을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란, 자신의 경

력을 한 조직과 직종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일감 수행을 통해 여러 조직과 직종으로 이동하면

서 경험을 쌓아 나가는 개인의 심리적 성향 및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경력이론(new career)에서 무경계 경력태도는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함께 논의된다. 

Li 외(2020)는 무경계 및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경력 성과, 직무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한 선행연

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력태도는 고용주-고용인이 혼합된 경력 연속체

(employer-blended-employee career continuum) 상에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고용주 중심

(employer-centric)은 주로 고용주가 안내하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력 경로인‘전통적인’

경력 환경을 의미하는 반면, 고용인 중심(employee-centric)이란 개인이 주도하는 불안정하고 예

측할 수 없는 경력 경로인‘현대적’경력 환경을 의미한다. Li 외(2020)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경력 환경은 이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력 환경이 점차 고용주 중

심에서 고용인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경력연속체를 통해 제시하였다. 

[그림 Ⅱ-5] 고용주-고용인 혼합 경력연속체

자료: Li et al. (2020). Understanding the career and job outcomes of contemporary career attitudes within the context of 
career environments: An integrative meta‐analysi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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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개인의 가치와 경력관리에 있어 자기 자신의 주도적 역할을 중요한 

개념으로 보며,‘어떻게 개인이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무경계 

경력태도는 개인의 경력 이동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으며,‘어떻게 개인이 조직과 관련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프로티언 경력태도 무경계 경력태도

개념
Ÿ 개인의 가치에 기초하여 자유 의지대로 경력을 

선택하는 태도(Briscoe & Hall, 2006)

Ÿ 공간적인 범위를 초월하여 한 명의 고용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추구(Defillippi 

& Arthur, 1994).

특성

Ÿ 프로티언 경력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기 

동기부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자신에게 

경력의 책임을 느낌 (Hall, 2002)

Ÿ 개인의 경력 이동성과 독립성 강조(Arthur & 

Rousseau, 1996)

Ÿ 조직 이동에 대한 개방성(openness), 

Ÿ 특정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성(flexibility)

초점
Ÿ 어떻게 개인이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야 하는지

(how individuals should relate to themselves)

Ÿ 어떻게 개인이 조직과 관련되어야 하는지

(how individuals should relate to organizations)

구성

요소

Ÿ 자기주도성(self-directed)

- 개인이 경력관리의 주체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정도

Ÿ 심리적 이동성(psychological mobility preference)

- 조직 경계를 넘어 업무 관련 관계를 시작하려는     

  선호(a preference to initiate work‐related         

  relationships across organizational boundaries)

Ÿ 가치지향성(value-driven)

- 외적 보상보다는 개인의 고유가치를 기반으로  

  심리적 성공을 추구하는 정도

Ÿ 물리적 이동성(physical mobility preference)

- 경력에서 조직 경계를 넘어 물리적으로 이동하려는  

  선호(a preference to physically move across      

  organizational boundaries in a career) 

<표 Ⅱ-15>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무경계 경력태도 개념 및 특성 비교 

무경계 경력태도 관련 선행연구들은 조직몰입 등 조직 차원의 결과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임을 제

시하고 있다. 문재승, 문계완(2010)는 종업원들의 경력 지향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지원인식의 조절 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11개 전자산업에 근무하는 사무직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경력 지향성은 전통적 경력 지향성과 무경계경력 지향성 둘로 구분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전통적 경력 지향성과 무경계경력 지향성이 조직몰입에 각각 정(+)의 

영향과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경계경력 지향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낮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지원인식의 조절 효과는 무경계경력 지향성이 조직몰입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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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에서만 확인되었다. 박용호, 한억천(2015)는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무경계 경력태도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

하였는데 무경계 경력태도의 하위요인 중‘조직에 남아있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로 정의한 조직 

이동성 선호만이 조직몰입의 모든 하위요소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

에 남아 있고자 하는 의지가 낮을수록 조직 이동성 선호이 높으며 조직몰입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한편, 무경계 경력태도는 직무만족, 경력성공 등 개인의 성과와 경력개발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실증되고 있다. 김시진, 김정원(2010)은 국내 다양한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대상

으로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무경계 경력태도가 주관적 경력성공, 직무만족,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

치는지 연구하였는데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모든 종속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무경계 경력태도는 고용가능성을 제외한 경력성공과 직무만족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무경계 경력태도보다 직무만족, 고용가능성에 더 크

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석길, 오석윤(2015)은 호텔 조리사의 무경계 경력

태도가 역량,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무경계 경력태도가 역량과 경력성공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고윤승(2016)은 성인학습자의 프로티언경력과 무경계경

력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무경계 경력태도의 하위요인 중 무경계적 사

고방식만이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변인인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무경계 경력태도 관련 연구는 조직 관점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

과 성과의 예측변인 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의 경력성공,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임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직구성원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아,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들의 무경계 경력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2) 무경계 경력태도 관련 이론

기업환경의 경쟁 심화와 고용불안정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자기 자신의 경력 개발을 스스로 책임

지도록 기대되며, 현재의 직업과 조직에 대하여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보다 전력하는 경향

을 보이게 되었다. 새로운 심리적 계약 하에서는 역량과 신뢰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획득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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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개발의 책임이 고용가능성 향상을 위한 개인의 책임으로 변화되었다. 새로운 심리적 계약 하에

서 새로운 경력 개념이 대두되면서, 무경계경력은 전통적 차원의 제한된 한 두 개의 회사 영역에

만 한정되지 않으며, 직무, 조직 간 경계를 뛰어넘는 경력 개념으로 제시되었다(Arthur, 1994). 

이는 조직에 의존적이기보다는 특정 조직을 벗어난 경력활동의 확대를 설명하는 독립적인 경력의 

의미로 경력추구활동에서 개인의 적응력과 융통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Arthur & Rousseau, 

1996). 조직 내의 경력을 뜻하는‘bounded’,‘organizational’과 반대되는 무경계 경력개념에서는 

표면적인 조직 간의 자유로운 경력이동과 함께 개인의 조직의존성 하락과 이로 인해 필연적인 개인의 

경력개발에 대한 책임감 증대도 지적하고 있다(Arthur & Rousseau, 1996). 따라서 개인은 현재의 

직장만이 아니라 외부조직으로부터의 인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동질성 네트워크나 정보에 민감

해지기 때문에 조직 의존적이기보다는 독립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Arthur, 1994). Sullivan(1999)

이 전통적인 경력개념과 대비하여 제시한 무경계경력의 특성은 <표 Ⅱ-16>과 같다.

구분 전통적인 경력 무경계 경력

고용관계
충성심을 통한 직업안정성 

(job security for loyalty)

성과에 대한 고용가능성과 유연성

(employability for performance and flexibility)

경계 하나 또는 두 개의 기업(one or two firms) 다수 기업 (multiple firms)

기술 기업 특수기술(firm-specific) 전이 가능한 기술(transferable)

성공지표 임금, 승진, 지위(pay, promotion, status)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일(meaningful work)

경력관리 책임 조직 (organization) 개인 (individual)

교육훈련 공식적인 프로그램(formal program) 직무를 통한 학습 (on-the-job-training)

중요단계 연령과 관련(age related) 학습과 관련(learning related)

자료: Sullivan, S. E. (1999). The changing nature of careers: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management, 25(3), 457-484.

<표 Ⅱ-16> 무경계경력과 전통적인 경력 개념의 비교

Greenhaus 외(2000)이 제시한 3가지의 경력 개념은 경력 이동이 빈번하고 역동적인 현대사회

에서 바라는 관점과는 차이를 보인다. 첫째, 경력을‘직업(occupation)이나 조직의 속성’으로 보

는 것으로 판매원, 제품 관리자, 마케팅 관리자, 부사장 등의 직위의 이동, 승진경로로 보는 관점이

다. 이는 조직 내에서 승진을 추구하지 않는 개인의 활동은 경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제한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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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다. 둘째, 경력을‘전문성(profession)’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의사나 법률가와 같은 전문

영역종사자는 경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기계공이나 사무보조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

문에 경력 추구를 위해 특정의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을 획득해야 하는 전제사항이 경력의 의미를 

제한한다. 셋째, 경력을‘특정의 직업분야나 매우 관련 있는 분야 내에서의 안정성(stability)’의 

관점에서 경찰관과 군인경력 또는 교사, 상담원, 학원선생과 같이 유사하게 연관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경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서로 관련이 없는 직무를 경험하는 것은 경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다. 

이는 직무의 융·복합을 통해 다차원적인 경력추구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환경에서 경력을 설명

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전문직 종사자의 경력 특성을 특정 자격을 기반으로 사회적 지위와 안정성

을 유지하는 선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인해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일감 단위로 직무, 조직 경계 없이 일감을 이어나가는 현대사회의 프

리랜서 전문직 종사자의 경력 특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지식 기반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무경계 경력은 경계 간 역할 전이를 통한 지식 습득의 차원에

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들은 직무, 조직 경계를 이동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역할과 맥락과 

관련된 관점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새로운 맥락에 적응하는 데 있어 이전 업무 역할에서 습

득한 인지 프레임과 지식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지식은 개인의 인지 해석 구조의 일부이며 직업

적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서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Ibarra & 

Barbulescu, 2010).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는 개인이 

경력개발의 주체로서, 자신의 경력개발과 학습을 위해 사회적 공간 안에서 가지는 심리적 이동성과 

물리적 이동성을 포함하는 관점으로 보았다. 

3) 무경계 경력태도 측정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Sullivan 외(2006), Briscoe 외(2006)가 개발한 무경계 경력태도 도구

를 활용하여 무경계 경력태도를 측정하고 있다. Sullivan 외(2006)는‘심리적 이동성’과‘물리적 

이동성’이라는 두 하위요인으로 무경계 경력태도를 측정하였으며, Briscoe 외(2006)는 Sullivan 

외(2006)가 제시한 두 가지 하위 구성요소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지만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여, 

무경계적 사고방식(boundaryless mindset)과 조직 이동성 선호(organizational mobility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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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하였다. 무경계적 사고방식은 심리적 이동성을 반영한 것이며, 조직 이동성 선호는 물리적 

이동성을 반영한 것이다. Briscoe 외(2006)에 의하면 무경계적 사고방식은 조직 간의 경계를 넘

어 연관된 관계를 창출하거나 추구하는 태도이며, 조직 이동성 선호는 조직 간의 경계를 넘어 물

리적으로 고용상의 이동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공석길 외, 2015). 복잡한 직무환경의 변

화와 함께 무경계 경력태도는 조직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경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지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하도록 하며, 물리적인 경계를 뛰어넘어 문화적, 심리적 부문에까지 영

향을 미치게 한다(Tams & Arthur, 2007). 이처럼 무경계 경력태도는 심리적 측면만 강조하고자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업 및 조직 간의 이동과 같이 물리적인 고용관계의 이동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무경계 경력태도 하위요인 구성에 있어, 국내 선행연구들은 심리적 이동성 단일구인으로 무경계 

경력태도를 측정하는 연구와(김시진, 김정원, 2010; 김태희 외, 2014; 문한나 외, 2019; 하종원, 

송해덕, 2012), 두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무경계 경력태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공존하고 있다

(고윤승, 2016; 박미현, 장재윤, 2018; 박용호, 한억천, 2015; 이서윤, 2020). 문항 구성 및 측정 

방식에 있어서는 Briscoe 외(2006), Sullivan 외(2006)는 심리적 이동성 8문항과 물리적 이동성 

5문항으로 구성된 무경계 경력태도 측정도구를 개발하였고, 그 중 물리적 이동성 선호에 관한 5문

항은 모두 역문항(revers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조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조직구성원들이 

특정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성 선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함을 고려한 측정방식으로 볼 수 

있기에(김대영 외, 2019), 명확한 물리적 이동성 선호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이서윤(2020)은 고용서비스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경계 경력태도 하위요인 중 물

리적 이동성에 해당하는 4개 역문항을 정문항으로 수정하여 주관적 경력성공과의 관계에 대한 실

증연구를 진행하는 등 물리적 이동성을 정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 외 무경계 경력태도를 직무, 조직 간 경계 뿐 아니라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측정할 필요가 

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Gubler 외(2014)는 최초로 무경계 경력의 개념을 제안한 Arthur와 

Rousseau(1996)의 관점을 반영하여 무경계경력태도 측정도구를 5가지 하위구인에 대한 총 15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하위구인은 ① 조직이동성 선호, ② 지리적 이동성 선호, ③ 직업 이동성 선호, 

④ 조직 밖의 일 선호, 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경력 관련 기회 거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무

경계경력태도는 조직구성원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대상의 맥락을 고려하여 용어 수정 및 타당화를 

통해 측정되고 있다. Lo Presti 외(2018)는 이탈리아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Briscoe 외(200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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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무경계경력태도 13개 문항 내용 중‘나의 조직(my organization)’을‘내가 협력하는 조

직들(the organizations I collaborate with)’로 수정함으로서, 특정 조직에 소속된 형태가 아니

라 다양한 조직들과의 협력을 통해 일하는 프리랜서의 무경계 경력 맥락을 반영하여 무경계경력태

도를 측정하였다.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는 심리적으로 다양한 조직과 직종을 가리지 않고 일감을 통해 경력을 

쌓고자 하는 성향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물리적 공간상의 이동을 통해 경력을 쌓는다. 일 수행 시 

마다 관계를 형성하는 팀 구성원들 및 고객사 등이 다르고, 일감 수행을 위해 정기 미팅, 관계자 

인터뷰 등 공간상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의 특성을 감

안할 때,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는 심리적 이동성과 물리적 이동성을 모두 고

려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정 조직의 사용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일감 단위로 

일이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측정문항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를 Briscoe 외(2006)가 개

발한 조사도구의 두 가지 하위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프리랜서 맥락을 고려하여 조직구성원 관점

에서 사용된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역문항으로 개발된 물리적 이동성 관련 문항을 정문항으로 측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조직구성원과 프리랜서의 무경계 경력태도 수준을 비교하고, 프리랜

서 맥락에서의 무경계 경력태도 수준이 갖는 의미를 규명함으로서, 무경계 경력태도 연구에 대한 

논의가 보다 풍부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식공유

1) 지식공유의 개념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는 1990년대에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이 주목받게 

되면서 연구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Cole et al,, 1998). 지식은‘어떤 사물에 관한 

명료한 의식 및 사실적·경험적 인식’으로 정의된다(daum 사전, 2021).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가치창조의 원천으로, 불확실한 기업환경을 대처하고, 경쟁우위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의 중요한 하나의 자원이라 할 수 있다(Grant, 1996). 이러한 지식은 개인의 인지적 활

동과 경험, 상황 등이 결합되어 창조된다(Davenport et al., 1996). 정보(information)는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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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개념으로서,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조직화된 자료를 의미한다.

명확한 지식의 개념 이해를 위해서는 데이터, 정보의 개념 정의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

에 따라 개념 정의가 달 정보는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자료들 중에 필요한 것만을 골라내어 얻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자료들을 가공하고 처리해야만‘정보’로서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다. 집계된 결과는 바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정보’가 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입력한‘자료’가 된다. 정보는 외부에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생성되는 반면, 지식은 본

질적으로 개인 혹은 집단 내부에 체화되고 축적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개념적 차이가 있다. 정보

와 지식, 자료의 고전적인 구분은 McDonough(1963)의 저서‘정보경제학’에서 시도되었다. 그

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정보와 지식, 자료를 구분하고 있다. 즉, 자료는‘가치가 평가되지 않

은 메시지’, 정보는‘특정 상황에서 평가된 자료’, 지식은‘더 넓은 시간․ 내용의 관계를 나타내

는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McDonough(1963)은 저서의 많은 부분에서 정보와 지식을 교환 가능

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료와 정보, 지식과의 관계는‘자료⊇정보⊇지식’과 같

은 포함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Ackoff(1989)는 DIKW 피라미드를 통해 데이터(data), 정보

(information), 지식(knowledge)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혜(wisdom)를 얻는 과정을 계층 구조로 

설명하였다. 

지식공유의 개념은 지식경영의 네 단계 과정인 지식 획득-지식 저장-지식 공유-지식 사용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 왔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Davenport et al, 

1998). 지식공유란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지식으로 상호 간의 이해이자(Henderson & Clark, 

1990), 조직 구성원들끼리 가지고 있는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으로 표출함에 의해 지식의 가치가 

나타나고 노하우가 공유되는 과정이며(박재린, 박재헌, 2000), 절차나 기술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

이다(Nelson & Cooprider, 1996). 또한 지식공유는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과정이며, 사람 간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현

상이다(O'Dell et al, 1998).

지식공유는 지식의 공유수준, 상호작용, 행위과정 등의 공통된 기준들을 지니고 있다. 먼저 공유

수준은 개인과 집단 및 조직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Nonaka와 Takeuchi(1995)의 지식변환과정

에 의하면, 개인의 지식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집단 및 조직수준으로 확대된다. 개인 

수준에서 지식공유를 촉진하는 요인들로는 개인 간 신뢰 정도, 개인의 공유의지, 지식보유자에 대

한 정보, 그리고 지식의 특성 등을 들 수 있다(Hansen, 1999; Stasser & Wittenbaum,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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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ai & Ghoshal, 1998).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엇을 지식공유로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과 측정내용에서 일치를 보이지 않

는다. 지식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지식의 분류가 달라졌듯이, 그것을 옮기는 행위 또한 다

르게 인식된다. 지식공유는 지식전이보다 실천적 관점(현경택, 홍아정, 2009)이며 사회적 과정(현

영섭, 조대연, 2009)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지식공유의 개념이 명시지 뿐만 아니라 암묵지까지 포

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박문수, 문형구, 2001). Gupta와 Govindarajan(2000)은 지식 구분, 전수, 

이동, 흡수 모두를 포함하는 과정으로 지식공유를 정의하였고, Van den Hooff 외(2004)는 지식

공유를 조직 내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암묵지와 명시지를 교환하여 전달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는 과정으로 보았다. Chen과 Hung(2010)은 지식을 타인과 나누거나 교환하려고 시도하는 행

동과 지식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탐색하는 행동까지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식공유는 공

유, 교환, 제공, 획득, 저장, 탐색, 활용, 전파 등 여러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지식공유 측정도구 또한 확립되지 않아(Golden & Raghuram, 2010) 대부분 연구자가 상황에 따

라 각기 다른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식공유 차원에 대한 관점이 2000년대 

전·후로는 지식경영의 일환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지식이 조직 차원의 지식으로 공유 및 확대되는 

개념으로 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개인과 개인 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전문지식, 기술 등을 배우고 공유하는 차원으로 보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표 Ⅱ-17> 참조). 

대부분의 지식공유 관련 선행연구들은‘지식’의 개념을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노하우, 경험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 관련 경력 연구에서는 일 수행을 통해 관계 맺은 직업적 

공동체(occupational community) 안에서 프리랜서들이 학습과 경력개발을 위해 서로 자신이 알

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주고 받는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수용, 2012). 현영섭

(2009), 서미애(2014)는 실천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식공유가 경력계획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지식의 개념이 직무 수행 차원의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경력개발에 도

움을 주는 경력 관련 정보나 경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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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개념 공유차원

Kough & Zander 

(1992)

조직 내부 구성원들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서로 교환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

개인-조직

Grant(1996)
기업이 보유한 지식자산을 조직 내부에 공유함으로서 지식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려는 활동

Davenport 

et al.(1996)

지식 획득, 저장, 공유, 사용 과정으로 구분하여, 이 중 지식공유는 개인 차원의 지

식 습득 또는 학습이 아닌 조직적 차원의 활동

Hansen(1999)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부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찾고 습득함으로써 자신

의 지식으로 통합하는 행위

Gupta & 

Govindarajan

(2000)

지식의 전수자와 수혜자 간에 형성되는 지식의 흐름. 구성원들이 자신의 지식을 공

개하고 이를 조직 내부에 확산, 공유, 저장하여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활

용하고 조직유효성을 높이는 활동

Zack & Makeen 

(2009)
개인이 보유한 지식을 자신이 속한 조직 내 다른 구성원에게 전파하는 활동

Van den Hooff et al. 

(2004)

개인들이 자신들의 암묵지와 명시지를 교환하여 전달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는 과정

개인-개인

Cabrera et al.(2006)
실천공동체 구성원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배우거나 제공하고자 노력

하는 정도

Srivastava et al. 

(2006)
개인의 지식, 기술, 수행 방법, 정보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것

Lin et al.(2009) 개인이 다른 구성원에게 지식 또는 정보를 보급하거나 배포하는 것

Chen & Hung 

(2010)

타인과 나누거나 교환하려고 시도하는 행동과 지식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탐색하는 

행동

박문수, 문형구(2001) 개인들 간에 지식을 실제로 제공하고 제공받고 있는 지식의 양과 빈도

송윤희(2011) 집단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정보, 노하우, 전문의견 등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서미애(2014) 개인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지식을 확산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활동

김화연, 이형룡 

(2015)

구성원들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 이해하며, 노하우나 경험을 제공하고 

습득, 탐색하는 일련의 과정

<표 Ⅱ-17> 지식공유의 학자별 개념 정의

2) 지식공유 관련 이론 

많은 조직들과 개인들의 지식 공유와 획득에 가장 유효한 것은 지식 소유자와의 접촉이며 이때 

사회자본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Bourdieu와 Collier(2021)는 사회자본을‘지속적인 관계망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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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속에서 그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했다. Nahapiet와 Ghoshal(1998)은 조직의 사회자본을 

크게 구조적 차원, 인지적 차원, 관계적 차원의 3가지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구조적 차원은 사회

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구성원간의 연결관계나 구성원간의 연결형식(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 한 유형의 유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결망 같은 요소

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차원은 자원에 대한 표현과 해석 그리고 각 부분들 간의 의미에 대한 

연결망 내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관점이나 이해를 말한다. 이 차원은 공통의 언어와 

코드, 그리고 공유된 설명, 공통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적 차원은 구성원들 간의 연결의 질

과 관계특성이 자산의 생성과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관계적 차원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의 유형에는 신뢰와 신뢰가치, 의무와 기대, 동일시, 호혜성 등이 있는데, 이 차원은 사

회자본의 근간이 되는 자산이다(Nahapiet & Ghoshal, 1998; Tsai & Ghoshal, 1998). 

사회자본은 지식과 정보에 상대적으로 쉬운 접근을 제공하여 지식을 결합하고, 교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McFayden & Cannela, 2004),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의 반복되고 지속적인 커뮤니

케이션과 교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이전할 수 있게 한다(Inkpen & Tsang, 

2005). 또한 사회자본은 구성원들 간에 공통의 규범과 신뢰를 형성하여 공식적인 감시와 통제의 

필요성을 줄여준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규범과 신뢰, 동일시는 조직 내의 결속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결속은 상호 호혜의 형태로 나타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그 관계내의 다

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해준다. 

Krackhardt와 Hanson(1993)은 신뢰가 높은 네트워크는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에 비해 더 민감

하고 더 풍부한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결속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Davenport와 

Prusak(1998)은 지식시장에서 호혜성과 신뢰는 지식공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개

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Fukuyama(1995)는 사회자본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뢰는 네

트워크 내 상호 호혜적 규범과 상호 협력관계를 통해 축적됨을 강조하면서 협동을 전제로 한 구성

원간 공유되는 비공식적 가치기준이나 규범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 호혜성이란 타인에게 받은 호

의를 나중에 보답하려는 공정한 거래이다.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 서로 주고받는 호혜성이 높을

수록 지식공유는 향상될 것이며, 낯선 사람들과의 약한 결속에 의해 교환이 이루어질지라도 호혜

적인 지원은 존재한다(Wellman & Gulia, 1999).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론의 관점을 기반으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이 다양한 강의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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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강사들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직업공동체 내에서 신뢰와 상호호혜성을 기반

으로 지식공유를 할 것으로 보았다.

3) 지식공유 측정

지식공유는 지식제공(또는 지식기여)와 지식획득(또는 지식수집)으로 구성된다(이재홍 외, 2012; 

현영섭, 조대연, 2009; 홍관수, 2012; Ardichvili & Wentling, 2003; Davenport & Prusak, 

1997; Van den Hooff & De Ridder, 2004). 한편에서는 지식공유가 단지 지식을 제공하거나 추

구하는 한쪽 측면만을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두 구성요소를 혼합

하여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는 연구들도 많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프리랜서 기업교

육 강사의 지식공유 특성과 상황이 다른 대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식의 이동방향에 따른 차이

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식제공이라고도 표현되는 지식기여(knowledge donating)는 개인의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al)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다(Van den Hooff & De Ridder, 2004). 지식 제공자는 

외재화(externalization)를 통해서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거

나, 정형화된 코딩과정을 통해 지식 수혜자의 지식체계에 맞게 통합될 수 있도록 정제해야 한다

(성기문 외, 2009). 그렇다고 지식 외재화가 의식적 행위만을 의미하거나 반드시 공유되어져야 하

는 목적을 갖지는 않는다(김구, 2003).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식을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적절한 형태로 외재화할 경우 지식공유가 잘 일어나게 된다(Hendriks, 1999). 학습동아리에서

의 지식공유를 연구한 현영섭, 조대연(2009)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정도로 정의하면서, 지식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구성원이 

그렇지 못한 구성원에게 공유해주려는 의지라고 보았다. 학습동아리에서 주기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임이나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성원끼리의 사적 모임과 관계 형성을 통해 지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 지식획득은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al)을 획득하기 위해 동료에게 지식을 공유해주도

록 요청하는 것(Van den Hooff & De Ridder, 2004)으로, 지식추구라고도 불린다(서미애, 

2014). 지식획득 행위에는 타인의 지식을 이전받아 활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

출하려는데 목표가 있으며(Kostova, 1999), 실행(implementation)과 내부화(internalizatio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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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루어진다. 실행은 지식이 기여자로부터 수집자에게 이전되어 활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내부

화는 지식 획득자에게 지식이 이전되고 학습되어 그 가치가 부가되는 것을 말한다. 지식 내재화는 

행위학습이나 독서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으며, 형식화된 지식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될 수 있다(김구, 2003). 실행과 내부화는 이론상으로는 서로 구분되지만, 상호 관련되어 있어 실

행은 내부화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홍관수, 장평, 2009). 

지식공유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Van den Hooff와 De Ridder(2004), Cabrera 외

(2006)이 개발한 지식공유 조사도구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서미애(2014)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경력계획 실천준비행동 간에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측정하

기 위해 Van den Hooff와 De Ridder(2004)이 개발한 지식공유 조사도구를 번안하여, 연구 목적

에 맞게 설문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측정 문항 내 용어 중 지식을 공유하는 

부서 내 동료(colleagues within my department)를‘동료학습자’로, 부서 외 동료(colleagues 

outside of my department)를‘주변 사람들’로 수정하였다. 문항 수는 지식제공(6문항), 지식추

구(4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지식제공이 .85였고, 지식획득은 .78이

었다. 현영섭(2009)는 생명보험사 실행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비공식적 네트워크, 지식공유, 

경력계획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을 위해 Cabrera 외(2006)이 지식 제공과 획득으로 구성된 총 8

개의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세부 문항 내용은‘실행공동체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

이나 정보를 요청한다’,‘나는 다른 회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모임이나 개인적 만남을 통하여 제공한다’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미애(2014)와 현영섭(2009)

은 지식 공유 주체를 동료와 주변사람들 혹은 실행공동체 내부 회원들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으

나, 공통적으로 지식 공유를 지식제공(혹은 지식 기부)와 지식획득(혹은 지식수집)이라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Van den Hooff와 De Ridder(2004)가 개발한 지식공유 조사도구 문항내용을 살펴보

면,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부서 내/외 동료들과 직무 수행 관련하여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지

식, 관련 정보, 자신이 보유한 직무 기술을 주고 받는 맥락에서 개발되어, 이 연구의 대상인 프리

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관점에서 지식공유의 주체와 내용 측면에서 용어 사용이 적절한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조직 차원의 경력

개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없어 일을 수행하며 관계 맺은 직업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주고받는 활동을 해나간다(이수용, 2012). 직업적 공동체에서 업무를 함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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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동료강사들, 일감을 요청하는 고객사 담당자들과 강의 수행을 위한 기술 뿐 아니라, 미래 

일감확보를 위한 미래 조망적 지식인 업계 동향을 포함할 수 있다. 

다. 경력역량

1) 경력역량의 개념

경력역량의 개념은 DeFillippi와 Arthur(1994)가 역량기반의 관점에서 무경계경력 개념을 소개

하며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DeFillippi와 Arthur(1994)는 무경계 경력에서 성공적으로 경력

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축적의 관점에서 신념과 정체성(의미역량), 지식과 기술(기술역량), 관

계 네트워크(관계역량)를 보유한 경력역량을 제시하였다(DeFillippi & Arthur, 1994). 경력역량

은 조직의 역량기반 관점에 의해 영향 받아 파생된 것으로 기업문화는 개인의 직업적 정체성, 의

미, 가치에 영향을 주고, 조직 노하우는 개인의 지식, 스킬, 능력에, 네트워크는 기업 내, 기업 간,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표 Ⅱ-18>과 같이 경력역량의 학자별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목적 측면에서 경력 발전과 주도적인 자신의 경력관리를 위한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역

량의 속성 측면에서 볼 때, 포괄적이고 이동(혹은 전이)가능한 속성을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경력역량이 지식, 스킬, 능력, 행동을 포괄하며,‘다른 조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경력 전반에 

관련된 역량’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력역량은 역량 관점에서 개인을 현재 보유한 역량의 시장 가능성을 스스로 평가하여 시

장 현황에 새로운 역량을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주체로 보고 있다. 역량기반 이론은 근로자의 경력

과 조직이 협력적 가치를 교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경계 경력 환경에서 회사와 근로자는 다

기능, 다자적 일감 팀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와 참여 근로자가 협력적 일감 

참여를 통해 경력향상을 위한 기술역량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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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정의

Hackett et al.(1985) 여성들의 전문적 수준의 경력개발에 중요한 행동과 스킬

DeFillippi & Arthur(1994) 근무환경이나 직무와 관계 없이 통용될 수 있는 것

Arthur et al.(1995) 기업의 가치가 포함된 무형의 자원

Inkson & Arthur(2001) 한 조직에서 축적된 경험을 다른 조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고유한 자산

Eby et al.(2003) 무경계 경력시대에서 경력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

Kuijpers &

Scheerens(2006)
희망하는 경력진보를 성취하기 위해 업무와 학습경험에 대한 개인의 자기관리

Fancis-Smythe et al.(2013)
개인 경력관리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원하는 경력 관련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 레퍼토리 및 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학습된 능력

Colakoglu(2009) 개인 및 경력 개발을 스스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역량

Akkermans et al.(2013) 개인에 의해 영향 받고 개발되어지는 경력개발에 중심이 되는 지식, 스킬, 능력

진성미(2009) 개인의 주체적으로 유의미한 자신의 경력을 준비하고 전개해나가는 데에 있어 필요한 역량

이지영(2019)
자원기반인 역량관점에서 자신의 경력을 의미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일과 

관련된 지식, 스킬을 주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역량

최유연(2019)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기경력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력 전반에 관련된 역량

<표 Ⅱ-18> 경력역량의 학자별 개념 정의

 

경력역량은 경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개발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의 성질을 띈다는 점에서 

보면, 경력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y)과 유사한 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력역

량은 노동시장에서 직무이동이나 다른 조직 또는 직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동성과 유연성의 관

점에 초점을 둔다는 면에서(Inkson & Arthur, 2001) 경력개발역량의 의미와 차이를 들 수 있다. 

경력역량은 Inkson과 Arthur(2001)가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하면서 경

력역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지식축적(knowing)의 이동성을 강조하였다. 경력역량은 변

화하는 조건에서 개발해야 할 필수적인 고려요건으로 일종의 통화로서 금융자산과 같이 경력역량

도 개인의 자산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축적의 각 차원은 상호의존적으로 서로 보

완될 수 있으며 한 상황에서 축적된 경력역량은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Lamb과 

Sutherland(2010)는 지식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경력역량의 실상모델(de facto model)에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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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외부적 노동시장 모두에서 개인의 경력 위상과 차별화를 위해 자신의 경력역량에 대한 포트폴

리오를 가지고 개인, 조직, 글로벌 상황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확장한다고 보았다.

경력역량 진로역량 경력개발역량 경력메타역량

학자
DeFillippi와 Arther(1994), 

Haase(2007), 이지영(2019)

최동선 외(2008), 

김봉환(2010), 

최인재 외(2010)

임언(2008), 성희진, 

나승일(2012), 교육부 

외(2012)

Hall(2002), 

Hall과 Moss(1998)

정의

자신의 경력을 의미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 관련 지식, 

스킬을 주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역량

개인이 설정한 

진로목표에 접근하고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가치, 성향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품성과 태도를 아우르는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능력

경력개발 측면에서 

핵심이 되는 배우는 

능력(다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

대상 무경계경력자(근로자) 학생(대학생) 성인 근로자

구성 

내용

Ÿ 의미역량: 일의 가치, 

의미, 정체성

Ÿ 기술역량: 전문지식, 

기술, 노하우

Ÿ 관계역량: 조직 

내·외부 사회적 관계

Ÿ 자기이해

Ÿ 진로직업지식

Ÿ 합리적 의사결정

Ÿ 자기이해

Ÿ 전공 및 직업 지식

Ÿ 진로결정 확신도

Ÿ 의사결정 효능감

Ÿ 관계활용 효능감

Ÿ 구직기술

Ÿ 경력 정체성

Ÿ 경력 적응성

특징

Ÿ 시간에 따른 축적

Ÿ 경력개발을 위해 

개발가능한 지식, 

기술로 구성

Ÿ 조직 내 다양한 역량과 

결합하여 성공에 

필요한 행동 역량으로 

변환 가능

Ÿ 학생의 관점에서 사회 

이행을 위한 진로선택 

관련 지식(진로정보, 

직업 전망) 및 

의사결정에 초점

Ÿ 전 생애 

경력개발과정 관점

Ÿ 진로선택 및 준비, 

노력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 초점

Ÿ 자신의 경력개발에 

근간이 되는 역량에 

초점

한계

Ÿ 경력개발역량과 구분 

모호 (경력계획,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개발 등 포함)

Ÿ 무경계경력 관점에서 

경력역량의 이동 가능성 

반영한 도구개발 미흡

Ÿ 변화가 빠른 일터 

맥락에서 성인의 경력 

형성과정에 대한 개념 

부족

Ÿ 역량의 이동가능성 

개념 미포함

Ÿ 경력개발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 스킬 등의 

역량 미포함

<표 Ⅱ-19> 경력역량 관련 선행연구 비교

경력역량의 구성요소는 크게 역량 관점과 사회적 맥락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량 관점의 

경력역량은 DeFillippi와 Arthur(1994)이 지식의 세 가지 방법을 언급하면서 등장했다. 역량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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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력역량은 의미역량(know-why)와 기술역량(know-how), 관계역량(know-whom)이라는 

세 가지 핵심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장 기반의 경력역량은 Bourdieu와 Collier(2021)

가 자본의 개념과 연결지어 경력역량을 정의하면서 등장했다. 그는 지식의 개념을 투자와 교환이 

가능한 자본 형태로 설명하고 조직과 지식 근로자가 이를 교환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언급했다(Lamb & Sutherland, 2010). 

[그림 Ⅱ-6] 경력역량의 구성요소

자료: Inkson & Arthur(2001). How to be a successful career capitalist. Organizational Dynamics, 30 (1), 48-61. 

한편, 사회적 맥락 기반의 경력역량은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 자본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Bourdieu & Collier, 2021). 경력에 관한 이러한 세 가지 지식에 기반한 역량은 이후 

경험 연구들(Eby et al., 2003; Sturges et al., 2003)의 기반이 되고 세부적인 변인들로 구체화

되어 증명되기도 하였다. Kuijpers 외(2006)은 세 가지 경력 역량의 구조가 여전히 모호하다고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Kuijpers와 Scheerens(2006)은 변화된 경력의 맥락에서의 경력 역량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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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기존 문헌 분석가 전문가 면담을 통해, 경력 역량을 여섯 가지-경력 실현 능력, 경력에 

대한 반성, 동기에 대한 반성, 일의 탐색, 경력 통제, 네트워킹으로 요인화하기도 하였다(진성미, 

2009).

이러한 경력역량의 특성으로 국외 거주자의 경력을 분석하기 위한 국제 비즈니스 연구에서 경력

역량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Felker & Gianecchini, 2015). 선행연구를 살펴보더라도 경력역량

은 실증연구의 다수가 경력역량 개발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글로벌 업무경험이나 

국제활동과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연구가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Dickmann & Doherty, 

2008; Dickmann & Harris, 2005; Felker & Gianecchini, 2015; Haslberger, 2013; Suutari 

& Makela, 2007).

2) 경력역량 관련 이론

인텔리전트 경력이론은 DeFillippi와 Arthur(1994)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Arthur 외(1995)

가 수정한 이론으로서, Quinn(1992)이 사용한 지능형 기업(intelligent enterprise)이라는 용어를 채

택하였다. Quinn(1992)은 대부분의 조직들의 주식 시장 평가는 주로 물리적 자산보다는 지적 자산

(knowledge assets)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1990년대 학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조

직에 적응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역량이 얼마나 집단적으로 조직의 활동과 미래 전략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강조하였다(Grant, 1996; Hall, 1992; Prahalad & Hamel, 1990). Arthur는 1996년

에 인텔리전트 경력이론을 기반으로 지식기반 사회에서 전문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텔

리전트 경력카드분류(Intelligent Career Card Sort®: ICCS)라는 온·오프라인 경력 탐색 시스템

을 고안하여, 다양한 국가의 지식근로자, 취업준비생, 경력전환예정자 등의 경력컨설팅 및 교육 등

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텔리전트 경력 이론은 지적 자산이 조직 뿐 아니라 개인의 경력에 투자되는 관점으로 접

근하였다. DeFillippi와 Arthur(1994)는 전통적인 역량 기반 관점이 수직적 연계에 초점을 두는 

대신 조직 중심(firm-centered)과 개인 중심(personal-centered) 수준의 역량 비교분석하여, 조

직, 직업, 산업 맥락에서 경력 역량이 어떻게 전개되고, 경계가 없는 경력(boudaryless career)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DeFillippi와 Arthur(1996)는 조직 관점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Hall(1992)이 제시한 조직 문화, 노하우, 네트워크와 연결지어 의미역량(know-why), 기술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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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how), 관계역량(know-whom)이라는 3가지 경력 역량을 제시했다. Mirvis와 Hall(1994)

은 심리적 성공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일 아젠다를 이해하고 자신의 일 경험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과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한 계층에서 상향 이동에 의해 정의되는 전통적인 경력은‘새로운 경력’의 상대적인 예측 불가

능성과 빈번한 이동성으로 점점 대체됨에 따라, 경력 관련 연구자들은 경력개발의 주체가 조직에

서 개인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제시해왔다.(Arthur et al., 1999; Arthur & Rousseau, 1996; 

Hall, 2002). 새로운 경력과 관련된 용어들로 무경계 또는 인텔리전트경력, 프로티언 경력이 등장

했다(Arthur & Rousseau, 1996; DeFillippi & Arthur, 1994; Hall, 1996; 2002). 새로운 경력

을 기반으로 하는 이 환경에서, 어떤 경력 기회를 찾아야 하고, 어떤 경로를 탐색해야 하며, 자신

의 경력을 성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어떤 역량이나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

을 내리는 것은 개인이다. 특히 단일 직종 또는 단일 직장에서의 평생 고용 개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현대 일터 환경에서 고용 가능성을 위해서는 능력, 경력 내 개인 성과를 구성하

는 일련의 기술, 적성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소유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Colakoglu, 

2005).

Inkson과 Arthur(2001)은 경력 개발은 자원 기반 관점에서 지적 자본의 축적이라는 개념적 가

정을 바탕으로 개인이 경력환경에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경력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업의 역량은 개인 역량의 각 영역과 그 회사 내의 명확한 지식의 형태를 반영한다(Arthur, 

Claman & DeFillippi, 1995). 즉, 기업의 문화, 노하우, 네트워크처럼, 직업 자본가가 되려는 각 

개인은 왜 그런지, 어떻게 하는지,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려고 할 수도 있다. 

Inkson과 Arthur(2001)은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경력 자본의 통화(currency)’라고 보고, 개

념적으로 "지능형 경력"에 기반을 둔 경력 역량 경계가 없는 직업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새로운 직업 시대에는 직업 패턴이 지능적인 직업을 추구하려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DeFillippi & Arthur, 1994; Dickmann & Mills, 2010). 

조직 맥락에서 볼 때 합병, 분사 등의 조직 구조 변경의 상황은 사람들에게 업무 행동에 있어 

기업가적 접근을 요구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역량을 축적하

고 정보를 수집함으로서 경력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 직업적 맥락에서는 직업 혹은 전문적 경력 

투자가 조직 의존성의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직업(occupations)이 무경계 경력 

활동 지속과 새로운 학습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DeFillippi & Arthur, 1994).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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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anen과 Barley(1984)은 기술역량이 공유된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직업적 공동체

(occupational communities)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직업적 공동체는 경험 공유를 통해 의미역량

을 강화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한 준거집단이자 조직 간 경력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지원 집단을 

제공함으로서 관계역량을 확장시킨다. 산업 맥락에서는 산업 참여자들이 산업 특수적인 가치와 

믿음을 공유하려고 하는 성향을 나타냄에 따라 의미역량의 전이가능성이 생성된다. 그러나 조직 

간 산업 공동체의 전통은 여전히 무경계 경력 행동을 방해할 수 있으며, 확고한 경력 활동 범위

가 아닌 확고한 깊이를 강조하는 대안적 역량을 촉진할 수 있다. 

DeFillippi와 Arthur(1994)는 <표 Ⅱ-20>과 같이 기존의 경력 역량 선행연구들이 조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하고 무경력 관점에서 새로운 경력 역량 개념을 제시했다. 무경계 경력 

관점에서 의미역량은 조직 관점과 다르게 전문가 비율이 높은 집단 등의 외주형태조직에서 고용상

황보다는 기업가적, 직업적 가치와 일 정체성이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력역량 관점은 경력 관련 가치, 기술,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경력 연구의 흐름에 기반을 두

고 있다. 각각의 경력 역량 형태는 의도적 혹은 자발적 고용환경 변화와 관련된 주관적 경력성공

을 추구하는 개인의 성향에 기여한다. DeFillippi와 Arthur(1994)의 관점은 무경계경력 역량 개발

의 비대칭이 무경계경력 실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사회적 연결망의 부족, 현재 고용주와

의 경력 정체성이 높은 경우, 고용주의 협소한 요구에 맞춰진 기술역량은 무경계 경력 기회를 제

역량
경력 프로파일

경계가 있는 경력 경계가 없는 경력

의미역량 정체성
고용주 의존적

(예: 나는 IBM의 엔지니어다.)

고용주 비의존적

(예: 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기술역량
고용 맥락 특화된 유연한

과업 특화된 혹은 유연한

관계역량
위치 조직 내 조직 간

구조 위계적(예: IBM 지휘계통), 처방적인 비위계적(예: 실천공동체), 창발적인

자료: DeFillippi, R. J., & Arthur, M. B. (1994). The boundaryless career: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5(4), 307-324.

<표 Ⅱ-20> 경계경력과 무경계경력의 경력 프로파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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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경계경력과 무경계경력의 역량 프로파일 개요를 구체화함

으로서, 무경계 경력 역랑과 조직, 직업, 산업 공동체 맥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의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는 전 생애관점에서 볼 때 조직구성원으로서

의 경계경력과 프리랜서로의 전환을 통한 무경계경력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을 가지

고 있어, 이들의 경력역량이 연구모형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서 경계경력과 

무경계경력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 경력역량 측정

경력역량 측정도구는 연구대상과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게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개발하여 사용

되고 있다(<표 Ⅱ-21> 참조). 대표적으로는 Defillippi와 Arthur(1994)가 역량 축적 관점에서 의

미역량, 기술역량, 관계역량으로 구성된 경력역량(career competency)으로 구성된 측정도구가 있

다. Haase(2007)는 DeFillippi와 Arthur(1994)의 역량 축적 관점에서 개념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역량 지표를 개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무경계 경력관점은 DeFillippi와 Arthur(1994)의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변화하는 시장에서의 

적응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축적의 3가지 차원인 의미와 정체성(know-why), 지식과 스킬

(know-how), 관계 네트워크(know-whom)를 강조하는 개념이다(Eby et al., 2003; Haase, 

2007). Haase(2007)은 영국의 다양한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무경계 경력관

점에서 경력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했다. 이 도구는 총 7개 하위구인(목표설정과 경력계획, 자기인

식, 직무관련 성과효과성, 경력관련 스킬, 정치적 지식, 경력지도와 네트워킹, 피드백 추구와 자기

표현) 및 43개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문항의 신뢰도는 .81~.93이며 이후 경력역량 측정도구와 다

양한 경력성공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Francis-Smythe et al., 2012). 

Hasse(2007)의 경력역량 측정도구는 무경계 경력 관점에서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Hackett, Betz와 Doty(1985)는 의사소통스킬, 대인관계스킬, 정치스킬, 조직스킬, 직무스킬, 경

력계획 및 관리스킬, 경력향상 스킬, 적응인지전략 8가지로 경력역량을 구성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문직 여성에게 필요한 폭넓은 경력역량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프리랜서 기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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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무경계 경력환경에서 경력확장을 위해 요구되는 성격의 역량보다는 일반적인 대인관계 및 

직무 차원의 스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스킬은 언어적 스킬, 

공적 스피킹 스킬, 문서작성 스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Kuijpers와 Scheerens(2006)는 

역량성찰(reflection on capacities), 업무탐색(work exploration), 경력통제(career control), 

자기표현(self-presentation) 4가지 하위구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이 연구는 경력을 개발 및 확장하

는 것보다는 탐색과 성찰 단계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kkermans 외(2013)은 네덜란드 중등직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찰역량, 의사소통 역량, 행

동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성찰역량은 동기에 대한 성찰, 품질에 대한 성찰, 의사소통 역량은 네트워

킹, 자기 정보수집, 행동역량은 업무탐구, 경력통제이며, 문항의 신뢰도는 .72~.91이다. 이 지표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타당화를 검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지영, 이희수(2019)는 국외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경력역량 측정도구가 국내 노동환경 및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 근로자들에게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Arthur(1994)가 제시한 무경계경력 관점에서 국내 성인근로자 대상의 경력역량 척도 

타당화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Hasse(2007)가 개발한 43개 문항의 경력

역량 도구를 19개 문항으로 간명화함으로서 측정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지칭하는 하위구인명은 다소 다르나, 내용을 확인해보면 경력역량의 하

위구인을 Defillippi 와 Arthur(1994)가 제시한 3가지 경력역량인 의미역량(동기에 대한 성찰, 경

력성찰, 자기인식), 기술역량(직무스킬, 직무 관련 성과효과성, 업무탐구), 관계역량(의사소통, 네

트워킹) 내용과 유사하게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력계획 및 관리

스킬, 경력향상 스킬, 경력통제 등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스킬을 포함하고 있어, 일 

관련 경험 수행을 통해 축적되고 다른 일감 수행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의 개념보다는 Savickas

와 Porfeli(2012)가 제시한 경력적응성의 개념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다. 

경력적응성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경력개발 환경과 불가피한 경력 이동 등으로 인한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한 새로운 경력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한 개인의 사회심리적 자원이다. 

Savickas와 Porfeli(2012)는 경력적응성을 관심(concern) 및 통제(control), 호기심(curiosity), 

자신감(confidence)과 같이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보고 있다. 관심(예: 내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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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통제(예: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호기심(예: 내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자신감(예: 과

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에 대한 측정문항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 연구에서 경력지속가능성을 

위해 일터에서 다양한 일감 단위별 일 경험을 통해 학습과 경력개발을 통해 축적되는 자본의 성격

보다는 타고난 개인 차원의 기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

력역량 측정 하위구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경력역량 관련 선행연구 고찰 결과, 프리랜서 경력역량 측정을 위한 측정도구의 주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성원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도구 개발이 이뤄져, 프리랜서의 고유한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경력역량은 연구자의 관점과 연구 목적에 따라 하위 구성요소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Hackett 외(1985)는 전문직 여성들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경력

관련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력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지영, 이

희수(2019)는 국내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기업정서와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경력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Arthur(1994)가 제시한 의미역량, 기술역량, 관계

역량에 따라 경력역량 하위구인을 의미역량, 기술역량, 관계역량별 하위 영역(sub dimension)으로 

7개 구인으로 세분하여 개발한 Haase(2007)측정도구를 국내 맥락을 반영하여 안면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타당화를 진행했다.

연구자 연구대상 구성요인수 및 척도 구성요인 내용 특징 및 한계점

Hackett 

et al.(1985)
전문직 여성

Ÿ 8개 구성요인 

5점 척도

Ÿ 의사소통스킬

Ÿ 대인관계 스킬

Ÿ 정치스킬

Ÿ 조직스킬

Ÿ 경력계획 및 관리 스킬

Ÿ 경력향상스킬

Ÿ 직무 스킬

Ÿ 적응인저전략

Ÿ 구성요인 분류의 객관적 

타당성 부족

Ÿ 경력역량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결과 일반화 

한계 (Francis-Smythe et 

al., 2012)

Kuijpers & 

Scheerens(2006)

네덜란드 

조직구성원

Ÿ 6개 구성요인

Ÿ 5점 척도

Ÿ 경력개발능력

Ÿ 경력성찰

Ÿ 동기성찰

Ÿ 업무탐색

Ÿ 경력통제

Ÿ 네트워킹(자기표현 포함)

Ÿ 자기관리를 위한 

경력성찰과 통제 강조

<표 계속>

<표 Ⅱ-21> 경력역량 측정도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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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대상 구성요인수 및 척도 구성요인 내용 특징 및 한계점

Haase(2007), 

Francis-Smyth

e et al.,(2012)

영국 

조직구성원

Ÿ 7개 구성요인

Ÿ 5점 척도

Ÿ 목표설정과 경력계획

Ÿ 자기인식

Ÿ 직무관련 성과효과성

Ÿ 경력관련스킬

Ÿ 정치적 지식

Ÿ 경력지도를 위한 네트워킹

Ÿ 피드백 추구와 자기표현

Ÿ 무경계 경력 관점과 

경력 자기관리 관점을 

통합하여 도구 개발 

Ÿ 43문항

Akkermans 

et al.(2013)

네덜란드 

중등직업학교 

학생

Ÿ 3개 구성요인

Ÿ 5점 척도

Ÿ 성찰역량

 - 동기성찰, 품질성찰

Ÿ 의사소통 역량

 - 네크워킹, 자기정보수집

Ÿ 행동역량

 - 업무탐구, 경력통제

Ÿ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에 필요한 역량 

규명 및 타당화 검증

이지영, 

이희수(2019)
성인근로자

Ÿ 3개 구성요인

Ÿ 5점 척도

Ÿ 의미역량

Ÿ 기술역량

Ÿ 관계역량

Ÿ 인텔리전트경력 이론 기반

Ÿ 국내 맥락 반영하여 

타당화 검증 

<표 Ⅱ-21> 표 계속

경력역량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측정도구 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연구자

에 따라 세부적인 구성요소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Arthur(1994)가 제시한 인텔리전트 경력 이

론의 의미역량, 기술역량, 관계역량 3가지 구인에 포함되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표 Ⅱ-22> 참조).

Arthur(1994) 

관점 기반 구분 
구성요소

국외 연구 국내 연구

A B C D E F

의미역량
자기인식(동기성찰) ● ● ● ●

경력계획 및 관리(경력성찰 탐색, 경력통제) ● ● ● ● ● ●

기술역량

직무스킬 ● ● ● ● ●

경력향상 스킬 ● ● ● ●

적응인지전략 ●

정치적 지식(이해관계자 이해) ● ● ● ●

관계역량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 ● ●

조직스킬 ●

자기표현 및 피드백 추구 ● ● ● ●

경력지도를 위한 네트워킹 ● ● ● ● ●

주) A: Hackett 외(1985), B: Kuijpers와 Scheerens(2006), C: Haase(2007), D: Akkermans 외(2013), 

    E: 이지영, 이희수(2019), F: 김영범, 진성미(2019)

<표 Ⅱ-22> 경력역량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측정도구 구성요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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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습민첩성

1) 학습민첩성의 개념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은 Lombardo와 Eichinger(2000)가 처음으로 개념을 정의한 이후 

약 20여년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며 발전되어 오고 있다(<표 Ⅱ-23> 참

조). Lombardo와 Eichinger(2000)은 최초로 학습민첩성이란,‘개인이 이전에 접하지 않았던 새로

운 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역량들을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Connolly(2001)는 개인의 인지능력, 성격특성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며 학습민첩성을 새롭고 복잡한 여건에서 새로운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라 정의하였다. DeMeuse 외(2010)의 연구에서는 학습민첩성을 Lombardo와 Eichinger(2000)의 

개념에 성공적 수행(successfully perform)을 추가하여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와 학

습한 것을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적용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위의 연

구들은 공통적으로 학습민첩성을 경험학습과 관련된 개인의 다차원적 특성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접

근함으로 인해, 일반적인 경험학습과 학습민첩성의 개념 구분이 모호하고, 하위 구성요소에 동기와 

의지 및 능력, 학습과 학습결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이후 Bedford(2011)는 학습민첩성을 새롭고 엄중하며 다양한 조건에서 새로운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DeRue 외(2012)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지속해서 습

득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변화하는 환경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선행변인(동기나 의지 등)과 후행변인(결과 등)을 구분했다는 점에서는 

초기의 학습민첩성 연구보다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개인 차원의 인지적 학습 능력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최근 학습민첩성 관련 연구들에서는 개인 차원뿐 아니라 일터에서의 맥락적 경험을 반영

하는 개념으로 관점이 확장되고 있다. 김미애(2018)는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습민첩성을 

연구하였으며 새롭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자기인식과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상황을 빠

르게 이해하고, 경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

게 적용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IT 중소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배을규, 박상오(2018)

의 연구에서는 경험으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재빠르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능력이라 정의

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경영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경험으로부터 재빠르게 학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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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박정열, 김진모(2019)는 기존 학습민첩성 연구들이 개인 차원에 초

점을 두고 있고, 경험학습과 개념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일터 환경의 맥락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일터학습민첩성(workplace learning agility) 진단도구를 개발

하였다. 일터학습민첩성이란‘새롭고 도전적인 일터경험으로부터 성과창출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학습하고 학습결과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대상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어떠한 강의 일감이 있는지 항상 탐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백종운, 2016) 일터 경험을 통해 다양한 기업의 맥락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환

경을 감지하고 판단하여 적용해나가는 학습민첩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들에게 학습민첩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의 학습민첩성은 개인과 일터 경험, 

일터 환경의 맥락적 차원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맥락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습

민첩성을‘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 새롭고 도전적인 일터경험으로부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학습하고 학습결과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구분 포괄적 접근 한정적 접근 맥락적 접근

관점 개인의 다차원적 특성 개인의 단일차원적 특성 개인, 경험, 일터환경의 맥락적 특성

배경이론 리더십이론 인지심리이론
자기주도학습이론, 경험학습이론,

민첩성이론

대표연구자

Lombardo & Eichinger(2000)

Eichinger et al.(2010), 

DeMeuse et al.(2011)

Bedford(2011),

DeRue et al.(2012)
박정열, 김진모(2019)

정의

Ÿ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학

습한 내용을 처음 접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성공적으

로 수행하는데 적용하는 능

력과 그러한 의향

Ÿ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재빠르

게 이해하고 경험 안에서 혹

은 경험 간에서 유연하게 생

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Ÿ 새롭고 도전적인 일터경험으로부

터 성과창출을 위해 필요한 지식

과 정보를 빠르게 학습하고 학습

결과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

특징

Ÿ 경험학습과 관련된 개인의

    다차원적 특성 포괄

Ÿ 동기와 의지 및 능력, 학습

과 학습결과 구분 없이 포괄

Ÿ 경험을 통한 빠르고 유연한 

인지적 학습 능력에 초점

Ÿ 선행변인(동기나 의지 등)과

   후행변인(결과 등) 구분

Ÿ 성공적 잠재능력 발현에 관계된 

개인/경험/환경 세 가지 차원의 

맥락적 고려

Ÿ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과정에 

민첩성의 속성 반영

구성요인

Ÿ 자기인식/사고민첩성/대인

민첩성/변화민첩성/결과민

첩성

Ÿ 단일요인으로 간주하고 하위
요인 구분없이 문항 제시

Ÿ 민첩한 경험학습 프로세스 정리
Ÿ 개방적 감지, 전략적 탐색, 실험

적 적용, 비판적 성찰 4개 하위
요인, 총 16개 문항

자료: 박정열, 김진모. (2019). 지식근로자의 일터학습민첩성 진단도구 개발. HRD연구, 21(4), 115-152. 

<표 Ⅱ-23> 학습민첩성 개념 및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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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민첩성 관련 이론

학습민첩성은 경험학습이론, 자기주도학습 이론, 경력 향상 관점에서의 학습민첩성 관련 선행연

구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Kolb(1984)는 경험학습이론(experiential learning theory)을 구체

적인 경험(concrete experience), 관찰 및 반성(observation and reflections), 추상적인 개념화 

및 일반화(formation of abstract concepts and generalizations)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

며 시험(testing implications of concepts in new situations)하는 단계가 순환되며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나타냈다. 즉, 구체적인 경험을 하면 이는 관찰과 반성의 기반이 되며 추상적인 개념 형

성 및 일반화가 이루어진다. 이후 새로운 상황에서 실험 또는 행동을 위한 개념 및 이론들을 활용

하여 새로운 경험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Kolb & Lewis, 1986). 또한, 경험학습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은 이에 적합한 학습환경이 갖추어지면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경험 단계에서는 정서적으로 적합한 환경(affectively oriented 

environment) 조성, 반성과 관찰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지적 활동지향 환경(perceptually 

oriented environment), 추상적인 개념화 단계에는 상징적인 개념 지향 환경(symbolically 

oriented environment), 적극적인 실험 단계에서는 행동지향 환경(behaviorally oriented 

environment)이 갖추어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Kolb & Lewis, 1986).

[그림 Ⅱ-7] Kolb(1984) 경험학습 모델 

자료: Kolb, 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Prentice-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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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 이론(self-directed learning theory)은 개인이 일상생활과 일터에서 자신의 역할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이자 활동이고 최근 일터환경이 급변하고 정보화에 따라 

근로자 개인의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과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배을규, 김대영, 2012). 자기주

도적 학습자들은 학습상황을 맞이하면 자발적으로 분명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최적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다(박정열, 2019). 성인학습과 자기주도학습에 있어 대표

적인 학자인 Knowles(1977)는 자기주도학습을‘성인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진단하고 목

표를 설정하며 필요한 자원을 확보 및 전략을 실행하여 자신의 학습에 대해 주도권을 갖는 과정’

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은 성인이 주도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습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자율학

습(autonomous learning), 자기규제학습(self-regulated learning), 자기학습(self-study), 자기

계획학습(self-planned study)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자기주도학습이 각 용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Bartholomew, 2016). 자기주도학습의 개념은 

학습이 민첩한 학습자들의 경우에도 새롭고 도전적인 일터경험으로부터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

해 자발적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모습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학습민첩성 관련 연구들은 직무수행 성과 창출을 위한 고성과 직원들의 능력이 무엇일까에 상대

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경력 향상 관점에서 학습민첩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Spreitzer 외(1997)은 국외 거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학습민첩성

을 진단한 결과 최종 상태의 역량(문화적 차이에 대한 민감성, 비즈니스 지식, 통찰력, 성공에 대

한 집념, 위험 감수 등)과 학습민첩성(피드백 사용, 모험적 학습 기회 추구, 개방적인 마인드, 피드

백 추구, 유연성 등)이 모두 경력 잠재력(career potential)을 예측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배을규, 

박상오(2018)의 연구에서 IT 중소기업 구성원들의 경우 학습민첩성이 높을수록 개인적 성장과 개

발의 기회를 갖기 위해 경험으로부터 재빠르고 유연하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의를 바탕으로 일터

환경에서 동료, 외부자원 및 자기성찰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여 자신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은 개인의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일터경험의 폭과 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를 가질 

수 있어, 개발될 수 있도록 경력개발 차원의 개입(intervention)이 어떠한 맥락에서 필요한지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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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학습민첩성이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

절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무경계경력 상황에서 개인의 학습민첩성은 경력

성공, 경력역량 향상을 조절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무경계경력의 주관적 경력성공 모형(Guan et al., 2019)을 기반으로 역량 축적의 관

점에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력역량 축적을 촉진하는 조절변인으로서 학습민첩성을 연구모

형에 설정하여 실증하고자 하였다.  

3) 학습민첩성 측정

학습민첩성 측정도구로는 국외는 Lombardo와 Eichinger(2000), De Meuse 외(2010)의 

viaEDGE™, Bedford(2011)의 단일 문항과 Mitchinson과 Morris(2012)의 LAAI(learning 

agility assessment inventory) Smith(2015)의 도구가 있고, 국내는 국내기업 근로자를 대상으

로 하는 임창현 외(2017)의 도구와 박정열(2019)의 조사도구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학습민첩성을 개인의 다차원적 특성이자 능력으로 보는 만큼 명확성과 특수

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차원적 특성으로 접근하여 학습민첩성의 개념 및 하위요인을 정의하였다. 

학습민첩성 개념을 가장 먼저 제시한 Lombardo와 Eichinger(2000)은 학습민첩성의 구성요인을 

사고민첩성(mental agility), 대인민첩성(people agility), 변화민첩성(change agility), 결과민첩성

(result agility)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사고민첩성은 문제로부터 새로운 관점을 갖고 사고하거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미를 찾는 것이다. 대인민첩성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경험을 통해 

배우며 다른 사람들과 건설적으로 대하며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해 변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

미한다. 변화민첩성은 호기심이 많고 아이디어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것으로 새로운 상황이나 도전

을 편안해하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것에 적극적인 것이다. 결과민첩성은 처음 시도하

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De Meuse 외(2010)도 viaEDGE™ 측정도구를 개발했는데 정신민첩성, 대인민첩성, 변화민첩

성, 결과민첩성, 자기인식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물학적 데이터, 성향 및 행동, 상황적 

판단, 인구통계학적 문항 등 총 116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평가 방법 활용하였고, 온

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채용 예정자 등도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터에서의 상황을 제시하고, 개인적 성향과 경험에 기초하여 응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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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문항을 구성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De Meuse 외(2010)의 viaEDGE™ 측정도구는 공개

되지 않아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Bedford(2011)은 학습민첩성 수준을 9

문항, 단일요인으로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측정이 간편하고 공개된 도구인 만큼 

국내 학습민첩성 관련 연구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개인 특성과 인지적 측면 에 초점

을 맞추어 새롭고 도전적인 일터 경험으로부터 나타나는 학습민첩성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기에

는 어려운 한계를 보인다. 이외에도 Mitchinson과 Morris(2012)가 개발한 혁신, 실행, 성찰, 위험

감수, 방어의 5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29개 문항의 LAAI(learning agility assessment 

inventory) 학습민첩성 측정도구와 피드백 추구, 정보지향성, 성찰, 실험성, 유연성의 5가지 요소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Smith(2015)의 측정도구가 있다. 

그러나 국외 도구는 학습민첩성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것 외에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상업적 목적에 따라 개발되어 타당화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국내의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는 데 제한적이다. 국내에서는 임창현 외(2017)이 국내기업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학습민

첩성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하위요인을 자기인식, 성장지향, 유연한 사고, 성찰

추구, 행동변화의 5가지로 재구조화하였고 설문, 인터뷰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해 22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도구는 학습민첩성의 구성요인과 실체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학문적, 실천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문항이 22개일 경우 최소 300

명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263개 표본 수만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

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학습민첩성과 관련하여 도구를 개발한 박정열, 김진모(2019)의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지식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습민첩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박정열, 김진모

(2019)은 선행연구를 고찰한 뒤 학습민첩성을 학습이 민첩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기반해 정의하고 

이론적,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념 모형 구안 및 workplace learning agility assessment 

inventory™ 진단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진단 도구는 개방적 감지, 전략적 탐색, 실험적 적용, 비

판적 성찰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학습민첩

성 도구가 단일구인으로 구성되어 다차원적인 면을 고려하지 못했던 점과 문항수가 너무 많아 간

명한 측정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개인 차원의 일반적인 경험학습과 차별화되는 개념으로 일

터의 맥락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이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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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

이 연구는 사회인지경력이론의 관점에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이 어떠한 

개인 및 사회적 차원의 변인과 행동적 변인을 규명하고, 그들 간의 통합적인 구조적 관계를 갖는

지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술 변화 가속화와 노동 유연화 등의 노

동환경에서 기업의 인력 아웃소싱이 증가됨에 따라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체 직무, 조직, 직업 경

계를 넘나들며 경력을 개발해나가는 프리랜서 인력들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경력 관련 연구는 

이들의 개인 및 사회적 맥락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규명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프리랜서 

중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는 다양한 조직들의 경쟁력 확보와 조직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돕는 

외부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끊임없는 경력개발의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내부자원(상

사의 코칭, 멘토링, 사내 경력개발센터 지원 등)으로부터 경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스스로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경력개발에 필요한 상호 지식 교류를 통해 경력을 쌓아나가는 데에 필요한 

역량을 주체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력연구는 주로 조직

구성원에 초점을 맞추어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차원 및 조직 차원의 변인, 경력

관리를 위한 행동 차원의 변인 등이 규명되어 왔으나, 무경계 경력 관점에서 프리랜서들의 주관적 

경력성공은 조직 차원의 변인이 아닌 사회적 맥락 차원의 변인 규명이 필요하며, 과거에서부터 현

재까지의 경력을 관리하는 개념의 경력관리역량 관점이 아니라, 불예측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경력

상황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경력역량의 개념을 규명하고, 개인 차원의 무경계 경

력태도와 사회적 맥락 차원의 지식공유, 경력역량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가.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및 주관적 경력성공 간의 직접효과

1)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무경계 경력태도의 직접효과

국내에서 진행된 경력성공 관련 연구들은 경력성공을 결과변수로 하고, 경력성공의 선행요인을 

크게 개인의 특성, 조직의 지원 및 네트워크,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요인 간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개인의 특성은 성격, 태도, 능력, 인구통계학적 변수, 인적자원 

요인 등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뉴커리어 태도와 같은 동기요인이 주목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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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재승, 2012).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다는 결과를 증명하고 있다(김시진, 김정원, 2010; 고윤승, 2016; 양효욱, 2018; 하종원, 송

해덕, 2012; Volmer & Spurk, 2011). 이러한 연구들은 경력만족, 직무만족, 고용가능성과 같은 

주관적 경력성공 변인들과 무경계 경력태도에 관해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반면, 조직몰입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하고 있다(박용호, 한억천, 2015).

Lazarova와 Taylor(2009)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무경계 경력태도와 사회적 자본은 직무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Volmer와 Spurk(2011)가 글로벌 회사의 기술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

다. 국내에서는 김시진, 김정원(2010)의 연구를 통해 무경계 경력태도가 직무만족과 경력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서 무경계 경력태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력 성공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하종원(2013)도 전기·전자업종의 대기업 직원 중 이직경험이 

있는 동시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경력만족과 경력성공을 연구한 

결과, 무경계 경력태도가 주관적, 객관적 경력성공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

타났다. 고윤승(2016)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무경계 경력태도가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무경계 경력태도의 하위변인 중 심리적 이동성만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효욱(2018)은 중국 북경, 상해, 헤이룽장성, 산동

성 등 지역 및 한국 부산에 있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무경계 경력태도가 주관적, 객관적 경력성공에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직장인보다 한국 직장인의 무경계 경력태도가 주관적 경력성공 및 객관적 

경력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결국 무경계 경력태도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평가되

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높이 판단하고 있으며, 자신의 경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직무 혹은 조직 활동에 있어 자율성이 제한될 경우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경력을 변경하고

자 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하종원, 2013). 이에 따라 2-1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1: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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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공유에 대한 무경계 경력태도의 직접효과

무경계 경력태도와 지식공유의 관계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중 지식 중개(knowledge 

brokering)의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창조적 지식의 결합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서의 경력 

이동성에 대한 연구는 구조적인 네트워크 관점에 의해 대부분 지배되어 왔고 형성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지식을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흐르게 하는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 특히 경제지리학에서 

일부 저자들은 의도하지 않은 지식 유출의 개념을 사용하여 지식이 사람들의 이동성과 함께 어떻

게 이동하는지 설명한다(Almeida & Kogut, 1999). 그러나 지식 유출의 개념은 모호하며 개인과 

기업 간에 실제로 지식이 전달되는 방법은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아 있다. 또 다른 이들은 직원 이

동성에서 비롯되는 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암묵적 지식 확산을 위한 도관 역할을 하는 고밀

도 전문 네트워크의 형성이 강조된다(Saxenian, 1996; Shipilov et al., 2017).

지식의 구성은 상호 연결된 사회적 네트워크의 산물이라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지식을 결합

하고 창출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이를 통해 흐르는 네트워크라는 얘기다. 개인은 정보와 지식이 

방해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수동적 용기(Phelp et al., 2012)로 간주한다. 개인 수준의 창의적인 

지식 공유에 대해서도 경력을 통해 축적된 경계 범위 관계가 개인에게 어떻게 다양하고 중복되지 

않은 지식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의 잠재력을 높이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구조

적 네트워크 전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Perry-Smith, 2006; Sosa, 2011). 

그러나 다양한 지식으로의 접근은 창조적인 지식의 결합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 개인이 위

치적 우위의 창의적 잠재력을 이용할 수 있고 기꺼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Dokko et al., 2014). 창의성의 이론은 새로운 지식의 생성에서 중요한 과정으로서 상반되는 지

식과 이전에는 관련이 없었던 지식의 결합을 강조한다(Amabile, 1983).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창

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경계를 넘어 지식을 통합하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력 주체의 역할

을 간과하고 있다.

네트워크 지식 흐름의 관점은 이러한 지식 경계를 문제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 경력 주체의 대리 역할을 간과한다. 지식 중개의 개념은 개인이 특정 경계를 넘어 지식을 번

역, 변환 및 결합하기 위해 중간 위치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와 활동을 가리킨다(Currie & 

White, 2012; Hargadon, 2002). 이는 개인이 서로 다른 자원과 관점을 통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

들어내는 창조적 과정의 중요한 측면이다(Lingo & O'Mahon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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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자신만의 차별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력 관련 정보를 획득

하고 경력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경력 주체들이다(주경중, 2019). 조직, 직무 간 이동을 통

해 다양한 일터에서 관계를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와 축적된 다양한 지식을 기반으로 경력을 형성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식 제공 및 획득의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2-2와 같이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2: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는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경력역량에 대한 무경계 경력태도의 직접효과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의 관계는 인텔리전트 경력이론(DeFillippi & Arthur, 1996)과 경

력격자 분류법(Sullivan et al., 1998)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인텔리전트 경력 이론은 DeFillippi와 Arthur(1996)는 역량 기반 관점에서 무경계 경력을 

소개하며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무경계 경력의 주체가 경력

을 개발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역량을 조직 차원에서 필요한 역량을 조직문화, 노하우, 네트워크로 

제시한 Hall(1992)의 관점을 개인 차원으로 연결지어,  의미역량, 기술역량, 관계역량이라는 3가지 경

력 역량을 제시했다(진성미, 2013). 전통적인 직업과는 달리, 경계 없는 직업은 조직뿐만 아니라 

직업, 산업, 지리적 위치 및 고용 형태에 걸쳐 이동성이 특징이다. 예측할 수없는 방식 (Arthur et 

al., 1999). 광범위한 경계 이동 양상을 갖는 이러한 경력은 의미역량, 기술역량, 관계역량의 개발 

및 축적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았다(DeFillippi & Arthur, 1996). 의미역량은 업무 경험과 관련

된 필요, 능력, 관심사, 가치, 열망 및 선호도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이동성 패턴, 매우 경계 없는 경력으로 특징 지워진 개인은 자기 개념과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주로 각 이동 경력 관리자가 자신과 다양한 경력 옵션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과 환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구축하는 경력 탐색에 점점 더 참여

하고 있기 때문이다(Blustein, 1997). 끊임없는 이동성에 의해 유발되는 경력 자체 탐색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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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탐색’은 개인이 경력 포부, 요구 및 선호도 측면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더 잘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역량은 여러 조직 간, 산업적, 직업적 경계를 넘나드는 경력은 유연

하고 휴대 가능한 지식의 개발과 축적을 가능하게 하며, 다른 고용 환경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며(DeFillippi & Arthur, 1996), 다른 조직, 직업 및 산업으로 이동할 때 직업 행위

자는 이전이 가능한 산업 또는 직업 별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향상

된 기회를 찾을 수 있다(Jones, 1996; Saxenian, 1996). 관계역량은 개인에게 정보, 영향, 지도 

및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관계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다른 

두 자본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마찬가지로 경계 없는 경력과 관련된 광범위한 이동성은 경력 행위

자가 현재 고용 중인 조직을 넘어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경계 경력을 추구

하는 것은 개인이 이러한 자본을 개발하고 축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는 이유, 노하

우 및 아는 사람 역량의 개발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둘째, 경력격자 분류법(career grid taxonomy)은 경력 유형들이 역량의 전이가능성과 노동에 

대한 내면적 가치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경력분류법은 전통적 

경력으로부터 무경계 경력으로의 경력패러다임의 전환을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들은 개인

의 경력을‘역량의 이전가능성(transferability)’과‘내적 노동가치(internal work values)’라는 

두 가지 연속적 기준 축을 따라 분류하고, 첫 번째 기준축인 역량의 이전 가능성은 개인의 지식, 

숙련과 능력이 얼마나 전이 가능하고 휴대가능 한지에 의해 정의된다. 고도로 이전 가능한 역량을 

가진 개인들은 조직에 얽매어 있지 않은 대신에 시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의 역량은 이전 가능하

고 다른 조직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보유 역량의 이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개인들은 조직 특

수적 숙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조직에 구속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의 역량은 

다른 조직 환경에서는 덜 유용하다. 두 번째 기준 축은 내적인 노동가치로서 개인이 경력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목표로 정의할 수 있다. 네 가지 유형 중 자기설계적

(self-designing)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이전 가능성이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만

족을 중시한다. 이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용주들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 그

들의 역량을 조직하고 재포장함으로써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응한다. 그 직무를 완성하면 그들은 

다시 재조직하여 다른 고용주에게로 옮겨 간다. 이들의 경력은 전통적 경력향상에서 보이듯이 조

직의 경력 사다리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태보다는 변화, 적응성, 수평적 이동과 학습을 특징으

로 한다. 자기 설계적 경력자들의 좌우명은 “기술을 가져라 그리고 옮겨 다녀라”이다. 이들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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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체성은 조직의 구성원의식 보다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전문 직업에서 형성된다. 자기 설계적 

경력자들은 전통적 또는 변화하는 조직에서 전문가 또는 상담자로서 개월 혹은 연 단위의 단기간

으로 일을 한다. 

무경계경력 관점에서의 경력역량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경력역량의 하위

구인의 구조 및 내용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존재한다(이지영, 이희수, 2019; Defillippi & 

Arthur, 1994; Haase, 2007; Van den Born & Van Witteloostuijn, 2013). Defillippi와 

Arthur(1994)는 조직 관점에서 필요한 역량을 개인 차원으로 연결짓다보니 3가지 역량(의미역량, 

기술역량, 관계역량)으로 구분한 반면, IT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경계경력 관점에서 경력역량 

도구를 개발한 Hasse(2007)는 7가지 경력역량(피드백 추구 및 자기표현, 네트워킹, 정치적 지식, 

직무관련 성과효과성, 목표설정과 경력계획, 경력관련 스킬, 자기인식)을 제시했다. 이지영, 이희수

(2019)는 Hasse(2007)가 개발한 경력역량 도구를 국내 금융권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Defillippi

와 Arthur(1994)의 관점에서 3가지의 경력역량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다양한 직무, 조직, 직업 경계를 교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력

태도에 따라 어떠한 경력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관계적 차원에 있어 이들은 응대해야 하는 고객들이 유동적이고 니즈

와 개인 특성이 다양하고 예측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중

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등의 역량이 중요하게 요구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가 경력역량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 2-3을 도출하였다.

가설 2-3: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는 경력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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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력역량에 대한 지식공유의 직접효과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의 관계는 자원기반이론, 사회적 학습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자원기반이론은 본래 경영학 분야에서 조직이 보유한 자원 및 필요한 자원에 따라 주체적

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된 이론이다(Pfeffer & Salancik, 1978).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궁극적 목적은 생존이며, 생존 가능성은 조직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자원들을 획득

하고 유지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이 자원들이 조직 내부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사

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은 외부 환경, 즉 다른 조직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조달해야 

한다. 이를 프리랜서의 관점에 대입해보면, 프리랜서들은 전통적인 개념의 조직 형태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확보한 자원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거나, 생존을 위해 

가용가능한 자원의 주기가 매우 짧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력을 쌓아가는 사회적 네트워크 장

(場)에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경력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의 관계는 사회적 학습이론을 기반으로 설

명할 수 있다. 경력에서의 학습은 경력에서의 학습은 일터학습(workplace learning)과 연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가 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직업과 일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을 학습하고, 또 

일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학습자 자신의 주체적 경험으로 발전시켜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경력에서

의 학습 과정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개인 학습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개인

이 자신의 경력 전개 과정에서 맺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이를 통한 학습에도 주목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진성미, 2009). 경력을 사회적 공간 안에서의 지식공유, 즉 사회적 학습을 통해 

이뤄지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이수용(2012)이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이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지식습득, 정보교류가 이뤄지며, 이는 직무 수행을 위해 습득하는 

학습의 개념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지식공유와 경력역량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식공유와 경력계획 간의 관계는 경력과 관련

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수록 자신의 경력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계획을 수

립하게 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즉, 경력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이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확보할수록 경력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었다(Kreitner & Kinicki, 1992). 그러나 실증적 연구결과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다. 실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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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와는 다른 상황인 구직상황에서 정보와 경력계획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는 존

재하였다. 한영석 외(2006)는 구직탐색과정에서의 노력과 강도가 경력계획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구직탐색과정에서의 노력과 강도에는 구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탐색하고 조언을 구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따라서 경력과 

관련되어 지식이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거나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경력계획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현영섭(2009)은 생명보험사 실행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네트워크, 지식공유, 경력

계획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행공동체 구성원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경력계획에 직

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지식공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실행공동체가 지식공유와 새로운 지식창출이라는 역할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지식공유를 통하여 구성원의 경력계획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시시하고 있다. 서미애(2014)는 경력단절 여성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지식공유를 매개로 경력계

획 실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개인 간에 경력 관련지

식 및 기술 정보 제공 및 추구의 양과 빈도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강·약점 파악과 경력 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경력을 확장,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제고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김화연, 이형룡(2015)은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지식공

유와 경력개발이 직무역량을 매개로 사회적 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규

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역량을 직무와 관련하여 성과를 내기 위한 구

체적인 행동양식으로 개인에게 축적된 지식, 스킬, 태도, 능력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하위요인을 대

인관계능력, 전문적 지식과 스킬, 직무 성과, 자기관리능력으로 구성하였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

사들의 경우 지식 공유를 통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스킬이 축적된다면 단순히 현재 

시점에 수행 중인 직무의 성과 달성 차원을 넘어, 예측하기 어려운 무경계 경력 상황에서 자신의 

경력을 유지 및 확장, 지속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역량을 갖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론적 제안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 2-4를 도출하였다. 

가설 2-4: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지식공유는 경력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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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경력역량의 직접효과 

경력역량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는 사회인지경력이론과 인텔리전트 경력모형(DeFillippi & 

Arthur, 1996)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Lent(2006)의 사회인지경력이론을 기반으로 Barnett와 Bradley(2007)가 제시한 통합적

인 사회인지경력모형은 궁극적인 경력의 결과물은 개인적 특성과 맥락적 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한 

주도적 행동(proactive behavior)의 매개를 통해 얻어짐을 실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경력의 결과

물은 경력만족으로 측정하고,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기 위한 주도적 행동은 경력관리행동으로 측정

하였다. 이후 관련 연구자들은 확장된 사회인지경력모형을 기반으로 경력관리행동 외에 경력 자기

관리전략, 경력확장전략, 경력역량, 경력개발역량 등 경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

와 개념은 다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확장해 나가기 위한 행동적 개념을 

담고 있다. 경력역량(career competency)은 경력개발과 관련된 활동과 프로세스에 중점을 둔다

는 면에서 경력 자기관리 전략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경력역량은 자기인식과 강점 및 

약점에 대한 이해 등 경력전략 접근법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기 성찰적(self-reflection)을 포함하

는 보다 전체론적 관점을 가진 개념으로서(Haase, 2007) 심리적인 경력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

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경력역량은 인텔리전트 경력모형에 따르면 DeFillippi와 Arthur(1994)가 무경계 경력자가 

자신의 경력 개발을 위해 쌓아나가는 지식의 세 가지 방법으로 언급되었다. 역량 관점의 경력역량

은 의미역량(know-why), 기술역량(know-how), 관계역량(know-whom)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장 기반의 경력역량은 Bourdieu와 Collier(2021)가 자본의 개념과 연관지어 경력역량을 

정의하면서 등장했다. 그는 지식의 개념을 투자와 교환이 가능한 자본 형태로 설명하고 조직과 지

식 근로자가 이를 교환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언급했다(Lamb & Sutherland, 2010). 

Colakoglu(2011)은 인텔리전트 경력모형을 기반으로  MBA과정에 재학 중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경력자본의 관점에서 경력자본(career capital)을 의미자본, 기술자본, 관계자본 하위구인으로 구

성하여 무경계 경력과 주관적 경력성공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경력의 무경계

성(심리적 이동성과 물리적 이동성) 중 심리적 이동성이 높을수록 경력역량과 경력자율성을 매개

로 주관적 경력성공을 더 높게 인지함을 실증하였다. 경력역량은 확장된 이동성을 통해 조직 간의 

경계를 넘어 외부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위치와 인식을 탐색하게 하여 경력성공을 높게 인지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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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이지영, 2019). Francis-Smythe 외(2013)는 Hasse(2007)이 개발한 경력역량 

측정도구(CCI)의 타당화 및 경력성공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한 결과, 경력

역량의 7가지 하위 구성요소 중 직무관련 성과 효과성, 자기인식 외 모두 경력만족과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n den Born과 Van Witteloostuijn(2013)은 네덜란드 

전문직 프리랜서 1600명을 대상으로 인텔리전트 경력 모델을 기반으로 프리랜서 경력 성공 모델

을 개발했다. 이 연구에서는 자신의 경력 개발을 위해 시간, 에너지를 투자한다는 자본 투자의 관

점에서 인적 자본(교육, 일 경험), 동기자본(자율성, 도전, 유연성에 의한 동기부여), 개인특성 자

본(경력 통찰, 개방성, 주도성),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크기, 네트워크 활동 등)과 비즈니스 전략

(차별화 전략, 산업 특화전략 등)이 경력만족에 일부 혹은 완전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호(2011)은 경력역량(의미역량, 기술역량, 관계역량)이 개인의 성과를 예측하는 중

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실증하였으며, 이지영(2019)은 경력역량이 고용가능성, 적응수행, 조직몰

입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종합해보면, 경력역량은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지식, 행동 등으로

서 주관적인 경력만족감과 고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게 인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력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지면서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연구들에서 보다 

다차원적인 하위구인을 고려하여,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의 주관적 경력성공과의 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 인적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연구의 대상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경력개발을 위

한 기술을 향상함에 따라 자신의 경력이 성장하고 있음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경

력 구성주의 관점에서 볼 때, 경력역량을 많이 확보할수록 자신이 가진 자원과 환경적 조건을 고

려하여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됨에 따라 일과 일 외 삶의 영역에서의 조화로움

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 2-5를 도출하였다. 

가설 2-5: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력역량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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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식공유 및 경력역량의 매개효과 

1)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는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이

론과 실천공동체, 인텔리전트 경력이론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상황학습이론은 Lave와 Wenger(1991)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론으로 학습은 개인이 환경의 영

향을 받으며 타인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짐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구성원들이 상호작

용을 통해 얻는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은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천적 지식은 사회적 맥락, 즉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리질 수 있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지

식정보사회에서 직무, 조직의 니즈, 직업의 변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력 개발 및 확장에 요구되

는 목표계획, 전문지식 및 기술, 대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역량들은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현영섭(2009)는 보험설계사들의 실천공

동체를 대상으로 비공식네트워크가 지식공유를 매개로 개인의 경력계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

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에게 접목해보면, 다양한 기업, 기관 등 고객사의 강의에 대한 니즈

가 급변하여 강의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니즈에 부합하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프리랜서 강의일감이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속성을 가지

고 있으므로, 강의 외 코칭, 컨설팅, 자유기고 등 지식근로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일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력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경력 역량들은 자신이 경력을 쌓는 과정에

서 다양한 직무, 조직 경계를 이동하며 보다 폭넓은 분야의 직업 동향을 이해하고 통찰하게 될 가

능성이 높다. 이렇게 축적한 지식은 경력의 장에서 형성된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자

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서, 자신의 현재 경력 현황을 되돌아보고 획득한 지식을 기반으

로 경력 개발을 위한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력 확장을 위한 네트워킹을 보다 더 많이 하게 될 것

으로 추론할 수 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독립근로 형태로 일을 하지만 이들은 일을 하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이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한다. 개인이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

하는지, 연결되어 있는지와 같은 관계적인 특성은 학습에서 특히 중요한 기초가 된다(장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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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조직 내 임금근로자는 함께 일하는 동료와 일하는 장소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이들

과 상호작용하며 관계망을 구성하고,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조직이라는 뚜렷한 경계를 중심으로 

습득한다(Wenger & Snyder, 2000). 그러나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들과는 달리 조직과 같이 명

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일 관련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프리랜서와 임금

근로자의 관계망 형태와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의 관계를 통한 일

과 학습의 양상은 임금근로자의 학습과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다중경력과 경력개발시스템 이론의 관점에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다양한 일 관

련 공식 및 비공식적 네트워크 안에서 경력개발을 위한 지식이나 강의 일감 수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강사로서 이상적인 역할 모델을 제시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프리랜

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일과 관련해서 전 직장에서의 관계망,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관계망, 주변 

동료 강사들과의 관계망 등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이소연 외, 2019). 이는 프리랜서 기업교

육 강사의 경우, 조직구성원들과 달리 소속된 조직이 없어, 조직의 경력개발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력 관련 지식이나 도움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력을 쌓아감에 따라 사회적으로 형성

한 사람들은 경력 개발 및 확장에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 등의 다양한 역량을 확보하는 데에 도

움을 주는 근본적인 자원 제공의 원천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직무, 조직 

간 경계를 이동함으로서 경력 관련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보다 폭넓은 사람들과 

업계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게 됨으로서, 경력역량 형성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 3-1을 도출하였다. 

가설 3-1: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지식공유는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경력역량의 매개효과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경력역량의 매개효과는 경력단계이론과 경력유

형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는 Mirvis와 Hall(1994)은 21세기 지식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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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들은 분야별로 3-5년에 걸쳐 ①탐색→②시도→③확립→④숙달→⑤탐색으로 이어지는 경력단계

를 보인다고 제시했다. 미래의 전문가에겐 자신의 전문지식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을 가지면서 다양

한 분야로 경험을 확대하여 시장에서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김흥국, 2000).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일감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들 또한 일감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일과 직업에 대한 동기, 정체성을 강화하고, 전문지식과 기

술 자본을 축적하며, 일감을 함께 수행하며 관계를 형성한 다양한 분야별 프리랜서들, 일감 발주

사, 수주업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관계 자본을 쌓음으로서 시장에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전문가로서 신뢰와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감 직무 수행 상황에서 전문가로서의 신뢰와 인정은 직무 수행상 업무방식, 일정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Driver(1979)의 경력유형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는 나선형 혹은 전이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경력유형에 따라 이동의 방향이나 빈도, 특정 분야에의 지속기간, 

핵심가치, 행동역량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제시했다. 나선형과 전이형은 직선형과 전문가형에 비

해 창의성과 개인적 성장, 독립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한 분야에 체류하는 기

간이 나선형은 7-10년, 전이형은 3-5년으로 직선형과 전문가형이 거의 특정 분야에서 안정적인 

경력을 형성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짧은 단기간 경력패턴이 지속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전이

형의 경우 네트워크 구축, 학습 신속성, 혁신 등의 행동역량이 중요하며, 이들은 보상 측면에 있어 

승진보다는 독립과 자율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경력유형론에 비추어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를 생각해 보면, 이들은 단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감 경험을 쌓는 구조 속

에서 자연스럽게 일에 대한 동기, 기술, 관계역량 즉, 경력역량을 축적하게 된다. 축적된 경력역량

은 다른 일감 수행 시 전이 및 투입시킴으로서, 일감 기반 독립 근로자들은 독립된 저문가로서 직

무 수행상의 독립과 자율이라는 보상을 받을 때 심리적으로 경력 성공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경력역량의 하위 구인이 직업에 대한 정체성, 동기를 의미하는 의미역량, 기술역량, 사회적 관계

를 의미하는 관계역량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때, 국내 연구에서는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

력성공 사이에서 관계역량의 매개효과를 고찰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종원(2013)은 사

회적 자본이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성공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실증하

였다. 확인되었다. 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외부 경력기회에 대한 파악과 주도적인 경력탐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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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고용가능성을 높여주며, 자신의 경력에 대한 만족을 높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

로 해석이 가능하다. 고용가능성을 높여주는 외부 네트워크의 구축은 경력불안정성을 감소시키고 

잠재적 고용의 질을 높여주게 된다. 개인이 추구하는 무경계 경력은 자신의 친구, 동료, 상사 이외

의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관계를 구성하고 교류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 DeFillippi와 

Arthur(1996), Saxenian(1996)의 관점에서 구조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은 무경계 경력태도에 의

해 보다 확장되어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경력성공 지각의 정도를 높이도

록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3-2를 도출하였다.

가설 3-2: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의 경력역량은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지식공유 및 경력역량의 이중매개효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지식공유 및 경력역

량의 이중매개효과는 경력성공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효과 모형과 인텔리전트 경력이론에서 추론

할 수 있다. 경력성공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효과 모형(Seibert et al., 2001)은 자신의 경력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경력성공에 이르는 경로를 모형화하여 제시하면서 사회적 자본이론을 바탕으로 다른 

부서나 상위 직급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정보나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을 때 임금, 승진, 경력

만족 등 경력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직업을 찾고 자신의 경력에서 성

공하는 데에 사회적 네트워크는 큰 도움이 되며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일수록 다양한 사람과의 관

계를 통해 정보와 자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며, 조직도 구성

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들은 지식공유가 경력계획 행동의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고 있으나(백윤정, 김은실, 2008; 서미애, 2014; 현영섭, 2009),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주관적 경력성공의 개념 확장과 연구대상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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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맥락에서 이유를 유추할 필요가 있다. 즉, 주관적 경력성공의 개념은 단순히 현재 시점의 경

력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을 넘어 미래 경력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전 생애관점에서 일-삶 영역 

간 조화 등을 포괄하는 확장적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경력 관련 지식을 단순히 주고 받는 정도

보다는 공유된 지식을 자신의 경력과 연결지어 받아들이고 성찰하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

력역량이 달라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유

추할 수 있다.

인텔리전트 경력이론은 DeFillippi와 Arthur(1996)가 역량 기반 관점에서 무경계 경력을 소개

하며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1990년대 학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역량이 얼마나 집단적으로 조직의 활동과 미래 전략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강조

하였다(Grant, 1991; Hall, 1992; Prahalad & Hamel, 1990). DeFillippi와 Arthur(1996)는 무

경계 경력 관점에서 개인은 경력개발을 위해 세 가지의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자

신이 일을 하는 정체성, 동기에 해당하는 의미역량(know-why), 경력을 준비 및 확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을 의미하는 기술역량(know-how), 경력개발을 위해 대인관계에서 요구되는 관

계역량(know-whom)이라는 3가지 경력 역량을 제시했다. 

이소연 외(2019)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네트워크 특성과 기능에 관해 진행한 연구결과

를 살펴보면, 네트워크 내 구성원들 간의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즉 배태성이 높은 강한 유대관계를 

가진 네트워크일수록 관계망의 모든 기능들이 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다양성 지표인 크기, 범위, 지위는 개발지원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응답자들

의 개인적인 특성들은 학력을 제외하고는 개발지원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경력개발 지원 기능을 위한 네트워크는 동종업계에 종

사하는 동료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좁고 친밀하게 형성된 형태를 띄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두 이론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경력개발이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방향적인 작업이 아니라, 

사회적 공간 안에서 다양한 주체, 자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다양한 지식, 믿음 즉 경력

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역량(competency)를 축적하게 되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에게 이론을 접목해 보면, 특정 조직(혹은 고용주)에 소속되지 않은 채 계약에 의

해 자유로운 일정에서 일과 삶을 영위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경력개발은 개방시스템 중

에서도 자신의 유연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에서의 다양한 정보 공

유를 통해 자아의식, 심리적 안녕감, 새로운 기술 즉, 경력역량을 축적하게 된다. 이렇게 축적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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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역량은 개인으로 하여금 경력과정에서 느끼는 자신의 성장에 대한 만족, 미래에도 자신이 직무, 

조직, 직업 간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병행해가며 지속적으로 경력을 유지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서 주관적 경력성공을 증가시킬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3-3을 도출하였다.

가설 3-3: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은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를 이중매개할 것이다.        

다.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

1)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는 경력유형론과 경험학습이론, 

무경계경력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Driver(1979)의 경력유형론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경력이동

의 패턴은 ‘이동의 방향’과 ‘주기’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경력유형을 4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경력이동의 패턴을 ①직선형, ②전문가형, ③나선형, 

④전이형의 네 가지로 분류한 결과, 유형에 따라 이동의 방향이나 빈도, 특정 분야에의 지속기간, 

핵심가치, 행동역량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제시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이 조직, 직무 간 

경계 이동이 동일할 경우라도 기업교육 아웃소싱 환경 특성을 고려할 때, 강의 일감의 불안정성이 

높고, 다양한 조직들의 니즈에 부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력유형론에서 제시한 4개 경력유형 중 

④전이형에게 요구되는 필요역량으로 신속성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Arthur(2019)가 제시한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변인들 간의 통합적 모

델을 살펴보면, 무경계 경력태도와 기회 확대(정체성, 기술 향상, 관계 확장) 사이를 촉진하는 다

양한 변인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경력 이동의 자발성, 대처기술, 경력 자원들, 제도

적지지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학습 차원의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서 새로운 상황에

서 빠르게 상황을 탐색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능력 수준에 따라 축적하는 경력역량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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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경계 경력태도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직무, 조직 간 경계를 넘나들며 일을 하고자 하는 심

리와 특정 조직과의 고용계약 보다는 다양한 조직 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앃아나가는 경

력 패턴에 대한 선호도를 높게 나타낸다. 특정 경계 없이 경력을 쌓아나간다는 것은 단일 조직 안

에서 경력을 쌓는 것과 같이 일정한 직무 역할과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자신의 경력을 형성함

에 대해 특정 조직과 비교할 때 보다 많은 계획과 준비가 요구될 수 있다. 또한 일과 관련하여 관

계 맺는 사람들이 보다 많고, 다양한 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

한 경력 상황에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경우 직무, 조직 간 경계를 유연하게 이동하며 경

력을 쌓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보다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운 일터환경에서 경력을 실제로 

쌓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 일터환경이 달라져도 통용될 수 있는 경력 역량을 더 많이 축

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력역량이 내면으로 축적되는 수준은 개인이 얼마나 변화무쌍한 경력환경에서 신속하

고 유연하게 대응해 왔느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강의수요 또는 기업

의 니즈가 일터에서 주어졌을 때 빠르게 상황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성찰 및 판단하여 유연하게 

적용하는 학습민첩성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 간의 영향에 

정적(+)인 조절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가설 4-1을 도출하였다.

가설 4-1: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학습민첩성은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2)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는 자원기반이론과 인텔리전트 경력이론

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력역량은 지식을 기반으로 경력을 쌓아나가는 지식근로자들이 어떤 상황

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정체성, 경력 향상을 위한 기술, 네트워킹 역량이 요구되

며, 이는 지식이라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원활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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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우 일감에 따라 단기적으로 고용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일을 해나가며, 경력 관련 암묵지 

나 일감 관련 정보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원활한 관계맺음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업무 관련 사람들과 업계 동향에 대한 지식을 원활하게 주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얼

마나 개방적으로 외부 정보를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적용할 수 있

는 민첩성 수준에 따라 경력역량이 축적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지식공유는 자신의 경력개발을 위해 직업적 공동체 즉 동료강사들, 고객사 담당자

들과 강의 관련 기술 및 업계 동향에 대한 지식을 주고 받는 맥락적 활동의 개념이다. 경력역량은 

경력을 쌓아감에 따라 축적되는 의미, 기술, 관계적 차원의 역량을 의미한다. 지식공유 자체는 주

고 받는 상호교환적 활동이지만 경력역량 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식획득이 선행되어야 한

다. 그러나 획득한 지식이 자신의 경력역량으로 체화되는 데에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지식 획득과 지식 적용은 개념과 진행단계가 구별된다. 직업적 공동체에서 얻은 강의 

기술 및 업계동향을 동일하게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향후 자신의 경력 목표 설정 또는 경력 향상

을 위해 연마해야 할 기술을 빠르게 파악하고 유연하게 적용하는 학습민첩성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경력역량을 보다 더 많이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

이 가설 4-2를 도출하였다. 

가설 4-2: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학습민첩성은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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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인 간 관계 종합  

변인 간 관계를 종합한 표는 다음과 같다(<표 Ⅱ-24> 참조).

구분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가설 1) 모형 적합도 -

직접

효과

(가설 2-1)

무경계 경력태도

→  주관적 경력성공

Ÿ 무경계 경력 관점
Ÿ Ellig & Thachenkery(1996), Briscoe 외(2006), 공석길, 오석윤(2015)

(가설 2-2)

무경계 경력태도

→  지식공유

Ÿ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 이동자본, 지식중개 이론

Ÿ Anneleen Forrier et al.(2009), Currie & White(2012), Hargadon(2002), 

Lingo & O'Mahony(2010)

(가설 2-3)

무경계 경력태도  

→ 경력역량

Ÿ 인텔리전트 경력이론(DeFillipArthur,1996), 경력격자 분류법 (Sullivan et 

al.,1998),

Ÿ Ellig & Thatchenkery(1996), Jones(1996), Blustein(1997), Mullins(2019), 

Saxenian(1996), Hasse(2007), Van den Born & Van Witteloostuijn(2013), 

이지영, 이희수(2019), 진성미(2013), 공석길, 오석윤(2015)

(가설 2-4)

지식 공유 → 경력역량

Ÿ 자원기반이론, 사회적 학습이론

Ÿ 김화연, 이형룡(2015), 서미애(2014), 현영섭(2009), 현영섭, 조대연(2010)

(가설 2-5)

경력역량 

→ 주관적 경력성공

Ÿ 사회인지경력이론, 인텔리전트 경력 이론

Ÿ Colakoglu(2011), Akkermans et al.(2013), Francis-Smythe et al.(2013), 

Van den Born & Van Witteloostuijn(2013), 이지영(2019)

매개

효과

(가설 3-1)

무경계 경력태도 → 지식공유 

→ 경력역량 

Ÿ 상황학습이론, 실천공동체, 인텔리전트 경력 이론

Ÿ Arthur & Rousseau(1996), Raider & Burt(1996), Stefan Suß 

&Johannes Becker(2013), 현영섭(2009)

(가설 3-2)

무경계 경력태도→ 경력역량 

→ 주관적 경력성공

Ÿ 경력단계이론, 경력유형론

Ÿ Brousseau et al.(1996), Driver(1979), DeFillippi & Arthur(1996), 

Saxenian(1996), 하종원, 송해덕(2012)

(가설 3-3)

무경계 경력태도 → 

지식공유 → 경력역량 

→ 주관적 경력성공

Ÿ 경력성공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효과 모형

Ÿ DeFillippi & Arthur(1996), Mirvis & Hall(1996), Greenhaus(2004), Arthur 

et al.(1999), 강예지, 장원섭(2018), 김현우, 홍아정(2016), 문세연(2019), 

진성미(2009, 2013), 김대영, 박상오(2019), 신소영, 이수용(2017)

조절

효과

(가설 4-1)

무경계 경력태도 →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

Ÿ 경력유형론, 경험학습 이론

Ÿ Arthur(2019), Dries et al.(2012), 박상오(2017)

(가설 4-2)

지식공유 → 경력역량의 관계

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

Ÿ 자원기반이론, 인텔리전트 경력이론

Ÿ 배을규, 박상오(2018)

<표 Ⅱ-24> 변인 간 관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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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및 학습민첩성과 주관적 경력

성공의 구조적 관계 검증을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잠재변인은 직접 측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잠재변인별 관찰변인을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각 잠재변

인들의 관찰변인은 이론적 배경 고찰을 통해 총 15개로 설정하였다. 각 변인별 하위 요인을 살펴

보면 첫째, 주관적 경력성공은 경제적 보상 만족, 경력성장 만족, 일-삶 조화, 일 확보 가능성으

로 구성하였으며, 둘째, 무경계 경력태도는 심리적 이동성, 물리적 이동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지식공유는 지식 제공, 지식 획득으로 구성하였고, 넷째, 경력역량은 의미역량, 기술역량, 관계역

량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학습민첩성은 개방적 감지, 전략적 탐색, 실험적 적용, 비판적 성찰로 

구성하였다.

[그림 Ⅲ-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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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기업 및 기관의 

성인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을 지원 및 촉진하며 직접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전체이다. 기업 및 기관이라 함은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민간기관,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

한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는 현재 법률 및 통계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업 및 기

관마다 내부적으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풀(pool)을 기반으로 강의 필요시 수급하며, 강사협

회 및 강사정보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산발적으로 등록되어 있어, 정확한 모집단을 산출하는 데에

는 어려움이 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모집단은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한 모집단 추정에는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나, 현존하는 공공데이터 ① 지역별 고용조사, ② 평생교육통계, ③1인 창조기업, ④ 

코로나 지원금 신청자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략적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모집

단을 추정하였다.

① 지역별 고용조사 하반기(A)형 원자료(2019)는 직업 세분류별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파악할 수 있다.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18,318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내에는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등 다양한 산업교육강사들이 포함되

어 있으며 더 세분화된 통계치는 확인이 어렵다. ② 평생교육통계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모집

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주된 교육장소인 기

업 및 기관 교육연수원 교육생수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교육통계서비스는 매년 평생교육

통계를 집계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는 평생교육기관 수, 교육생수, 프로그램 수, 강사 수가 포함되

어 있다. 평생교육통계(2019) 집계에 의하면 평생교육강사는 82,876명이며, 기관수는 4,295개, 

교육생 수는 16,348,842명, 프로그램수는 244,421개이다. 평생교육 강사는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

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교수자로서,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있다(박

경은, 2019; 유수란, 배을규, 이민영, 2018). 이들은 평생교육기관 뿐 아니라 기업체 등 다양한 

조직 간 경계를 넘나들며 강의를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강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수 대비 강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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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기준으로, 민간기업 및 기관, 공공기관 연수원의 교육생수 자료를 확보하여, 민간기업 및 

기관, 공공기관 연수원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2019)의 공공교육훈련기관 현황자료 확인 결과, 공공교육훈련기관이 총 83개 기관이

며, 각 교육훈련기관별 교육생수와 프로그램수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③ 1인 창조기업실

태조사(2019)는 업종별 1인 창조기업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중 교육서비스업 1인 창조기

업가는 68,083명으로 파악되었으나, 1인 창조기업 활동 초기 단계에서 지원금을 제공받는 대상에 

한정하여 데이터가 집계되었다는 점과 교육서비스업 내에 다양한 산업교육강사들이 포함되어 있

고, 더 세부화된 통계치는 파악이 어렵다.

④ 고용노동부(2020.11.0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지원금 총 수급자 586,892명(100%) 중 종사자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직종 중 하나로 교육

관련 종사원(17.6%, 10.3만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교육 관련 종사원에는 학원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방과후 교사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한 (A)프리랜서 교육

관련 종사원 중 평생교육통계(교육부, 2019)에서 집계된 (B)학원강사 43,802명과 (C)방과후학교 

운영현황 통계(교육부, 2019)에서 집계된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25,152명을 제외하면 공공데이터 

상에서 확인가능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는 34,313명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 코로나 지

원금(2020)에 따르면 프리랜서 수급조건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 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월 합산 50만 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인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비교적 활동이 저조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로 한정

될 여지가 있어, 전체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모집답은 34,313명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강사협회 및 강사 중개업체, 온라인 강사카페에 등록

된 회원수 조사를 추정이 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사)한국강사협회(www.kela.co.kr)와 같은 

협회와 파인드 강사(www.findks.com), 이랜서(www.elancer.co.kr), 러너코리아(https://learnerkorea.com/) 등의 

기업교육 강사 섭외 전문기관, 엑스퍼트컨설팅(www.exc.co.kr), 한국능률협회컨설팅(www.kmac.co.kr) 등의 

기업교육 전문회사, 네이버 강사쟁이(https://cafe.naver.com/kangsahome)와 같은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강사

들의 온라인 카페 회원수를 모두 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두 곳 이상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활동

하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수가 합계에 중복되어 포함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

하는 강사들에 대해서는 집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참고로 통계청에서는 2021년 말까지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 세분화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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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 종사상 지위는 상용·임시·일용근로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

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로 분류되어 있어,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파악에 어려움이 따랐다. 종사상 지위분류 개정을 통해 종속 계약자 전체 인원 중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강사 유형별로 통계조사가 이뤄진다면 기업체 출강강사 분류에 대한 보다 명확

한 모집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표집

 이 연구의 표집방법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부

재하여 비확률표집 중 할당표집(quota sampling)방법을 사용하여, 월간 HRD(2021. 03. 01)의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실태조사 결과 및 김윤정 외(2018)등의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표 

Ⅲ-1>과 같이 경력년수를 기준으로 6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400배 설문 배포를 목표로 경력년수

별로 표집 목표 인원을 할당하여, 최대한 다양한 특성을 지닌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를 표집하고

자 하였다.

경력년수 설문배포 부수 비율

1년 이상~3년 미만 95 24%

3년 이상~6년 미만 65 16%

6년 이상~9년 미만 70 17.5%

9년 이상~12년 미만 70 17.5%

12년 이상~15년 미만 55 14%

16년 이상~ 45 11%

전체 400부 100%

<표 Ⅲ-1>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할당표집 분포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강사 중개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엔진에서 키워드 ‘기업교육 

강사 섭외, 파견’검색 결과 약 20여개 업체가 도출되었으며, 특정 분야(CS, 마케팅, IT 등)에 특

화된 강사 중개업체 및 전속강사 운영업체는 이 연구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또한 

유형(협회, 강사 중개업체, 강사카페)별 설립년도, 등록 강사수, 기타(연간 강의건수, 고객사수 등) 

고려하여 총 12개의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중개업체 리스트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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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와 같이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경력년수를 고려하여 설문 대상을 할당하기 위해 관

련 기관 담당자의 협조, 온라인 홈페이지, 강사편람을 통한 개별연락 방법을 다각도로 활용하였다. 

12곳의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업체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프리랜서 기업교

육 강사 중 할당표집 분포를 위한 경력년수 기준에 부합하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링크

주소를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설문응답을 완료한 강사들에 대해서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

을 약속하고, 강사명 리스트를 연구자가 공유받아 타 업체에 설문배포 요청 시 응답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일부 기관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강사에 한하여 개벌 연락하는 것으로 

협조를 받아 홈페이지 상에 공개된 강사의 프로필을 확인하여 경력년수별로 선정하였으며, 한국인

사관리협회 및 월간HRD는 출간된 강사편람의 강사 프로필에서 경력년수를 환산하여 할당표집 분

포에 맞게 개별적으로 유선 연락하여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담당자와 설문 응답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하였다.

주) HRD전문회사 중 엑스퍼트컨설팅은 전속강사, 능률협회컨설팅은 대학교수 활용비율이 높아 표집 대상에서 제외함. 

구조방정식 분석 방법을 사용함에 앞서 모집단 규모에 따른 적정 표본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 최소표본 규모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며, 최대우도법(maximun likelihood: 

유형 No. 업체명 설립년도 등록 강사수 기타 웹페이지

협회

1 한국인사관리협회 1976년 600명 강사편람(연간 출판) http://www.insabank.com/in/

2 월간HRD 1987년 6,500명 강사편람 http://www.khrd.co.kr/

3 (사)한국강사협회 2005년 4,240명 강사 교육/교류/중개 http://www.kela.co.kr/

강사 

중개업체

4 러너코리아 2000년 - 교육/강사 중개 http://learnerkorea.com/

5 ㈜파인드강사 2011년 2,445명 http://www.findks.com/

6 강사야 2011년 2,904명 http://www.gangsaya.co.kr/

HRD

전문회사

7 커넥트밸류 2015년 550명 고객사 230개 http://www.connectvalue.net/

8 표준협회 1962년 1.000명 http://www.ksa.or.kr/intro.do

9 ㈜수토피아HRD컨설팅 2008년 90명 http://www.sutopia-consulting.co.kr/

10 PNF 2011년 - http://www.pnf.ac

강사카페
11 호오컨설팅 2013년 10,000명 1200여건(2018년) http://www.hooh.kr/

12 네이버 강사쟁이 2018년 9,011명 강사 교류/중개 http://cafe.naver.com/kangsahome

<표 Ⅲ-2>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관련 기관 및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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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의 적절한 최소 표본 크기는 일반적으로 100~150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Ding et al., 

1995).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최대우도법을 활용할 경우 100개에서 150개 사이의 데이터가 분석

에 필요하다고 권장되고 있다. 또한 예측검증력 확보를 위해 측정변인과 사례 수의 비율이 1:15를 

충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찰변인이 16개로 최소 240명 이상의 표본수가 필요

하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최소 200명 이상의 표본을 구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300명 이상의 

표본을 확보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류근관, 2013). 또한 우종필(2012)

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표본의 크기는 200개 이상이며, 

400개 이상이면 오히려 모형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

기 위해 350개의 표본크기를 설정하였으며, 회수율과 불성실 응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

효 응답률을 85%로 설정한 것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총 400명의 표본크기를 설정하였다. 

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의 영향요인을 구명한다는 연구 목적

에 따라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주관적 경력성공,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학습민첩성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가 설정한 조사도구는 주관적 경력성공 16문항, 무경

계 경력태도 13문항, 지식공유 10문항, 경력역량 19문항, 학습민첩성 16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8문항으로 총 82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Ⅲ-3> 참조).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 및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심층면담 결과를 기

반으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노동시장과 경력 개발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변인들의 개념 

설정 및 구인화를 통해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무경계 경력태도는 Sullivan 외(2006), 

Briscoe 외(2006)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맥락을 고

려하여 문구를 수정하였다. 경력역량은 Hasse(2007)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국내 상황에 맞게 번

안 및 타당화한 이지영, 이희수(2019)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지식공유는 Van den Hooff와 De 

Ridder(2004)가 개발하고, 서미애(2014)가 번안하여 타당성을 검증 받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습

민첩성은 박정열, 김진모(2019)가 일터 맥락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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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무경계 경력태도, 경력역량, 지식공유, 학습민첩성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기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는 도구는 예비문항 작성 후 내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 분석을 통해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

사 맥락에 맞지 않는 일부 용어를 수정·보완하여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여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할 조사도구 

문항을 확정하였다.

구분 문항수 문항번호 합계 도구 구성 및 개발 관련 선행연구

주관적 

경력성공

경제적 보상 만족 4

I

1~4

16

Ÿ 경제적 보상 만족

- Gatticker & Larwood(1986), 

  신수림, 정진철(2014)

Ÿ 경력성장 만족

- Greenhaus et al.(1990), 김나정, 차종석(2018),  

  신수림, 정진철(2014) 

Ÿ 일-삶 조화

- 김정운, 박정열(2008), 남중수(2014)

Ÿ 일 확보 가능성

- 김나정, 차종석(2018), 남중수(2014) 

경력성장 만족 4 5~8

일-삶 조화 4 9~12

일 확보 가능성 4 13~16

무경계

경력태도

심리적 이동성 8
Ⅱ

1~8
13 Ÿ Sullivan et al.(2006), Briscoe et al.(2006)

물리적 이동성 5 9~13

지식공유
지식 제공 6

Ⅲ
1~6

10
Ÿ Van den Hooff & De Ridder(2004): 원안 

서미애(2014): 번안지식 획득 4 7~10

경력역량

의미역량 7

Ⅳ

1~7

19
Ÿ Haase(2007): 원안

Ÿ 이지영, 이희수(2019): 번안
기술역량 8 8~15

관계역량 4 16~19

학습

민첩성

개방적 감지 4

Ⅴ

1~4

16 Ÿ 박정열(2019), 박정열, 김진모(2019)
전략적 탐색 4 5~8

실험적 적용 4 9~12

비판적 성찰 4 13~16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결혼여부, 최종 학력, 

강사 활동 직전 직업, 연령대, 

주요 강의분야, 프리랜서강사 

경력년수, 총 경력년수)

8 Ⅵ 1~8 8 -

문항 수 82 -

<표 Ⅲ-3> 조사도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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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관적 경력성공

주관적 경력성공 도구 확정 절차는 <표 Ⅲ-4>와 같다. 먼저, 종속변인인 주관적 경력성공 도구 

개발을 위해, 연구자가 설정한 구인과 문항이 적절한지에 대해 안면타당도, 내용타당도, 신뢰도 검

사를 실시하였다. 도구개발 이후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잠재변인

의 관찰변인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도구를 

최종 확정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단계에서 필요한 응답자수는 대략 30명에서 100명 사이이다. 자

료수집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응답자수를 결정하여 실시한다. 이 때 응답자수는 예비조사도구를 

배포한 수가 아니라 회수한 수를 의미한다(권대봉, 현영섭, 2004). 그 다음 본조사를 실시하여 신

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 세부 내용 비고

1. 구인화 Ÿ 선행연구 및 심층면담 결과 분석을 통해 적합한 요인과 문항 추출
주관적 경력성공 

도구

2. 예비문항 작성
Ÿ 선행연구 및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심층면담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 및 표현 수정/보완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모든 변인

3. 내용타당도 분석 

Ÿ 교육학 박사 3인 대상 내용타당도 분석 

    - 지시문의 명확성, 문항 이해도, 반응의 용이성 등

Ÿ 분석 결과에 따른 문항 수정/보완

4. 안면타당도 분석
Ÿ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 3인 대상 안면타당도 분석

Ÿ 분석 결과에 따른 문항 수정/보완

5. 예비조사

Ÿ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93명 대상 예비조사 설문 실시

Ÿ 신뢰도 분석을 통한 문항의 내적 일치도 확인

Ÿ 주관적 경력성공 도구 

-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적재량 낮은 문항 내용 수정/보완

      (주성분 분석, Varimax 방식에 의한 직교회전 방식)

6. 본조사

Ÿ 본 조사 도구 완성 후 온라인 설문을 통해 374부 수집

Ÿ 신뢰도 분석을 통한 문항의 내적 일치도 확인

Ÿ 주관적 경력성공 도구

-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Ÿ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Ÿ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할 조사도구 문항 확정

<표 Ⅲ-4> 주관적 경력성공 도구 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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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인화

이 연구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로서 지금까지의 경제적 보상 및 경력 

성장, 일-삶 조화에 대한 만족감과 앞으로의 일 확보 가능성에 대한 자기 평가로 정의하였다. 프

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 도구의 구인화를 위해 첫째, 국내외 주관적 경력성

공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여러 학자들이 주관적 경력성공의 주된 구성요소로 간주하는 내용이 무

엇인지 살펴보고, 둘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심층면담 문항 중“어떠한 경우에 나의 경력이 성

공적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의 답변 내용들을 검토하여 선행연구의 주된 구성요소 내용과 관련

성 혹은 유사성이 있는 내용 간의 유목화를 통해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을 구

인화하였다([그림 Ⅲ-2] 참조).

주관적 경력성공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경력만족, 직무만족, 고용가능성 세 가지를 주된 구성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직무만족은 자신의 경력

[그림 Ⅲ-2]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 구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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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는 경력만족의 하위 개념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주관적 경력성공의 

별도 구인으로 설정하지 않거나, 상사, 승진, 급여, 동료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

되어 있어,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로 경력을 쌓아나가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력만족 하위 문항을 살펴보면, 객관적 기

준에서의 수입, 승진에 대한 만족감이 포함되어 있어 직무만족의 문항구성과 중복되며, 이 또한 프

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와는 거리가 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대상 심층면담에서“내가 생각하

는 수준의 가치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라는 응답과“같은 분야의 동료들이 받는 강사료 수준만큼 

받는 것”이라는 응답에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에게 객관적 기준의 수입 보다는 주관적 기준

에 충족되는 경제적 보상 만족감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동료들의 수입에 비해 자신의 수입 

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지 타인 기준 비교하는 인식이 경제적 보상에 대한 만족감에서 중

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주관적 경력성공의 첫 

번째 하위구인을‘경제적 보상 만족’으로 도출하였다. 

2010년 이후 김나정, 차종석(2018), 박경은(2019), 신수림, 정진철(2014) 등은 경력만족, 직

무만족, 고용가능성 외에 경력을 쌓아나가며 자신의 전문성 신장과 자기계발 등을 통해 얻는 만족

감을 주관적 경력성공의 중요한 별도의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신수림, 정진철(2014)는 직무

만족, 경력만족 문항 내 임금, 승진 등의 내용과 혼재되어 있는 경력성장에 관한 내용(경력목표 달

성 과정, 새로운 기술과 능력 개발 향상)을 분석하여‘경력성장 만족’이라는 하위구인을 개발하

였다. 박경은(2019)는 평생교육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강의 경험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를 진행한 결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강의 경험을 통해 학습자들의 성장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심층면담에

서“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성공했다고 느끼는 것”,“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전문성이 성장한다

고 느끼는 것”,“원하는 분야에서 원하는 전문성 수준만큼 수행하는 것”이라는 응답과도 맥을 

같이 하는 구성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의 두 번

째 하위구인을‘경력성장 만족’으로 도출하였다.

남중수(2014), 임소현(2019) 등은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로 일-삶 조화를 포함하고 있

다. 남중수(2014)는 김정운, 박정열(2008)이 일-삶의 균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29문항

을 영역별(일-가족균형, 일-여가균형, 일-성장균형, 전반적 평가 등 4개 영역) 대표 문항을 발췌

한 5개 문항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임소현(2019)는 대기업 여성근로자들을 연구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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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이들의 경력을 전 생애 관점에서의 일 관련된 경험으로 볼 때, 일과 삶(여가, 가족, 성장, 

전반적 삶)이 조화롭게 영위되고 있다는 심리적 인지가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주관적 경력성공감

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경우 여성 비율이 높고, 

주된 강사 입직 동기가 기업에서 인사 및 교육관련 업무 경력을 일정 기간 이상 쌓은 후 육아와의 

병행 혹은 자기계발(대학원 진학 등), 독립적 업무 수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자기계발을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스케줄”,“성수기에 일이 몰리고 비성수기에 여

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심층면담 내용에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에게 일-삶 조

화가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

적 경력성공의 세 번째 하위구인을‘일-삶 조화’로 도출하였다. 

고용가능성 문항의 경우는 남중수(2014)를 살펴보면, 고용가능성 구인의 초점이‘타인과 비교

할 때’,‘자신의 분야에서의’,‘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고용가능성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우 특정조직에 소속되는 노동 형태가 아니므로 근본적으로 고용가능

성의‘고용’이라는 용어가 조직에 소속되어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의미로 여겨질 수 있

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심층면담 내용 분석 결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 것”,“ 더 많은 분야에서 강의할 수 있는 것”,“일할 수 있는 영역을 넓

혀갈 수 있는 것”등 단순히 미래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의 네 번째 하위구인

을‘일 확보 가능성’으로 도출하였다. 

경력성공을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 <표 Ⅲ-5>와 같이 주관적 경력성공 및 

하위요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비교이론을 근거로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기준과 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타인비교기준 평가로 구성한 Heslin(2003, 

2005), 신수림, 정진철(2014)의 측정척도를 기반으로 주관적 경력성공 하위요인 중 경제적 보상 

만족, 경력성장 만족, 일 확보 가능성 문항을 구성하였다. 일-삶 조화의 경우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얻는 만족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판단하여 타인비교기준 평가를 문항 개발에 적용하지 않았

다. 다른 하위요인들은 자신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만족감이기 보다는 외부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에서 타인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반면, 일-삶 조화는 자신이 일과 삶의 영

역에서 질적인 에너지 투입 정도를 통제하고 적절히 사용할 때 느끼는 것이므로 자기기준평가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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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및 하위요인 조작적 정의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로서 지금까지의 경제적 보상 및 경력 성장, 일-삶 조화에 대한 

만족감과 앞으로의 일 확보 가능성에 대한 자기 평가

경제적 보상 만족 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자신의 주관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느끼는 정도

경력성장 만족
경력성장을 위해 향상시켜온 능력 및 기술과 경력 목표 달성 과정, 전반적 경력에 만족

하는 정도

일-삶 조화 일과 일 이외의 삶(가정, 여가, 자기계발)을 서로 조화롭게 영위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일 확보 가능성 미래에 다양한 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느끼는 정도

<표 Ⅲ-5>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 및 하위요인의 조작적 정의

2) 예비문항 작성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예비문항은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도구를 

수집하여 구성하고, 개념적 구인화 모형을 통해 도출된 구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참조하여 작성

되었다. 4개 하위요인을 바탕으로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문항을 개발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표 Ⅲ-6>과 같다. 3, 4, 6, 14, 16번 문항의 경우‘동료’는 의미가 광범위하고 모호하

다고 판단되어, 구체적으로‘동료강사’로 수정하였다. 

하위요인 예비문항

경제적 보상 

만족

1. 지금까지 받아온 수입에 만족한다.

2. 내가 일해온 가치만큼의 보상에 만족한다.

3. 내 분야의 동료강사들과 비교할 때, 내 수입에 만족하는 편이다.

4. 내 분야의 동료강사들과 비교할 때, 일한 만큼의 공정한 보상을 받아온 편이다.

경력성장 만족

5.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들을 잘 개발해 왔다.

6. 내 분야의 동료강사들과 비교할 때,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편이다.

7.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진전에 만족한다.

8. 경력에서 이루어 놓은 성공에 만족한다.

<표 Ⅲ-6>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 하위요인별 예비문항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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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예비문항

일-삶 조화

9. 일과 가정생활이 충분히 조화롭다.

10. 일과 여가생활이 충분히 조화롭다.

11. 일과 자기개발이 충분히 조화롭다.

12. 요즘 일에 치어 사는 것 같다(R).

일 확보 가능성

13. 현재 나의 능력을 고려할 때, 다른 조직들이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간주할 것 같다.

14. 현재 나의 경험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동료강사들보다 많은 일 기회가 있을 것이다.

15. 나는 원할 경우 언제든 내 분야에서 새로운 경력 기회를 찾을 수 있다.

16. 나는 동료강사들보다 다른 분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표 Ⅲ-6> 표 계속

3) 내용타당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도출된 예비 문항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 3인을 대상으로 예비문항 내용이 각각

의 하위 요인들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타당하게 구성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분석을 실시했다. 각 문항은 매우 타당하다(5점), 타당하다(4점), 보통이다(3점), 타당하

지 않다(2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1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 결과 각 문항들의 평균이 모

두 4.0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출된 검토의견에 대해 수정 및 보완한 사항은 다음과 같

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인 중 일-삶 조화 4번 문항 ‘요즘 일에 치어 사는 것 같다’는 표현

이 다른 1~3번 문항의 내용들과 구조가 다르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김정운, 박정열

(2008)이 개발한 일과 삶 균형 척도의 4개 요인(일-가족 균형, 일-여가 균형, 일-성장 균형, 전

반적 평가)별로 각 1문항씩 구성한 결과이며, 그 중 전반적 평가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일과 

일 외 영역 간에 투입하는 시간, 에너지 등의 양적 균형이 아닌, 일과 삶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

하고 있다고 느끼는 질적 균형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포함한 것이므로, 기존 문항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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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면타당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도출된 예비 문항을 바탕으로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 2인과 HRD전문회사 담당

자 1인을 대상으로 예비문항의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와 사용된 용어가 이해하는 데 어려

움이 없는지에 대해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타당하다(5

점), 타당하다(4점), 보통이다(3점), 타당하지 않다(2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1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 결과 각 문항들의 평균이 모두 4.0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항의 내용이 기

업교육 프리랜서 강사 맥락에 적절하지 않거나, 요인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정 및 보완하였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인 중 경제적 보상 만족 2번 문항에서‘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로서 

나는 일해온 가치만큼의 보상에 만족한다’는 표현보다 1차 번안(내가 쌓아온 수입은 내가 일하는 

가치만큼 충분하다.)이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경제적 보상에 대해 심리적으

로 느끼는 만족감 정도를 명확하게 측정하고, 다른 문항들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충분하다’

는 술어를‘만족한다’로 수정한 기존 문항을 유지하였다. 일-삶 조화 1~3번 문항의‘충분히 조

화롭다’에서‘충분히’라는 부사가 조화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어야 응답하도록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충분히 조화롭다는 표현이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여겨질 

수 있고, 모호하다고 판단되어‘충분히’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5) 예비조사

내용타당도 안면타당도 분석을 거쳐 수정·보완된 82개의 예비문항을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2021년 4월 22일~25일 4일간 온라인을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대상은 현재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강사 중개업체 협조를 얻

어 웹사이트에 공개된 강사 연락처를 확인하여 경력년수 최소 1년 이상이면서 강의분야를 다양하

게 고려하여 100명에게 개별적으로 설문 안내 문자 발송 및 유선 통화로 설문을 안내한 결과 총 

93명의 응답결과가 취합되었다. 

주관적 경력성공 예비조사에 대한 KMO .776,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p=.000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예비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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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를 확인한 결과, 신뢰도는 .846이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는 경제적 보상만족 .917, 경력 성장 만족 .778, 일-삶 조화 .759, 일 확보 가능성 .707로 나타

났다(<표 Ⅲ-7> 참조).  

문항번호 문항
성분

1 2 3 4

1 경제적 보상 만족 1 지금까지 받아온 수입에 만족한다. 0.883 0.060 0.094 0.066

2 경제적 보상 만족 2 내가 일해온 가치만큼의 보상에 만족한다. 0.896 0.224 0.003 0.008

3 경제적 보상 만족 3
내 분야의 동료강사들과 비교할 때, 내 수입에 만족하

는 편이다.
0.839 0.067 0.296 0.071

4 경제적 보상 만족 4
내 분야의 동료강사들과 비교할 때, 일한 만큼의 공정

한 보상을 받아온 편이다.
0.826 0.114 0.134 -0.064

5 경력 성장 만족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들을 잘 개발해 왔다. 0.126 0.025 0.815 -0.046

6 경력 성장 만족 2
내 분야의 동료강사들과 비교할 때, 업무 수행 능력수

준이 높은 편이다.
0.005 0.150 0.780 0.215

7 경력 성장 만족 3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진전에 만족한다. 0.484 0.097 0.461 0.341

8 경력 성장 만족 4 경력에서 이루어 놓은 성공에 만족한다. 0.441 0.087 0.632 0.310

9 일-삶 조화 1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다. 0.210 0.782 0.147 0.103

10 일-삶 조화 2 일과 여가생활이 조화롭다. 0.216 0.874 0.122 0.076

11 일-삶 조화 3 일과 자기개발이 조화롭다. 0.346 0.680 0.096 0.127

12 일-삶 조화 4 요즘 일에 치어 사는 것 같다(R). -0.248 0.658 -0.027 -0.162

13 일 확보 가능성 1
현재 나의 능력을 고려할 때, 다른 조직들이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간주할 것 같다.
0.280 0.211 0.429 0.452

14 일 확보 가능성 2
현재 나의 경험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동료강사들보

다 많은 일 기회가 있을 것이다.
0.126 0.039 0.245 0.691

15 일 확보 가능성 3
나는 원할 경우 언제든 내 분야에서 새로운 경력 기

회를 찾을 수 있다.
0.057 0.042 0.006 0.807

16 일 확보 가능성 4
나는 동료강사들보다 다른 분야로 쉽게 이동할 수 있

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0.147 -0.037 0.079 0.757

<표 Ⅲ-7> 주관적 경력성공 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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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경제적 보상 만족, 일-삶 조화, 일 확보 가능성

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나, 경력 성장 만족은 1, 2, 4번 문항이 하나의 요

인으로 묶였으나, 3번 문항이 경제적 보상 만족 요인에 같이 묶이는 것으로 나타나 문항 수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경력 성장 만족 3번 문항의 경우 경제적 보상 만족 요인 적재값이 .484, 경력 

성장 만족 요인 적재값이 .461로 두 요인 적재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 제거 시 전체 신뢰도 계수가 높아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는 .828로 기

존 신뢰도 계수인 .846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문항을 삭제하지 않고, 경력 성

장 만족 3번 문항에서‘진전에 만족한다’는 표현을‘노력에 만족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이

해하기 쉽다는 전문가 및 종사자 검토 의견을 수용하여,‘진전’을‘노력’으로 수정하였다. 

6) 본조사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된 문항을 바탕으로 실시한 본조사를 통해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잠

재변인 및 측정변인들의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주관적 경력성공 도구 

개발의 경우에는 문항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위해 문항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인 중 일-삶 조화 1개 문항

(12번 문항)이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적재량 .05 이하로 최종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주관

적 경력성공 도구 개발의 경우에는 문항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위해 조사도구 통계치 검토 기

준은 <표 Ⅲ-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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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문항

분석

평균
Ÿ 중앙값에 근접하는 수치여야 하며, 평균값이 1.4~4.5일 때 수용가능함(5점 

척도)(Meri & Gati, 1981)

표준편차
Ÿ 분포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75 이상일 때 수용가능(Meri 

& Gati, 1981)

왜도
Ÿ 분포의 모양이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수치이며, 왜도 <+-2를 

기준으로 제시(이종범, 2005)

첨도
Ÿ 분포의 뾰족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첨도 <+-2를 기준으로 

제시(이종범, 2005)

문항-전체 상관

Ÿ 일반적으로 .3 이상이면 의미있는 상관이라 여겨짐.

Ÿ 문항이 해당하는 하위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과 상관계수가 더 높을 경우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

탐색적 

요인 분석

KMO값
Ÿ 편상관계수가 낮을수록 KMO(Kaiser-Meyer-Okin) 값이 커지며, .6 이상인 

경우 문항 간 상관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함

Bartlett 구형성 

검정

Ÿ 상관행렬이 단위행렬과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함

요인 도출 기준
Ÿ 카이저(Kaiser)방법(고유값 1 이상을 하위요인으로 도출하는 방법)과 스크리 

도표, 이론적 설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

요인적재량 Ÿ 이론적 해당 하위요인에 .5 이상 (김계수, 2004)

상관관계 분석 Ÿ 상관계수 .3 이상 (p < .05)

신뢰도 분석 Ÿ 내적 일치도 계수 .7 이상

확인적 요인분석 Ÿ 적합지수 RMSEA (< .10), GFI(>.90), CFI(>.90), TLI(>.90)조건 종합 검토

<표 Ⅲ-8> 주관적 경력성공 조사도구 개발을 위한 통계치 검토 기준 

주관적 경력성공 본조사 문항의 신뢰도 문항내적합치도와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 평

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전체 문항의 평균은 3.17~3.94 수준으로 1.4~4.5 범위

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표준편차는 .635이상이며, 왜도와 첨도는 각각 <-2, 2 기준을 

충족시켜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단 항목-전체 상관계수 확인 결과 일-삶 조화 4번 문항

(0.079)로 0.3 이하로 나타나 최종 분석 시 문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Ⅲ-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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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구인 및 전체 상관

구인1 구인2 구인3 구인4 전체

1 경제적보상만족 1 3.17 0.963 0.019 -0.672 .866** .431** .341** .120* .658**

2 경제적보상만족 2 3.17 1.007 0.037 -0.875 .873** .352** .401** .054 .641**

3 경제적보상만족 3 3.26 0.908 -0.093 -0.267 .864** .508** .258** .231** .678**

4 경제적보상만족 4 3.28 0.889 -0.111 -0.554 .832** .404** .335** .101 .627**

5 경력성장만족 1 3.88 0.673 -0.511 0.787 .281*** .658** .129* .348** .471**

6 경력성장만족 2 3.94 0.639 -0.200 0.221 .193** .683** .139* .545** .504**

7 경력성장만족 3 3.44 0.949 -0.060 -0.916 .463** .834** .334** .357** .685**

8 경력성장만족 4 3.29 0.973 0.034 -0.476 .483** .793** .332** .320** .669**

9 일-삶조화 1 3.40 1.034 -0.203 -1.012 .361** .369** .860** .191** .671**

10 일-삶조화 2 3.26 1.010 0.105 -1.181 .417** .342** .900** .091 .672**

11 일-삶조화 3 3.57 0.914 -0.080 -0.768 .448** .446** .772** .262** .714**

12 일-삶조화 4 2.89 1.127 0.123 -0.883 .044 -.067 .652** -.174** .216**

13 일확보가능성 1 3.80 0.635 -0.323 0.424 .180** .384** .066 .756** .438**

14 일확보가능성 2 3.82 0.779 -0.229 -0.317 .205** .515** .186** .712** .526**

15 일확보가능성 3 3.86 0.746 -0.248 -0.185 .056 .306** .022 .762** .348**

16 일확보가능성 4 3.81 0.741 -0.491 1.232 .01 .350** .051 .764** .355**

n=328, 구인 1: 경제적 보상 만족, 구인2: 경력 성장 만족, 구인 3: 일-삶 조화, 구인4: 일 확보 가능성

<표 Ⅲ-9> 주관적 경력성공 문항 분석 결과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를 확인한 결과, 전체 문

항의 신뢰도는 .849로 .70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일-삶 조화 4번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가 

.866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하위구인별 신뢰도계수는 경제적 보상만족 .882, 경력 

성장 만족 .751, 일-삶 조화 .808, 일 확보 가능성 .757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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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경제적 보상 만족 경력 성장 만족 일-삶 조화 일 확보 가능성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문항 

제거시 

신뢰도계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문항 

제거시 

신뢰도계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문항 

제거시 

신뢰도계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문항 

제거시 

신뢰도계수

1 .549 .824 .457 .830 .443 .831 .388 .833

2 .506 .827 .445 .831 .447 .831 .528 .827

3 .610 .820 .635 .820 .627 .819 .369 .834

4 .533 .825 .615 .820 .079 .866 .418 .832

신뢰도

계수
.882 .751 .808 .757

<표 Ⅲ-10> 주관적 경력성공의 신뢰도 계수

KMO .837,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유의확률이 .000이므로 주관적 경력성공의 요인분석 모형

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주성분 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의 회전 제곱합 적재량이 총 67.606%이

며, Varimax 직교회전방식 주성분분석 결과 6회 요인회전에서 4개의 요인으로 수렴된 것으로 나

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경제적 보상 만족, 경력 성장 만족, 일-삶 조화, 일 확보 가능성 

요인이 모두 개별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1> 참조).

 

문항번호 문항
성분

1 2 3 4

1 경제적 보상 만족 1 지금까지 받아온 수입에 만족한다. 0.816 0.171 -0.012 0.175

2 경제적 보상 만족 2 내가 일해온 가치만큼의 보상에 만족한다. 0.852 0.208 -0.036 0.048

3 경제적 보상 만족 3
내 분야의 동료강사들과 비교할 때, 내 수입에 만족

하는 편이다.
0.848 -0.005 0.152 0.211

4 경제적 보상 만족 4
내 분야의 동료강사들과 비교할 때, 일한 만큼의 공정

한 보상을 받아온 편이다.
0.830 0.07 0.046 0.154

5 경력 성장 만족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들을 잘 개발해 왔다. 0.156 -0.025 0.201 0.685

6 경력 성장 만족 2
내 분야의 동료강사들과 비교할 때, 업무 수행 능력수

준이 높은 편이다.
0.062 -0.065 0.392 0.641

7 경력 성장 만족 3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진전에 만족한다. 0.338 0.268 0.056 0.720

8 경력 성장 만족 4 경력에서 이루어 놓은 성공에 만족한다. 0.411 0.267 0.094 0.545

<표 계속>

<표 Ⅲ-11> 주관적 경력성공 본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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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문항
성분

1 2 3 4

9 일-삶 조화 1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다. 0.097 0.885 0.151 0.151

10 일-삶 조화 2 일과 여가생활이 조화롭다. 0.197 0.876 0.076 0.122

11 일-삶 조화 3 일과 자기개발이 조화롭다. 0.337 0.689 0.241 0.238

12 일-삶 조화 4 요즘 일에 치어 사는 것 같다(R). 0.029 0.606 0.256 0.161

13 일 확보 가능성 1
현재 나의 능력을 고려할 때, 다른 조직들이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간주할 것 같다.
0.189 -0.032 0.765 0.027

14 일 확보 가능성 2
현재 나의 경험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동료강사들

보다 많은 일 기회가 있을 것이다.
0.007 0.118 0.622 0.499

15 일 확보 가능성 3
나는 원할 경우 언제든 내 분야에서 새로운 경력 

기회를 찾을 수 있다.
0.004 0.009 0.802 0.136

16 일 확보 가능성 4
나는 동료강사들보다 다른 분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0.085 0.142 0.695 0.329

<표 Ⅲ-11> 표 계속

주관적 경력성공 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모두 개념신

뢰도와 평균분산추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2> 참조). 집중타당도는 각 관찰

변인이 하나의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요인계수의 크기 및 통계적 검증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agozzi 외(1991)에 따르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요인적재

량(factor loadings)이 .50 이상 .95 이하일 때 집중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삶 

조화 4번 문항 표준화계수(.411)가 .50 이하로 나타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

종 자료 분석 시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 외 관찰변인들의 요인적재량은 .512~.93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지표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은 .70 이상이며(Hair et al., 

1998)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

로 일반적으로 .50 이상이 되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Hair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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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평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

경제적

보상

만족

경제적 보상 만족 1 1 .836 0.318

.702 .904
경제적 보상 만족 2 1.064 .834 0.261 17.454

경제적 보상 만족 3 1.052 .814 0.259 17.412

경제적 보상 만족 4 .874 .750 0.272 15.241

경력

성장

만족

경력 성장 만족 1 1 .512 0.359

.571 .837
경력 성장 만족 2 1.073 .550 0.338 7.541

경력 성장 만족 3 1.990 .803 0.278 9.126

경력 성장 만족 4 1.959 .757 0.363 8.938

일-삶

조화

일-삶 조화 1 1 .827 0.32

.539 .813
일-삶 조화 2 1.192 .934 0.145 18.837

일-삶 조화 3 .783 .714 0.409 14.824

일-삶 조화 4 .552 .411 1.033 7.74

일 확보

가능성

일 확보 가능성 1 1 .620 0.435

.570 .841
일 확보 가능성 2 .840 .657 0.254 9.262

일 확보 가능성 3 1.025 .697 0.302 9.606

일 확보 가능성 4 1.081 .690 0.349 9.551

주1) Chi-square = 207.593, Degrees of freedom = 98

주2) 모형 적합도(RMSEA: .094, TLI: .853, CFI: .880, PRATIO: .817)

주3) ***p<.001, **p<.01, *p<.05

<표 Ⅲ-12> 주관적 경력성공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판별타당도란 서로 다른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여 얻게 된 측정값들 간에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기준으로 판별하며, 평균분산추출

(AVE)값이 상관계수 제곱근 보다 클 때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본다(Fornell & Larker, 1981; 노

경섭, 2019).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 간 추

정된 각 상관계수 제곱근보다 AVE값이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

하였다(<표 Ⅲ-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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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상관계수²

경제적 보상 만족 ↔ 경력 성장 만족 .592 .350

경제적 보상 만족 ↔ 일-삶 조화 .395 .156

경제적 보상 만족 ↔ 일 확보 가능성 .154 .024

경력 성장 만족 ↔ 일-삶 조화 .437 .191

경력 성장 만족 ↔ 일 확보 가능성 .624 .389

일-삶 조화 ↔ 일 확보 가능성 .207 .043

<표 Ⅲ-13>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나. 무경계 경력태도 

이 연구에서 무경계 경력태도는‘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가 특정 직무, 조직 간 경계를 유연하

게 이동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경력을 쌓아나가고자 하는 심리적, 물리적 이동성 선호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Briscoe 외(2006)가 개발한 무경계 경력태도 도구를 사용하였으

며, 일부 용어를 연구대상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무경계 경력태도 도구는 심리적 이

동성과 물리적 이동성 2개 구인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심리적 이동성은 직무, 조직 경계

를 넘나드는 일에 대한 일반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선호 수준을 의미하며, 물리적 이동성은 특정 조

직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조직을 이동하며 경력을 쌓고자 하는 선호 수준을 의미한다. 

심리적 이동성 3번 문항‘부서(department)’는‘주 강의분야’로 수정하였다. 프리랜서 기업

교육 강사의 경우 조직에 근로자로서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소속이란 직업적 차원의 

소속감을 느끼는 경계를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7번 문항의 경우 직관적

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Alessandro Lo Presti 외 (2018)가 이탈리아 프리랜서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 원안을 번역하여‘다른 조직의 사람들과 전문적으로 협력하여 일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8번 문항‘상호작용’은‘교류’로 수정하였다. 물리적 이동성에 해당하는 5개 문항은 Briscoe 외

(2006)이 개발한 무경계 경력태도 조사도구에서 모두 역문항(reverse)으로 구성되어 있어 명확한 

물리적 이동성 선호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이민영 외, 2019). 이에 

따라 Briscoe 외(2006)가 개발한 역문항을 정문항으로 번역하여 국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서윤(2020)의 조사도구(신뢰도 .861)을 검토하였으며, 9, 10번 문항의‘현재 조직’이

라는 표현을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맥락을 고려하여‘특정 조직’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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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문항

심리적 이동성

1.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을 찾는다.

2. 새로운 경험과 상황들에서 활력을 느낀다.

3. 주 강의분야를 뛰어넘어 일해야 하는 직무를 좋아한다. 

4. 특정 조직에 머물지 않는 직무를 즐긴다. 

5. 특정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노력해 왔다.

6. 다양한 조직의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7. 다양한 조직의 사람들과 전문적으로 협력하여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8. 다른 조직의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한 직무를 선호한다.

물리적 이동성

9. 익숙한 특정 조직에 머물기보다는 다른 곳을 찾아보고 싶다.

10. 특정 조직을 위해 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11. 동일한 조직만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

12. 특정 조직이 평생고용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다른 곳을 찾을 것이다.

13. 하나의 조직만을 위해 일하고 싶지는 않다.

<표 Ⅲ-14> 무경계 경력태도 하위요인별 세부 문항 

무경계 경력태도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alpha)를 확인하였다. 예비조사에서의 신뢰도는 .806이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심리적 이동성 .841, 물리적 이동성 .720으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의 신뢰도는 .849이며, 각 하위

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심리적 이동성 .848, 물리적 이동성 .792로 나타났다(<표 Ⅲ-15> 참조). 

변인 및 하위요인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93) 본조사(n=328)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806 .849

심리적 이동성 .841 .848

물리적 이동성 .720 .792

<표 Ⅲ-15> 무경계 경력태도의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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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계 경력태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관찰변인인 심리적 이동성 4번 문항(.439), 심리적 이

동성 5번 문항(.488)의 경우 요인적재량이 .50 이하로 나타나 최종 분석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외 문항들은 모두 .546~.81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집중타당도 기준

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Ⅲ-16> 참조).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평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

심리적 

이동성

심리적 이동성 1 1 .554

.765 .961

심리적 이동성 2 .998 .564 .120 8.350

심리적 이동성 3 1.372 .623 .154 8.933

심리적 이동성 4 .909 .439 .131 6.922

심리적 이동성 5 .965 .488 .128 7.520

심리적 이동성 6 1.696 .814 .163 10.430

심리적 이동성 7 1.561 .791 .152 10.286

심리적 이동성 8 1.641 .757 .163 10.046

물리적 이동성 1 1 .550

물리적 

이동성
.741 .932

물리적 이동성 2 1.107 .546 .142 7.773

물리적 이동성 3 1.316 .657 .151 8.743

물리적 이동성 4 1.730 .756 .184 9.395

물리적 이동성 5 1.575 .779 .166 9.502

주1) Chi-square = 546.293, Degrees of freedom = 64

주2) 모형 적합도(RMSEA: .082, TLI: .76, CFI: .886, PRATIO: .892)

주3) ***p<.001, **p<.01, *p<.05

<표 Ⅲ-16> 무경계 경력태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무경계 경력태도 잠재변인들의 개념신뢰도도 모두 .70 이상이며, 평균분산추출은 .50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나,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경계 경력태도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 간 추정된 각 상관계수 제곱근보다 AVE값이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

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표 Ⅲ-1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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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상관계수²

심리적 이동성 ↔ 물리적 이동성 .338 .114

<표 Ⅲ-17> 무경계 경력태도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다. 지식공유 

 이 연구에서 지식공유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자신의 경력개발을 위해 직업적 공동체에서 경

력 관련 기술 및 업계 동향에 대한 지식을 주고받고자 노력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Van den Hooff와 

de Ridder(2004)가 개발하고 서미애(2014)가 번안하여 사용한 지식공유를 측정한 10개 문항으

로 사용하였다. 지식공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적 공동체에서 관계 맺은 사람들 즉, 동료강사

들과 고객사 담당자들과 경력 관련 지식 공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은 지식 제공 6문항, 

지식 획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Van den Hooff와 De Ridder(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지식 제공 문항이 .85, 지식 획

득 문항이 .78였으며, 서미애(2014)의 지식공유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883이며, 모두 리커트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도구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어, 서미애(2014)가 번안한 

지식공유 측정도구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맥락을 고려하여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기 개발된 조사도구 원문에서는‘department’를 조직 관점에서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개념

으로 사용되었다.‘colleagues within my department’는 부서 내 동료들을 의미하며,‘colleagues 

outside of my department’는 자신이 소속된 부서 외의 동료 직원들을 의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맥락을 고려할 때,‘department’의 개념은 부서보다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전문분야 즉,‘강의분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무경계 

경력태도 조사도구 예비문항에서 department를 강의분야로 수정한 관점과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지식 공유 주체에 대해‘부서 내 동료’를‘주 강의분야 동료 강사’로 수정하고,‘부서 외 동

료’를‘타 분야 동료 강사’로 수정하였다. 공유하는 지식의 유형 중‘정보’는‘업계 동향’으로

‘기술’은‘경력 관련 기술’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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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문항

지식 제공

1.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때, 주 강의분야 동료 강사들에게도 알려준다.

2. 주 강의분야 동료 강사들과 업계 동향을 공유한다.

3. 내가 가진 경력 관련 기술을 주 강의분야 동료 강사들과 공유한다.

4.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타 분야 동료 강사들에게도 알려준다.

5. 타 분야 동료 강사들과 업계 동향을 공유한다.

6. 내가 가진 경력 관련 기술을 타 분야 동료 강사들과 공유한다.

지식 획득

7. 요청하면, 주 강의분야 동료 강사들은 알고 있는 업계 동향을 나에게 알려준다.

8. 요청하면, 주 강의분야 동료 강사들은 그들의 경력 관련 기술을 나에게 알려준다.

9. 요청하면, 타 분야 동료 강사들은 알고 있는 업계 동향을 나에게 알려준다.

10. 요청하면, 타 분야 동료 강사들은 그들의 경력 관련 기술을 나에게 알려준다.

<표 Ⅲ-18> 지식공유 하위요인별 세부문항

지식공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alpha)를 확인하였다. 예비조사에서의 신뢰도는 .923이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지식 제공 .920, 지식 획득 .915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의 신뢰도는 .916이며, 각 하위요인에 따

른 신뢰도는 지식 제공 .913, 지식 획득 .908로 나타났다(<표 Ⅲ-19> 참조).

변인 및 하위요인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93) 본조사(n=328)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지식공유 .923 .916

지식 제공 .920 .913

지식 획득 .915 .908

<표 Ⅲ-19> 지식공유의 신뢰도 계수

잠재변인 지식공유 측정을 위한 모든 관찰변인들의 요인적재량이 .735~.900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 집중타당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Ⅲ-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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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평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

지식

제공

지식제공 1 1 .759

.916 .985

지식제공 2 .936 .735 .066 14.228

지식제공 3 1.085 .799 .069 15.650

지식제공 4 1.175 .842 .071 16.633

지식제공 5 1.063 .780 .070 15.222

지식제공 6 1.207 .863 .070 17.116

지식

획득

지식획득 1 1 .765

.930 .981
지식획득 2 1.209 .843 .072 16.812

지식획득 3 1.218 .867 .070 17.360

지식획득 4 1.314 .900 .073 18.081

주1) Chi-square = 269.922, Degrees of freedom = 34

주2) 모형 적합도(RMSEA: .14, TLI: .88, CFI: .91, PRATIO: .756)

주3) ***p<.001, **p<.01, *p<.05

<표 Ⅲ-20> 지식공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지식공유 잠재변인들의 개념신뢰도도 모두 .70 이상이며, 평균분산추출은 .50 이상인 것으로 나

타나,  모두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공유 측정모

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 간 추정된 각 상관계수 제곱근보다 AVE값이 큰 것으로 나

타나 판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표 Ⅲ-21> 참조).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상관계수²

지식제공 ↔ 지식획득 .588 .345

<표 Ⅲ-21> 지식공유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라. 경력역량  

이 연구에서 경력역량은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가 경력을 통해 축적한 경력 전반에 필요한 지

식과 스킬로서, 근무환경이나 직무와 관계없이 통용되는 역량을 의미한다. Haase(2007)가 개발한 

경력역량 도구 원안과 이지영, 이희수(2019)가 번안하여 사용한 경력역량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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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구인은 Hasse(2007)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이지영, 이희수(2019)가 번안 및 타당화한 측정문

항을 사용하였다. 의미역량 7문항, 기술역량 8문항, 관계역량 4문항,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측정은 모두 리커트식 5점 척도로 하며, 경력역량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고 느끼는 경력역량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Hasse(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77~.91 

수준이며, 측정방식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술역량 12, 14번 문항에서 사용한‘기

술’이라는 표현을 연구대상에 맞게 구체적으로‘강의기술’로 수정하였다. 관계역량 19번 문항은 

이지영, 이희수(2019)의‘업무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조직 밖 다른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Hasse(2007) 원문을 확인하여‘나의 업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

람들’로 수정함으로서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의 맥락을 반영하였다(<표 Ⅲ-22> 

참조).

<표 계속>

하위요인 문항

의미역량

1. 나만의 명확한 경력계획을 가지고 있다.

2.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여 나의 경력을 바꾸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

3. 경력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4.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5.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다.

6. 어떤 업무가 중요한지 알고 있다.

7. 흥미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기술역량

8. 업무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

9. 업무기한에 잘 맞추어 일을 수행하고 있다.

10. 업무에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11. 업무에서 요구하는 성과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

12. 향후 업무에 필요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강의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13. 현재 업무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전문지식을 개발하고 있다.

14.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강의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다.

15. 업무 관련된 교육이나 자기개발 기회를 찾고 있다.

<표 Ⅲ-22> 경력역량 하위요인별 세부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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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예비문항

관계역량

16.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대인관계 스킬을 활용하고 있다.

17. 경력발전에 도움과 충고를 제공해 주는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18. 다른 조직이나 커뮤니티 등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19. 업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연략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Ⅲ-22> 표 계속

경력역량 조사도구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alpha)를 확인하였다. 예비조사에서의 신뢰도는 .923이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의미역량 .834, 기술역량 .869, 관계역량 .845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26이며, 각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의미역량 .829, 기술역량 .875, 관계역량 .853으로 나타

났다(<표 Ⅲ-23> 참조).

변인 및 하위요인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93) 본조사(n=328)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력역량 .923 .926

의미역량 .834 .829

기술역량 .869 .875

관계역량 .845 .853

<표 Ⅲ-23> 경력역량의 신뢰도 계수

경력역량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들의 개념신뢰도가 모두 .70 이상이며, 평균분산추출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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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력역량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의 각 상관계수 제곱근보다 추정된 상관계수(AVE)값이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표 Ⅲ-25> 참조).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상관계수²

의미역량 ↔ 기술역량 .755 .570

의미역량 ↔ 관계역량 .642 .412

기술역량 ↔ 관계역량 .544 .296

<표 Ⅲ-25> 경력역량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평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

의미역량

의미역량 1 1 .698

.810 .967

의미역량 2 1.463 .688 .145 10.062

의미역량 3 1.247 .612 .132 9.442

의미역량 4 1.351 .757 .123 10.964

의미역량 5 1.520 .710 .145 10.501

의미역량 6 1.067 .635 .110 9.703

의미역량 7 1.072 .668 .107 10.066

기술역량

기술역량 1 1 .532

.798 .968

기술역량 2 1.083 .627 .123 8.793

기술역량 3 1.110 .609 .129 8.639

기술역량 4 1.105 .625 .126 8.780

기술역량 5 1.410 .766 .143 9.848

기술역량 6 1.415 .751 .145 9.747

기술역량 7 1.381 .766 .140 9.846

기술역량 8 1.350 .751 .139 9.745

관계역량

관계역량 1 1 .710

.887 .969
관계역량 2 1.468 .736 .090 12.411

관계역량 3 1.663 .808 .095 13.574

관계역량 4 1.745 .739 .100 13.004

주1) Chi-square = 557.437, Degrees of freedom = 114

주2) 모형 적합도(RMSEA: .090, TLI: .858, CFI: .880, PRATIO: .842)

주3) ***p<.001, **p<.01, *p<.05

<표 Ⅲ-24> 경력역량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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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습민첩성

이 연구에서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새롭고 도전적인 업무를 

접했을 때 필요한 학습 내용을 빠르게 감지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박정열, 김진

모, 2019). 이 연구에서는 박정열, 김진모(2019)의 일터학습민첩성 진단도구를 사용했으며, 전략적 

탐색, 실험적 적용, 비판적 성찰, 개방적 감지의 4가지 구인으로 구성되고 총 16문항, 리커트 5점 

척도이다. 박정열, 김진모(20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742, 하위변인인 개방적 감지 

.803, 전략적 탐색 .815, 실험적 적용 .806, 비판적 성찰 .742로 나타났다. 응답 평균점수가 높을

수록 개인이 인지하는 학습민첩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문항

개방적 감지

1. 평상 시 관심분야에 대해 늘 새로운 것을 학습한다.

2. 새로운 주변상황 파악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3. 자신의 분야 외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한다.

4.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을 갈망한다.

전략적 탐색

5. 새로운 상황 변화에 맞는 해결안을 찾는다.

6. 복잡한 자료와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메시지를 빠르게 찾아낸다.

7.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평정심을 찾는다.

8.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무엇을 먼저 탐색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빠르게 찾아낸다.

실험적 적용

9. 강의준비 일정 중 새로운 시도를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한다.

10. 새로운 시도들을 실제 강의현장에서 적용해 보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11. 주변의 부정적 반응이 있더라도 쉽게 실행을 중단하지 않는다.

12. 실행 중 있을 수 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판적 성찰

13. 성공과 실패의 근본원인에 대해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14. 동료강사들에게 자신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한다.

15. 적용과정과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는다.

16. 새로운 상황과 경험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동료강사들과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표 Ⅲ-26> 학습민첩성 하위요인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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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민첩성 조사도구의 세부 문항은 <표 Ⅲ-26>과 같이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특성과 맥락

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전략적 탐색 요인에 해당하는 5번 문항의‘새로운 상황이 요구하는 변

화방향에 맞는 해결안을 찾는다’라는 표현을‘새로운 상황변화에 맞는 해결안을 찾는다’로 간명

하게 수정하였다. 또한, 실험적 적용 요인에 해당하는 10번 문항의‘탐색된 후보 해결안’을‘새로

운 시도들’로 수정하였으며, 비판적 성찰 요인에 해당하는 14번 문항의‘상사와 동료’및 16번 문

항의‘동료’를‘동료강사’로 수정하였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우 특정 상사가 존재하지 

않고, 동료의 의미가 강의를 함께 수행한 동료강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학습민첩성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내적일치도 계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 문항의 신

뢰도는 .903이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개방적 감지 .788, 전략적 탐색 .814, 실험적 적용 

.776, 비판적 성찰 .829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의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93이며, 각 하위요인

별 신뢰도는 개방적 감지 .799, 전략적 탐색 .803, 실험적 적용 .745, 비판적 성찰 .800으로 나타

났다(<표 Ⅲ-27> 참조).

변인 및 하위요인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93) 본조사(n=328)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학습민첩성 .903 .893

개방적 감지 .788 .799

전략적 탐색 .814 .803

실험적 적용 .776 .745

비판적 성찰 .829 .800

<표 Ⅲ-27> 학습민첩성의 신뢰도 계수

모든 학습민첩성 관찰변인들의 요인적재량이 .531~.81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집중타당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Ⅲ-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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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평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

개방적

감지

개방적 감지 1 1 .733

.889 .969
개방적 감지 2 1.123 .796 .083 13.604

개방적 감지 3 .995 .656 .087 11.408

개방적 감지 4 .885 .639 .080 11.121

전략적

탐색

전략적 탐색 1 1 .649

.848 .957
전략적 탐색 2 1.277 .706 .116 10.965

전략적 탐색 3 1.571 .754 .137 11.508

전략적 탐색 4 1.302 .753 .113 11.505

실험적

적용

실험적 적용 1 1 .691

.831 .949
실험적 적용 2 1.135 .733 .095 11.982

실험적 적용 3 .721 .431 .098 7.361

실험적 적용 4 .967 .531 .108 8.964

비판적

성찰

비판적 성찰 1 1 .654

.847 .956
비판적 성찰 2 1.478 .715 .135 10.939

비판적 성찰 3 1.380 .810 .117 11.785

비판적 성찰 4 1.199 .669 .115 10.399

주1) Chi-square = 250.851, Degrees of freedom = 98

주2) 모형 적합도(RMSEA: .093, TLI: .943, CFI: .912, PRATIO: .817)

주3) ***p<.001, **p<.01, *p<.05

<표 Ⅲ-28> 학습민첩성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학습민첩성 잠재변인들의 개념신뢰도가 모두 .70 이상이며, 평균분산추출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인 간 추정된 각 상관계수 제곱근보다 

AVE값이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표 Ⅲ-29> 참조).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상관계수²

개방적 감지 ↔  전략적 탐색 .746 .557

개방적 감지 ↔ 실험적 적용 .837 .701

비판적 성찰 ↔ 개방적 감지 .560 .314

전략적 탐색 ↔ 실험적 적용 .834 .696

비판적 성찰 ↔ 전략적 탐색 .543 .295

비판적 성찰 ↔ 실험적 적용 .682 .462

<표 Ⅲ-29> 학습민첩성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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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21년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이 연구의 표집 대상으로 선정된 강사 중개

업체 및 강사 커뮤니티 별로 1명의 조사협력자를 섭외하여 진행하였다. 

조사협력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대상을 설명하고, 회원으로 등록되어 활동 중인 프리랜서 기업

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한 메일 및 문자 안내 혹은 웹사이트 내 공개되어 

있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개별적인 설문조사 안내가 가능하도록 협조

를 요청하였다. 강사 중개업체별 담당자를 내부 협력자로 지정하고, 연구목적과 협조 사항을 자세

히 안내하고, 강사 중개업체 설문협조 담당자에게 이메일 및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 링크주

소를 공유하여 강사들에게 전달을 요청하고, 협력자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제

공하였다. 또한 설문 응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설문 시 응답자가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하여 해

당 연락처를 통해 응답에 대한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며, 강사 중개업체별 설문응답자의 중

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강사 중개업체 협력담당자로부터 설문가능한 강사명 list를 공유받

아 중복되는 강사가 있는지 여부를 대조한 후 설문을 실시함으로서 설문응답자 중복문제를 최소화

하였다.

설문지는 목표 부수 400부 중 총 374부가 회수되어 93.5%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 중 

이 연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경력년수 1년 미만인 응답 4부, 불성실 

응답 제거를 위해 다변량 이상치 검사 시 사용되는 마할라노비스 거리 분석에서가 p<.001에서 유

의하게 나타난 42부를 이상치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따라서 실제 통계 분석에는 46부를 제외한 

총 328부가 사용되어 유효 자료율은 87.7%이다.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 328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30>과 같다. 성별은 여성(67.1%)이 남

성(32.9%)보다 약 두배 정도 많았고, 미혼(25.9%)에 비해 기혼(74.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43.6%)과 대학원 석사 졸업(39.0%)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

는 35세 이상~40세 미만(28.7%), 40세 이상~45세 미만(21.3%)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기

업교육 강사 직전 직업으로는 기업 교육 담당자(17.4%)가 가장 많았고, 기업 교육 외 직무 담당

자(15.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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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수(명) 응답 비율(%) 비고

성별
남성 108 32.9

여성 220 67.1

결혼여부
미혼 85 25.9

기혼 243 74.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5 1.5

2년제 대학 졸업 20 6.1

4년제 대학 졸업 143 43.6

대학원 석사 졸업 128 39.0

대학원 박사 졸업 32 9.8

연령대

30세 미만 16 4.9

30세 이상~35세 미만 44 13.4

35세 이상~40세 미만 94 28.7

40세 이상~45세 미만 70 21.3

45세 이상~50세 미만 38 11.6

50 이상 66 20.1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직전 

직업

기업 교육 담당자 57 17.4

기타 의견:

아나운서(3) 배우, 

학원교사(2), 

학교전문상담사, 

영업직(3), 간호사, 

병원코디네이터, 

호텔리어(2), 승무원 

기업 사내강사 36 11.0

기업 교육 외 직무 담당자 52 15.9

HRD전문회사 교육담당자 9 2.7

HRD전문회사 사내강사 6 1.8

HRD전문회사 교육 외 직무 담당자 5 1.5

전업주부 14 4.3

학생 8 2.4

기타 31 9.5

주요 

강의분야

CS 33 10.1 서비스, 고객만족

경영전략/인사관리 56 17.1 협상, 문제해결, 세무회계

리더십 42 12.8 팀장리더십, 셀프리더십

마케팅 17 5.2

IT 12 3.7

취업/진로 26 7.9 MBTI

커뮤니케이션 49 14.9 소통, 스피치

조직활성화 15 4.6 팀빌딩

코칭 24 7.3

예체능 31 9.5 건강, 뷰티, 미술, 체육

기타 23 7.0 인문학, 외국어, 법정교육

<표 계속>

<표 Ⅲ-3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31 -

구분 응답자수(명) 응답 비율(%) 비고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경력년수

1년 이상~3년 미만 96 29.3

3년 이상~6년 미만 83 25.3

6년 이상~9년 미만 49 14.9

9년 이상~12년 미만 56 17.1

12년 이상~15년 미만 25 7.6

15년 이상 19 5.8

총 

경력년수

1년 이상~5년 미만 52 15.9

5년 이상~10년 미만 100 30.5

10년 이상~15년 미만 74 22.6

15년 이상~20년 미만 53 16.2

20년 이상~25년 미만 27 8.2

25년 이상 22 6.7

n=328

<표 Ⅲ-30> 표 계속

주요 강의분야는 커뮤니케이션(14.9%), 경영전략/인사관리(17.1%), 리더십(12.8%), CS(10.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강의분야의 경우, 개별 응답자들의 개방형 응답결과를 확인하여 서로 유사

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강의분야를 연구자가 유목화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리랜서 기업교

육 강사로서의 총 경력년수는 1년 이상~3년 미만(29.3%), 3년 이상~6년 미만(25.3%)순으로 많

아 전체 응답자 중 6년 미만 경력자 분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생애 관

점에서의 총 경력년수는 5년 이상~10년 미만(30.5%), 10년 이상~15년 미만(22.6%) 순으로 나

타났다.  

5. 자료 분석

이 연구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및 학습민첩성과 주

관적 경력성공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 및 가설에 따른 구체적인 자

료 분석방법은 <표 Ⅲ-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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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가설 통계방법

- Ÿ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모형 Ÿ 가설 1. 이론적 연구모형의 부합 수준 모형적합도 검증

직접효과

Ÿ 가설 2-1. 무경계 경력태도 → 주관적 경력성공

Ÿ 가설 2-2. 무경계 경력태도 → 지식공유

Ÿ 가설 2-3. 무경계 경력태도 → 경력역량

Ÿ 가설 2-4. 지식 공유 → 경력역량

Ÿ 가설 2-5. 경력역량 → 주관적 경력성공

구조방정식 

최대우도법

매개효과

Ÿ 가설 3-1. 무경계 경력태도 → 지식공유 → 경력역량 

Ÿ 가설 3-2. 무경계 경력태도 → 경력역량 → 주관적 경력성공

Ÿ 가설 3-3. 무경계 경력태도 → 지식공유 → 경력역량 → 주관적 경력성공

구조방정식 

부트스트래핑법

조절효과
Ÿ 가설 4-1. 무경계 경력태도 →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

Ÿ 가설 4-2. 지식공유→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

SPSS PROCESS 

macro

<표 Ⅲ-31> 연구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이를 위해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AMOS 26.0를 활용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은 

SPSS PROCESS macro v3.5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을 활용하고, 원 자료를 활용하여 입력하였다. 자료 분석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찰변인 분석은 수집된 자료 정교화를 위해 마할라노비스 거리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이

상치를 제거하였다. 마할라노비스 거리 값의 유의확률이 0.001보다 작게 나올 경우 이상치로 판단

하고 이를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

도 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Hong, Malik와 Lee(2003)은 왜도 2, 첨도 4 이내의 기준을 만족하

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상분포조건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관찰변인 간의 상관행렬을 확인

함으로서 수집 자료가 구조방적식 모형 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관

찰변인의 상관행렬을 기준으로 최적의 모형을 분석하는 방법이므로 관찰변인 간 상관계수가 통계

적 기준(p<.05)에 유의하고, .3 이상의 통계치를 나타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입력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측정모형 분석을 위해 다음의 과정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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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경력성공과 무경계 경력태도, 무형식학습활동, 경력역량, 직무자율성을 측정하는 관찰변인

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는 실제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

기 전, 개념 측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를 실시하면, 분석 오류발생 시, 오류 원

인이 측정오류인지, 인과관계 설정의 오류인지 구분해 낼수 있다(배병렬, 2018). 모형 적합도 판

단을 위해 카이제곱값과 RMSEA, SRMR, TLI, CFI 등을 활용하였다. 

셋째, 모형 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올바르게 측정하는지를 의미하는 개념타당도를 판단하였

다. 개념타당도는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로 확인할 수 있다. 집중타당도는 하나의 잠재변인에 해

당하는 관찰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측정하는가를 의미한다. 이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같

이 요인적재량 .5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배병렬, 2018). 판별타당도는 하나의 잠재변인

을 측정하는 관찰변인이 다른 잠재변인과 구별하여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는 잠재변인 

간의 상관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8 이상이면 판별타당도가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이

라고 판단하였다(이훈영, 2010).

넷째,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구조모형 적합성 및 잠재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판단하였다. 모수 

추정 및 모형 적합성 판단은 측정 모형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직접효과의 유의성 검

정은 임계비(critical ratio)를 확인하였다. 매개변수의 간접효과 검정은 AMOS 26.0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레핑은 데이터를 여러 번 리샘플링하여 

교체하는 방식이 기반이 되는 비모수적 방법으로서, 표본에서 각각 간접효과를 계산하고 샘플링 

분포를 경험적으로 생성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배병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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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관찰변인 분석 결과 

가. 관찰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인 및 관찰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주관적 경력성공 평균은 

3.5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관찰변인의 평균은 일-삶 조화(3.75점), 경력 성장 만족(3.70점), 

일 확보 가능성(3.39점), 경제적 보상 만족(3.25점) 순으로 나타났다. 무경계 경력태도 평균은 

3.69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관찰변인의 평균은 심리적 이동성(3.83점), 물리적 이동성(3.55

점)으로 나타났다. 지식공유의 평균은 3.6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관찰변인의 평균은 지식제

공(3.68점), 지식획득(3.62점)으로 나타났다. 경력역량의 평균은 3.94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관찰변인의 평균은 기술역량(4.05점), 의미역량(3.99점), 관계역량(3.79점) 순으로 나타났다. 학

습민첩성의 평균은 3.8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관찰변인의 평균은 개방적 감지(4.00점), 전략

적 탐색(3.91점), 실험적 적용(3.75점), 비판적 성찰(3.73점)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1> 참조). 

잠재변인 관찰변인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주관적 

경력성공

16 3.53 .48 2.25 4.75

경제적 보상 만족 4 3.25 .78 1.00 5.00

경력 성장 만족 4 3.70 .61 2.00 5.00

일-삶 조화 4 3.75 .59 2.00 5.00

일 확보 가능성 4 3.39 .81 1.25 5.00

무경계 

경력태도

13 3.69 .51 1.84 5.00

심리적 이동성 8 3.83 .55 1.88 5.00

물리적 이동성 5 3.55 .67 1.60 5.00

지식공유

10 3.65 .63 1.25 5.00

지식제공 6 3.68 .70 1.00 5.00

지식획득 4 3.62 .74 1.50 5.00

<표 계속>

<표 Ⅳ-1> 잠재변인 및 관찰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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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관찰변인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경력역량

19 3.94 .47 2.61 5.00

의미역량 7 3.99 .51 2.57 5.00

기술역량 8 4.05 .52 2.00 5.00

관계역량 4 3.79 .65 1.25 5.00

학습

민첩성

16 3.85 .47 2.63 5.00

개방적 감지 4 4.00 .58 2.25 5.00

전략적 탐색 4 3.91 .59 2.50 5.00

실험적 적용 4 3.75 .58 2.25 5.00

비판적 성찰 4 3.73 .64 1.75 5.00

n=328

<표 Ⅳ-1> 표 계속

관찰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관찰변인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별 관찰변인의 상관계수는 다른 상관계수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잠재변인을 도출하는데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단,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찰변인 중 경제적 보

상 만족과 무경계 경력태도의 관찰변인 중 심리적 이동성 증가, 학습민첩성의 관찰변인 중 개방적 

감지, 실험적 적용의 증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또한 일-삶 조화는 학습민첩성의 관찰변인 중

개방적 감지, 비판적 성찰의 증가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지식공유의 관찰변인 중 지식제공은 물

리적 이동성 증가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학습민첩성은 주관적 경력성공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보지 않고,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변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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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1 1-2 1-3 1-4 2-1 2-2 3-1 3-2 4-1 4-2 4-3 5-1 5-2 5-3 5-4

1. 주관적 

경력성공

 1-1. 경제적 보상 만족 1

 1-2. 경력 성장 만족 .471*** 1

 1-3. 일-삶 조화 .314*** .293*** 1

 1-4. 일 확보 가능성 .135* .529*** .129* 1

2. 무경계 

경력태도

 2-1. 심리적 이동성 -.009 .326*** .133* .464*** 1

 2-2. 물리적 이동성 .138** .307*** .158** .379*** .390*** 1

3. 지식공유
 3-1. 지식제공 .255*** .279*** .135* .191*** .173** .087 1

 3-2. 지식획득 .119* .224*** .162** .147** .302*** .138** .547*** 1

4. 경력역량

 4-1. 의미역량 .198*** .561*** .147** .500*** .414*** .303*** .242*** .217*** 1

 4-2. 기술역량 .233*** .615*** .201*** .484*** .397*** .214*** .266*** .242*** .673*** 1

 4-3. 관계역량 .143** .382*** .126* .437*** .481** .266*** .324*** .313*** .526*** .441*** 1

5. 

학습민첩성

 5-1. 개방적 감지 .016 .374*** .075 .478*** .602*** .301*** .148** .253*** .474*** .527*** .480*** 1

 5-2. 전략적 탐색 .161** .512*** .127* .481*** .452*** .239*** .159** .234** .572*** .622*** .513*** .613*** 1

 5-3. 실험적 적용 .079 .378*** .203*** .355*** .489*** .255*** .123* .282*** .505*** .466*** .435*** .587*** .591*** 1

 5-4. 비판적 성찰 .185*** .353*** .091 .279*** .422*** .166** .299*** .453*** .472*** .449*** .480*** .439*** .438*** .455*** 1

***p<.001, **p<.01, *p<.05

<표 Ⅳ-2> 관찰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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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찰변인의 정규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관찰변인의 단변량 정규성 및 다변량 정규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단변량 

정규성 확인을위해서는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지표를 활용한다. 경험적 기준에 따르

면 왜도지표 │3.0│이내, 첨도지표 │8.0~20.0│정규성을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Hong, Malik, & Lee(2003)는 왜도 2, 첨도 4 이내의 기준을 만족하면 구조방정식 모형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에 따른 기각률(critical ratio: CR)

을 통해 판단할 수도 있다. 검정통계량과 같은 이 기각률은 p< .01일 때, 절대값이 2.58 이상일 

경우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왜도와 첨도에 따른 기각률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Curran, West, & Finch, 1996). 이 연구에서는 검정통계량 보다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의 크

기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표 Ⅳ-3>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관찰변인의 왜도의 절대값 지수

는 .032~.519, 첨도의 절대값 지수는 .075~.450으로 모든 관찰변인의 왜도 및 첨도의 지수가 │

3.0│이내, │8.0~20.0│ 이내로 나타나 단변량 정규성 기준을 만족하였다. 

한편 다변량 정규성은 다변량 첨도(multivariate kurtosis)의 값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다변량 

첨도의 검정통계량의 절대값이 1.96을 초과하거나(p< .05) 혹은 2.58(p< .01) 분포가 비정규성

을 갖게 된다(배병렬, 2018).

이 연구에서 다변량 첨도 지수가 54.855이며, 이의 검정통계량은 22.947로 p< .01에서 정규성 

가정을 기각하여 비정규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자료는 

드물기에 단변량 정규성의 검토를 통해 큰 문제가 없으면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

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으나(배병렬, 2018) 보다 엄격하게 자료가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

은 비정규자료(non-normal)인 경우, Amos에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에 의해 비정규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다변량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은 자료를 처리하는 다양

한 방법에 있어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 연구의 자료는 단변량 정규성

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다변량 정규성을 완벽히 만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후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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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지수 C.R 지수 C.R

주관적 

경력성공

경제적 보상 만족 0.072 0.555 -0.412 -1.589

경력 성장 만족 -0.131 -1.014 -0.127 -0.489

일-삶 조화 -0.256 -1.971 -0.384 -1.480

일 확보 가능성 -0.168 -1.293 0.218 0.842

무경계

경력태도

심리적 이동성 -0.103 -0.792 0.369 1.424

물리적 이동성 -0.178 -1.371 0.184 0.711

지식공유
지식제공 -0.514 -3.964 0.377 1.455

지식획득 -0.519 -4.000 0.119 0.46

경력역량

의미역량 -0.146 -0.960 0.075 0.289

기술역량 -0.259 -1.986 0.262 1.012

관계역량 -0.211 -1.629 0.318 1.228

학습

민첩성

개방적 감지 -0.032 -0.244 -0.268 -1.032

전략적 탐색 -0.094 -0.726 -0.450 -1.735

실험적 적용 0.138 1.065 -0.366 -1.411

비판적 성찰 -0.119 -0.920 -0.063 -0.243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54.855 22.947

<표 Ⅳ-3> 관찰변인의 단변량 정규성 및 다변량 정규성 분석 결과

이 연구구조방정식 모형의 안정적인 분석을 위하여 관찰변인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이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독립변인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독립변인들의 높은 상관관계는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잘못된 분석을 유도할 수 있다(김준우, 2007). 따라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

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공차(>.10)와 분산팽창지수(VIF<10)를 활

용하였다. 다음의 <표 Ⅳ-4>와 같이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를 보면 공차의 경우 .44~.82

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의 경우 1.23~2.31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한 기준인 공차 .10 

이상, 분산팽창지수 10 이하를 만족하기에 심각한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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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계수(VIF)

무경계 경력태도
심리적 이동성 .52 1.93

물리적 이동성 .82 1.23

지식공유
지식제공 .64 1.70

지식획득 .65 1.54

경력역량

의미역량 .44 2.31

기술역량 .44 2.30

관계역량 .53 1.92

학습

민첩성

개방적 감지 .45 2.25

전략적 탐색 .44 2.29

실험적 적용 .52 1.94

비판적 성찰 .58 1.73

<표 Ⅳ-4>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2. 측정모형 검증 결과

가.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상관행렬이 표본상관행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Ⅳ-1>과 같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

에서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χ2, RMR, RMSEA, CFI, NFI, IFI, PRATIO, PNFI, PCFI의 총 9개

로써 이를 확인하면 다음의 <표 Ⅳ-5>와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χ2검정

은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될 수 있으며, χ2값이 모형 

오류 뿐만 아니라 표본크기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하고 관찰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

다는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홍세희, 200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χ2 검정은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χ2값을 제외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RMR(.028), RMSEA(.085), 

CFI(.906), NFI(.882), IFI(.907), PRATIO(.691), PNFI(.661), PCFI(.626)의 측정값이 대체적

으로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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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측정모형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측정값 해석 적합도 판단 기준

Ch-Square 164.140(df=38, p=.000) - p > .05

RMR .028 적합 ≤ .05

RMSEA

계수 .085

적합

≤ .05: 매우 좋음
≤ .08: 좋은 편임

≤ .10: 적합
LO 90 .064 ≤ .10: 적합

LO 90 .072

HI 90 .101

상대적 

적합도 지수

(Baseline 

Comparisons)

CFI .906 적합 ≥ .90

NFI .882 적합
≥ .50, .60

IFI .907 적합

Parsimony-

Adjusted 

Measures

PRATIO .691 적합

≥ .50, .60PNFI .661 적합

PCFI .626 적합

<표 Ⅳ-5>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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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구조방정식 측정모형은 여러 개의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방정식으로 이뤄져 있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측정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요인계수와 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통해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판단하고 잠재변인 간 상관을 통해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판단하였다. 측정모형의 

신뢰도는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측정치

를 통해 확인하였다. 집중타당도는 각 관찰변인이 하나의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

며 이는 요인계수의 크기 및 통계적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agozzi 외(1991)에 따르면 관찰

변인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s)이 .50 이상 .95 이하일 때 집중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의 경우 대부분 관찰변인들의 p< .001 에서 모두 유의하며, 요

인적재량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단, 경제적 보상 만족(.470), 일-삶 조화(.449), 물리적 이동성

(.452)의 요인적재량이 .5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무

경계 경력태도 측정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으로 판단되어 분석에 포함하였다(<표 Ⅳ-6> 참조). 

구분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계수

(β)

표준

오차
C.R

평균분산

추출

개념

신뢰도

주관적 

경력성공

경제적 보상 만족 .221 .470 .233 -

.536 .810
경력 성장 만족 .798 .893 .074 8.495***

일-삶 조화 .202 .449 .083 6.367***

일 확보 가능성 .376 .613 .154 7.623***

무경계

경력태도

심리적 이동성 .745 .863 .428 6.609***
.689 .801

물리적 이동성 .204 .452 .064 -

지식공유
지식제공 .684 .827 .562 6.268***

.708 .827
지식획득 .438 .662 .199 -

경력역량

의미역량 .649 .806 .183 13.289***

.827 .934기술역량 .666 .816 .304 13.428***

관계역량 .460 .679 .107 -

학습

민첩성

개방적 감지 .600 .775 .332 -

.760 .926
전략적 탐색 .613 .783 .410 15.046***

실험적 적용 .532 .730 .668 13.905***

비판적 성찰 .381 .617 .154 11.532***

주) ***p<.001, **p<.01, *p<.05

<표 Ⅳ-6>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개념신뢰도, 평균분산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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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신뢰도는 지표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은 .70 

이상이며(Hair et al., 1998) 평균분산추출은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로 일반적으로 

.50 이상이 되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Hair et al. 2006). 이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잠재

변인 모두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도란 서로 다른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여 얻게 된 측정값들 간에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잠재변인 간의 상관을 통해 알 수 있다(노경섭, 2019). 측정

모형의 잠재변인 간의 추정된 상관계수는 .363~.797로 나타났다(<표 Ⅳ-7> 참조).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8~1.0)를 보이고 있지 않아 보통 정도의 판별타당도를 지니고 있

다고 판단할 수 있다(Rea & Parker, 2005).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주관적 경력성공 ↔ 무경계 경력태도 0.483

주관적 경력성공 ↔ 지식 공유 0.363

주관적 경력성공 ↔ 경력역량 0.797

주관적 경력성공 ↔ 학습민첩성 0.638

무경계 경력태도 ↔ 지식 공유 0.387

무경계 경력태도 ↔ 경력역량 0.637

무경계 경력태도 ↔ 학습민첩성 0.779

지식공유 ↔ 경력역량 0.421

지식공유 ↔ 학습민첩성 0.432

경력역량 ↔ 학습민첩성 0.783

<표 Ⅳ-7>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다. 측정모형의 동일방법편의 분석 

이 연구는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두 개 이상의 변인에 대해 자기보고식 응답결과를 얻었기 때문

에 잠재적으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 방법(Harman’s single factor test)을 활용하여 동일방법 편의를 진단하였다.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의 기본적인 가정은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닌 변인을 동일방법편의의 원인

으로 간주하고 모형 내에서 이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다. SPSS를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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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eigen value) 1 이상인 요인이 한 개만 도출되거나, 여러 개의 요인이 도출된다 할지라도 그 

분산설명력에 있어 한 요인의 설명력이 절대적이 된다면 CMB가 있다고 가정한다(Podsakoff,  

2003).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의 측정문항을 투입하여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회

전을 이용한 주축요인추출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Ⅳ-8> 참조),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요인이 

전체 변량의 29.6%이므로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 충족하면서, 어떠한 지배적인 요인

도 발견되지 않아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Podsaoff, 2003).

요인 고유값 설명변량 누적변량

요인1 4.43 29.6 29.6

주1) KMO=.900, Barlett 구형성 검증 유의확률 .000

주2) 요인추출방법: 주축요인추출

주3)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Ⅳ-8>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도구의 단일요인 검증

3. 구조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연구가설 1.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및 학습민첩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조모형은 변인 간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모형 적합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선행연구 고찰을 기반으로 설정한 이론적 연구모형이 실제 자료에서 변인 간의 관

계를 설명하는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상관행렬이 표본상관행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절대적합지수 확인 결과, χ²값이 145.098로 p< .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구조모형이 적합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χ²검정은 통계적 유

의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례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관찰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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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χ²검정은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RMR(.027)은 .05 이하이며, SRMR(.0582) .10 이하, GFI(.930)는 .90 이상

으로 나타나 모두 적합도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MSEA(.091)는 .10 이하로 

나타나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분적합지수는 CFI(.916), TLI(.917)값이 .90 이

상이며, NFI(.892), IFI(.917)이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간명적합지수 중 PNFI(.600)와 

PCFI(.616)도 .50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이 종합적으로 이론

적 모형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분 구조모형 대안모형 해석 적합도 판단 기준

절대

적합

지수

Chi-Square
145.098

(df=37, p=.000)

208.870

(df=40, p=.000)
- p > .05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027 .034 적합 ≤ .05

SRMR(Standard Root Mean

 square Residual)
.0582 .0752 양호 ≤ .10

GFI(Goodness of Fit Index) .930 .897 적합 ≥ .90

RMSEA

(Root Mean Square Erro 

of Approximation)

계수 .091 계수 .109

적합

≤ .05: 좋음
≤ .08: 양호
≤ .10: 적합

LO 90 ≤ .10: 적합

LO 90 .075 LO 90 .095

HI 90 .106 HI 90 .124

증분

적합

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916 .869 적합
≥ .90

TLI(Tucker & Lewis Index) .917 .820 적합

NFI(Normed Fit Index) .892 .845 적합
≥ .50

IFI(Incremental Fit Index) .917 .871 적합

간명

적합

지수

PNFI(Parsimony NFI) .600 .614 적합
≥ .50

PCFI(Parsimony CFI) .616 .632 적합

<표 Ⅳ-9>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제곱을 통해 내생잠재변인이 외생잠재변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지

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중상관제곱이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²)와 같은 의미로써 설명량을 나

타내기 때문이다(이훈영, 2010). 다음의 <표 Ⅳ-10>은 모형 내 내생잠재변인의 다중상관제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면 주관적 경력성공은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에 의해 약 64.2% 정도 설명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공유는 무경계 경력태도에 의해 약 16.2%, 경력역량은 무경계 경력태

도, 지식공유로 인해 약 51.1% 정도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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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다중상관제곱( R²)

무경계 경력태도 -

지식 공유 .162

경력역량 .511

주관적 경력성공 .642

<표 Ⅳ-10>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제곱

[그림 Ⅳ-2] 구조모형 검증 결과

[그림 Ⅳ-3] 대안모형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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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주관적 경력성공 간의 직접효과 분석결과

 

연구가설 2-1: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는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3: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는 경력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4: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지식공유는 경력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5: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력역량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어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표 Ⅳ-11>

과 같이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경로계수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의 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력성공과 관련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

조모형의 경로계수(B), 표준화 경로계수(β) 및 t값(CR)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주관적 경

력성공과 관련 변인들 간의 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간

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모집단의 분포에 대하여 모수적 가정

을 하지 않고, 표본 자료의 추론으로 모수를 추론하는 방식이다(김계수, 2010). 이 연구의 자료는 

실제 다변량 정규성을 완벽히 만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고 간접

효과의 계수 추정치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을 기반으로 각 잠재변인 간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무경계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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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132, p<.001), 지식공유에 정

적 영향(β=.415, p<.001), 경력역량에 정적 영향(β=.643, p<.001)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공유는 경력역량에 유의한 정적 영향(β=.180, p<.05)을 미쳤고, 경력역량은 주관적 경력성

공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698, p<.001).

구분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S.E C.R

구조

모형

무경계 경력태도 → 주관적 경력성공 .102 .132 .151 .0450

무경계 경력태도 → 지식공유 .641 .415*** .151 4.250

무경계 경력태도 → 경력역량 .742 .643*** .13 5.708

지식공유 →  경력역량 .145 .180* .059 2.462

경력역량 →  주관적 경력성공 .701 .698*** .118 5.926

주) ***p<.001, **p<.01, *p<.05

<표 Ⅳ-11> 변인 간 직접효과 분석 결과

5. 지식공유 및 경력역량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가설 3-1: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지식공유는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2: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의 경력역량은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3: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은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를 이중매개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중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팬텀변인(phantom)을 사용한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통해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팬텀변인은 일종의 가상 변인으로 모형적합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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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인을 의미한다(Macho & Ledermann, 2011). 구조모형에 개별 매

개경로에 대한 팬텀변인을 생성하고, 각 경로의 간접효과를 하나의 단일계수로 취급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하여 구조모형의 모든 경로를 제한한 후, 이중매개경로에 대한 하나의 단일계수

로 표현된 팬텀변인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표시하였다([그림 Ⅳ-3] 참조).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경로는 p2의 팬텀변인으로‘무경계 경력태도→ 경력역

량→ 주관적 경력성공’경로는 p4의 팬텀변인으로,‘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주

관적 경력성공’경로는 p7로 표시하였다. 그 다음, 팬텀변인은 모형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

지 않는 변인이므로,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통해 단일계수로 표시된 간접효과의 계수 추정치(p2, 

p4, p7)와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Ⅳ-4] 팬텀변인을 활용한 매개 및 이중매개효과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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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분석 결과 첫째, 무경계 경력태도가 지식공유를 매개로 경력역량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54(.284×.190)이며, 95% BI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는 지식공유를 매개로 

경력역량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을 채택하였다. 즉,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 간의 관계에서 지식공유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경계 경력태도가 경력역량을 매개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86(.0379×.491)

이며, 95% BI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는 경력역량을 매개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2를 채택하였다. 즉,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

성공의 관계에서 경력역량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경계 경력태도가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을 매개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이중매개효

과는 0.026(.284×.190×.491)이며 95% BI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는 지식공

유와 경력역량을 매개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3을 채

택하였다. 

가설 경로
간접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가설 3-1 무경계 경력태도 → 지식공유 → 경력역량 .054** .018 .024 .099

가설 3-2
무경계 경력태도 → 경력역량 → 주관적 

경력성공
.186** .031 .129 .251

가설 3-3
무경계 경력태도 → 지식공유 → 경력역량 

→ 주관적 경력성공
.026** .010 .012 .051

주) ***p<.001, **p<.01, *p<.05

<표 Ⅳ-12> 매개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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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5] 팬텀변인을 사용한 매개 및 이중매개효과 분석 결과

주1) Chi-square = 6.494, Df = 1, P = .011

주2) GFI=.991, CFI=.980, SRMR=.033, IFI=.981, TLI=.881, RMSEA=.078, LO 90=.048

6.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구조모형 내에서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

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4-1, 가설 4-2는 기각되었다.

가설 4-1: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학습민첩성은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2: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학습민첩성은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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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변인간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는 분석방법이 있으나(Ping, 1996), 이 

방법은 예측변인, 조절변인 및 준거변인 세 변인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연구에

서는 잠재변인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이므로 Ping(1996)의 방법을 활용한 분석

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

고자 하는 경로에서 각각 두 번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Ⅳ-13>.

첫째, 모형 1에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 간의 관계에서 학습민

첩성이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한 결과, β=-.0290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

설 4-1은 기각되었다. 

둘째, 모형 2에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지식공유와 경력역량 간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이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한 결과, β=.0241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4-2도 

기각되었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경력역량

모형 1 모형 2

표준화계수(β) 표준오차(S.E) 표준화계수(β) 표준오차(S.E)

무경계 경력태도 .0028 .2161

지식공유 -.0088 .1844

학습민첩성 .5334** .2048 .5781* .1785

무경계 경력태도 X 학습민첩성 .0290 .0539

지식공유 X 학습민첩성 .0241 .0467

R² .5531*** .5530***

                 F 145.6109 145.5642

주) ***p<.001, **p<.01, *p<.05

<표 Ⅳ-13> 학습민첩성 조절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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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채택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Ⅳ-14>와 같으며, 11개의 

연구가설 중 8개의 가설(가설 1, 가설 2-2~5, 가설 3~3)이 채택되었으며, 3개의 가설(가설 

2-1, 가설 4-1~2)은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의사항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내용 결과

모형 

적합도
가설 1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및 학습민첩성

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조모형은 변인 간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할 것이다.
채택

직접효과

가설 2-1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2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는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3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는 경력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4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지식공유는 경력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가설 2-5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력역량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매개효과

가설 3-1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지식공유는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 3-2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의 경력역량은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 3-3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은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를 이중매개할 것이다.
채택

조절효과

가설 4-1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학습민첩성은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가설 4-2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학습민첩성은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표 Ⅳ-14> 연구가설 채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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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모형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사회인지경력이론, 인텔리전트경력이론, 무경계경력에서의 경력성공모형을 중심으로 

국내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무경계 경력태도, 지

식공유, 경력역량, 학습민첩성을 설정하고 변인 간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인

과적 구조모형 검증 후 학습민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구조적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RMR(.027), SRMR(.0582), RMSEA 

(.091), CFI(.916), NFI(.892)등 대부분 적합 기준치를 만족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

이 이론적 모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구조모형은 프리랜

서 기업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가정한 잠재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해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은 인텔리전트경력이론 및 사회인

지경력이론 확장모델을 기반으로 역량 축적 및 경력 확장의 관점에서 개인 차원의 무경계 경력태

도와 사회적 맥락 차원의 지식공유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경력역량의 축적을 통한 통합적 메커

니즘에 따른 결과물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진 것의 의미는 무경계경력과 경력성공 통합모형(Guan et al., 2019)에서 제시한 무

경계경력의 두 가지 관점 즉,‘자원 획득 및 경력 확장의 관점’과‘비용 및 경력 위협의 관점’ 

중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우 전자의 관점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립적으로 일하는 지식근로자로서 경력역량의 축적을 위해 개인 차원의 무경계 경력태

도만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차원의 지식공유가 동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인지경력이

론 확장모형이 개인과 사회적 맥락 변인이 개인의 경력관리행동을 촉진하여 경력성공에 이르는 

메커니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특정 소속이 없고, 일감 불안정성이 높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우 스스로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행동보다 어떠한 직무, 조직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경력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개인의 무경계 경력태도와 사회 맥랙적 차원에서 지식공유의 

상호작용이 함께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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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접효과에 대한 논의

1)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무경계 경력태도의 직접효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인식한 무경계 경력태도가 주관적 경력성공에 p<.05 에서 직접적인 

정적 영향(β=.132)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이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심리적, 물리적으로 이동하며 경력을 쌓는 것을 선호하는 수준이 

높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주관적 경력성공이 더 높게 인식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무경계 경력태도가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며(Volmer & Spurk, 2011; 고윤승, 2016; 김시진, 김정원, 

2010; 양효욱, 2018; 하종원, 2013), Alessandro 외(2018) 연구에서 무경계 경력태도가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력 몰입을 매개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이 연구에서의 무경계 경력태도, 주관적 경력성공의 측정내용과 선행연구와의 차이, 코로나 

등 열악한 환경적 요인, 응답자 일반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무경계 경력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시점까지의 경력 관련 경험에 대한 만족감은 증가될 수 있으나, 일-삶 조화

는 자신이 질적으로 인지하는 조화로움이라 무경계 경력태도가 높다고 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기 어려울 수 있다. 미래의 일 확보 가능성의 경우는 코로나 등의 외부환경 불예측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경계 경력태도가 높을지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의 일감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인지

보다는 외부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응답자 중 프

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경력년수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높을 경우 자신의 강의분야에서 안정적인 입

지를 구축하게 됨으로서 새로운 직무나 조직 경계 없이 이동하며 경력을 계속 쌓는 것보다 친숙하

고 안정적인 직무와 조직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무경계 경력태도 성향보다 강하게 작용하게 됨

으로 인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 지식공유에 대한 무경계 경력태도의 직접효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인식한 무경계 경력태도가 지식공유에 p< .001에서 직접적인 정적 

영향(β=.41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이는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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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심리적, 물리적으로 이동하며 경력을 쌓는 것을 선호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주 강의분야 및 타 강의분야 동료강사들과 지식공유를 하고자 보다 많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첫째,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중 지식 중개(knowledge brokering)

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Almeida & Kogut, 1999; Saxenian, 1996; Shipilov et al., 

2017). 이는 직무 및 조직 간 이동을 통해 다양한 일터에서 관계를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와 축적

된 다양한 지식을 기반으로 경력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식 제공 및 획득의 우위를 점할 가

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공유 수준이 증대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이 친밀감이 형성된 좁은 관계망을 통해 경력

개발 지원이 이뤄진다는 이수용 외(2012)의 연구결과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무경계 경력

태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주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강의분야 내 동료강사들과의 지식공유 수준이 

높아짐을 실증함으로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이 보다 폭넓은 관계망 안에서 경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셋째, 무경계 경력태도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 직업적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직무, 조직 

간 경계 이동을 선호할수록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동료강사들과 경력 관련 정보를 호혜적으

로 주고 받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됨으로서 궁극적으로 직업적 공동체 안의 동료강사들의 경력개

발 자원과 지적자산 확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식공유에서‘지식’의 개념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를 넘어, 경력개발을 위

한 기술 및 업계동향 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관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국내

에서 드물게 지식공유를 개인이 경력관리의 주체로서 펼쳐나가는 활동으로 본 현영섭(2009), 서

미애(2014)연구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조직 내부에서의 개인, 집단, 조

직 차원의 지식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의 일환에 초점을 두었으나, 프리랜서의 사회

적 맥락 차원에서 공유되는 지식이란 업계 동향 즉 산업지식(industrial knowledge)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지식은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암묵지인 경우가 많아 전이가 어렵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이 직무, 조직 경계를 이동하여 경력을 쌓으면서 체득되는 산업

지식과 경력 관련 지식이 개인 차원의 경력개발과 더불어 동료강사들의 상생에 기여하는 근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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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알고 개인 차원에서 동료강사들과의 지식공유를 보다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3) 경력역량에 대한 무경계 경력태도의 직접효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인식한 무경계 경력태도가 경력역량에 p< .001 에서 직접적인 정적 

영향(β=.64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이는 프리

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심리적, 물리적으로 이동하며 경력을 쌓는 것을 선호하는 수준이 경력을 쌓

으면서 필요한 의미역량, 기술역량, 관계역량 수준을 증진시키는데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게 

됨을 의미한다. 무경계 경력태도가 경력역량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DeFillippi & Arthur, 1996; Haase, 2007; Jones, 1996; Saxenian, 1996). 

이는 다양한 직무와 조직을 자유롭게 이동하고자 하는 경력태도가 높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일

수록 보다 다양한 경력 옵션에 대해 자신의 경력을 탐색하고, 다른 직무, 고객사 등 이동을 위해 

직무 및 경력 향상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자신의 경력에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역량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텔리전트 경력이론의 역량 축적의 관점과 경력격자 분류법(career grid 

taxonomy)에 기반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인텔리전트 경력이론에서 다양한 직무, 조직 간을 이동을 

선호할수록 경력을 펼쳐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resources)을 획득하게 될 가능성이 높

아 경력역량 수준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급변하는 기업교육 강의시장에 대한 다양한 기

업의 니즈, 최신 강의 기술, 교육생들의 강의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한 자원들이 많을수록 향후 자신

의 경력목표를 설정(의미역량)하고 경력 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기술역량), 경력조언을 얻

을 수 있는 영향력있는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관계역량)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경력격자분류법(career grid taxonomy)에서 제시한 네 가지 유형 중 자기설계적(self-designing) 

경력으로도 설명된다. 자기설계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직무, 조직 등이 달라져도 역량의 이전가

능성(transferability)이 높으며, 언제든지 자신들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용주들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 그들의 역량을 조직하고 재포장함으로써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응한다. 즉, 프리랜서 기업교

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는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이전 및 활용될 수 있는 경력에 대한 의미, 

기술, 관계 역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근무환경이나 직무 변화와 관계없이 통용되는 경력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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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경력개발 전략의 하나로 무경계 경력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강

사협회, 강사 중개업체 등 조직 차원에서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경

력역량 자가진단 및 진단결과에 따른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경력역량에 대한 지식공유의 직접효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인식한 지식공유 노력 수준이 경력역량에 p< .05 에서 직접적인 정

적 영향(β=.14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4는 채택되었다. 이는 프

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주 강의분야 및 타 강의분야 동료강사들과 경력 관련 기술 및 업계동향 

정보 공유를 많이 할수록 자신의 경력에 대한 의미, 기술, 관계에 대한 역량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원기반이론과 사회적 학습이론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프리랜서 기

업교육 강사는 전통적인 개념의 조직 형태에 소속되지 않아 내부자원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제한적이거나, 생존을 위해 가용가능한 자원의 주기가 매우 짧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력

을 쌓아가는 사회적 네트워크 장(場)에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자신의 경력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게 되어 경력역량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학습이론의 관점에서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이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지식습득, 정보교류가 

이뤄지며, 이는 직무 수행을 위해 습득하는 학습의 개념과는 구분된다고 언급한 이수용(2012) 관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이는 지식공유가 경력계획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Kreitner & Kinicki, 1992; 서미애, 2014; 현영섭, 2009). 즉, 

개인 간에 경력 관련지식 및 기술 정보 제공 및 습득하고자 노력할수록, 자신에 대한 강·약점 파

악과 경력 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경력을 확장,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제고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경력역량은 개인 차원과 사회적 맥락 차원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인 것으로 해석된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주체로 비춰져 경력역량도 개인 차원의 노력으로 치부

될 수 있으나, 동료강사들과의 지식공유라는 사회적 맥락 노력이 더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시사한

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경력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무경계 경력태

도와 지식공유가 근본적으로 가능하도록 일감 확보 및 강사들과의 교류 기회 증가가 필요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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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연구의 응답자들은 강사협회 및 중개업체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강사들이라는 점을 감안하

여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정 협회나 업체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도 존재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며, 이들은 등록되어 활동하는 강사들에 비해 동료강사

들과의 지식공유 기회 자체가 한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강사협회 및 강사 중개업체는 인지도가 

높은 강사만이 아니라 초기 진입한 강사들에게도 등록의 기회를 넓혀 경력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 

5)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경력역량의 직접효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력역량 수준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p< .001 에서 직접적인 정적 영

향(β=.701)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5는 채택되었다. 이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경력을 쌓으면서 필요한 의미역량, 기술역량, 관계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직접적으

로 주관적 경력성공을 보다 높게 인식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력역량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Akkermans et al., 

2013; Francis-Smythe et al. 2013; Van den Born & Van Witteloostuijn; 2013). 경력역량

은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지식, 행동 등으로서 주관적인 경력만족감

과 미래의 일 확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게 인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밝

혔다.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의 맥락에서 경력역량이 보다 다차원적인 주관적 경력성공의 예측변인임

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주관적 경력성공 선행연구들은 

Greenhaus 외(1991)이 개발한 경력만족 단일구인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어, 프리랜서의 

맥락을 반영한 다차원적인 하위구인에 따른 관련 변인들과의 영향 관계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력성공을 새롭게 구인화 및 타당화함으로서, 인적자본의 관점에서 프리랜

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경력개발을 위한 기술을 향상함에 따라 자신 및 동료들과 비교하여 일한 가

치만큼의 경제적 보상에 만족하고, 자신의 경력이 성장하고 있음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며, 경력 

구성주의 관점에서 경력역량을 많이 확보할수록 자신이 가진 자원과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원하

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됨에 따라 일과 일 외 삶에서 조화로움을 느끼고, 미래의 일 

확보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데에 예측변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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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력역량은 경력만족감과 일 확보 가능성 뿐 아니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력성장 

과정에서 동력으로 작동함을 스스로 끊임없이 축적 및 개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경력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의 응답자들 중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경력년수가 9년 이하인 자가 전체 응답자의 3/4인 약 76%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강사로

서의 안정적인 입지와 지위가 확고히 구축되지 않은 단계에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러한 경우 경력 

목표를 탐색하고 재설정하며, 경력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관계성을 넑혀나가는 일들이 경력년수가 

10년 이상인 강사들에 비해 더 많이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경력년수 10년 미

미만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경우 주관적 경력성공 향상을 위해 경력역량 축적에 보다 많

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

1)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인식한 지식공유는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β=.054,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이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심리적, 물리적으로 이동하며 경력을 쌓는 것을 선호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주 강의분야 및 타 강의분야 동료강사들과 지식공유를 많이 하고자 노력하게 되어, 궁극

적으로 경력역량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이론과 다중경력과 경력개발시스템 이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지식공유는 고객사의 강의 니즈가 급변하는 상황에 따

라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한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 공유를 의미한다. 경력 개발에 

요구되는 목표계획, 전문지식 및 기술, 대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역량들, 즉 경력역량 또한 유동적으

로 변화하는 경력의 장(場)에서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즉,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는 새로운 직무와 다양한 조직 내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특정 직무, 

조직 간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동하며 경력을 쌓는 패턴을 선호할수록 주 강의분야 뿐 아니라 

타 강의분야 동료강사들과의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경력 관련 기술 및 업계동향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보다 폭넓은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게 됨으로서, 경력역량이 보다 많이 축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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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결과는 경력역량은 개인 차원의 무경계 경력태도만 높은 경우보다 사회적 맥락 차원의 

지식공유 수준이 함께 높을 때 보다 증가됨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직무, 조직에 대한 이동성 선

호수준이 높아도 경력역량이 증가되지만,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동료강사들과 업계동향과 경력 관

련 기술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때 자신의 경력역량이 더 크게 증가된다. 이는 경력역량은 사회적 

맥락 차원의 직업적 공동체 관계망에서의 지식공유 활동을 매개로 한 맥락적 결과물임을 의미한

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자신의 노력 외 동료강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경력역량이 

축적될 수 있음을 알고 다양한 분야의 동료강사들과 경쟁의식을 갖기 보다는 호혜적 관계 속에서 

서로 알고 있는 암묵지를 활발하게 공유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사협회 및 강사 중개

업체도 동료강사들간의 온·오프라인 워크샵, 교류 모임 기회를 만들고 서로의 암묵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경력역량의 매개효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인식한 경력역량이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β=.186,  p<.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3-2는 채

택되었다. 이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심리적, 물리적으로 이동하며 경력을 쌓는 것을 선호하

는 수준이 높을수록 경력을 쌓으면서 필요한 의미역량, 기술역량, 관계역량 수준이 높아져, 그 결

과 주관적 경력성공을 보다 높게 인식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Driver(1979)의 경력유형론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프리랜서 기업교

육 강사는 4가지 경력유형 중 짧은 단기간 경력패턴이 지속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전이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이형은 네트워크 구축, 학습 신속성, 혁신 등의 행동역량이 중요하며, 보상 

측면에 있어 승진보다는 독립과 자율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경력유형론에 비

추어 기업교육 프리랜서 강사를 생각해 보면, 이들은 단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감 경험을 

쌓는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에 대한 동기, 기술, 관계역량 즉, 경력역량을 축적하게 된다. 축적

된 경력역량은 다른 일감 수행 시 전이 및 투입시킴으로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독립된 

저문가로서 직무 수행상의 독립과 자율이라는 보상을 받을 때 심리적으로 경력 성공감을 보다 높

게 느끼게 됨을 시사한다. 또한, 개인이 추구하는 무경계 경력은 자신의 친구, 동료, 상사 이외의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관계를 구성하고 교류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 DeFillipp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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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ur(1996), Saxenian(1996)의 관점에서 구조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은 무경계 경력태도에 의

해 보다 확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을 높일 수 있

음을 시사한다.

한편, 무경계 경력태도가 주관적 경력성공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므로, 두 변인 간 관계를 

경력역량이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 중 경력개발의 목적성 없

이 단순하게 직무, 조직 간 이동을 선호하는 수준이 높은 경우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으나, 경력역량 축적에 도움이 될 경우에는 주관적 경력성공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무경계 경력태도를 해석함에 있어 특히 초기 프리랜서 입직 

단계에서 다양한 직무, 조직을 탐색하기 위해 무경계 경력태도 수준이 높은 경우는 주관적 경력성

공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작용할 수 없을 것이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경력개발 차원에

서 강의 영역 및 고객사 확장을 위해 새로운 직무, 조직 이동을 선호할 경우, 다양한 자원들을 확

보하게 됨으로서 경력역량을 축적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기

업 교육담당자, 강사협회 및 강사 중개업체에서는 강사들의 경력역량을 평가하고자 할 때, 단순히 

직무, 조직의 다양성을 보기보다는 경력 확장의 관점에서 무경계 경력태도 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의 이중매개효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지식공유, 경력역량

이 유의한 이중매개효과(β=.026,  p<.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이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심리적, 물리적으로 이동하며 경력을 쌓는 것

을 선호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주 강의분야 및 타 강의분야 동료강사들과 지식공유를 하기 위해 

보다 많이 노력하게 되어, 경력의 의미, 기술, 관계 역량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주관적 

경력성공을 높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무경계 경력태도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 메커니즘을 규명한 결

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무경계 경력태도가 주관적 경력성공에 직접적

인 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Volmer & Spurk, 2011; 고윤승, 2016; 김시진,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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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0; 양효욱, 2018; 하종원, 2013).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무경계 경력태도가 주관적 경력

성공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연구가설 2-1이 기각되어, 두 변인 간의 직접적 영향

관계는 없으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이 존재함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의 무경계경력에서의 주관적 경력성공 모형들이 고려하지 못했

던 사회적 맥락 차원의 변인의 영향이 중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약 20년간 진행된 

무경계경력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주관적 경력성공 모형을 제시한 Guan 외(2019)는 무경계 

경력태도를 단일선행변인으로 보고 경력 기회 획득의 관점에서 경력역량을 매개로 주관적 경력성

공에 이르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어, 사회적 맥락 차원의 선행변인은 고려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경력 주체로 생각되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우에도 주관적 경력성공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 차원의 지식공유를 통해 경력역량이 축적되는 중간 경로가 중요함을 

실증했다. 

  따라서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로 일하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경우에도 경력

역량은 온전히 개인에게 부담(burden)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급변하는 기업

환경과 코로나 등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개인 차원에서 경력 확장을 

위해 친숙한 특정 강의분야와 고객사에 자신의 경력을 한정짓기 보다는 접해보지 않았던 직무 수

행을 위해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고객사를 개척할 수 있는 주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주

된 강의분야 외 새로운 강의분야의 동료강사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폭넓은 업계 동향을 접함으로

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경력목표를 재설정하고 경력 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라. 조절효과에 대한 논의

1)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학습민첩성의 조절 효과(β=.0290, p<.05)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

정한 가설 4-1은 기각되었다. 이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개인의 학습민첩성 수준이 높다고 해

서, 심리적, 물리적 이동성 선호 수준이 경력역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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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급변하며 경쟁적인 아웃소싱 강의시장에서 무경

계적으로 경력을 쌓아나감에 따라 일반적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자신의 학습민첩성 수준을 높게 인

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을규, 박상오(2017)이 IT 중소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무형식학습활동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소속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나 학습지원 정도, 개인의 직급, 학력 수준에 따라 개인의 학습

민첩성 수준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석사 이상 학력자 비율이 높고, 소속된 조직이 없어 비교적 동질한 프리랜서 아웃소싱 시장 환경

에서 스스로 생존하는 구조이기에 개인별 학습민첩성 수준의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이에 따라 조

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Guan 외(2019)가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변인들 간의 통합적 모델을 제시하

며,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 역량(정체성, 기술 향상, 관계 확장) 사이를 촉진하는 다양한 변인들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으나, 그러한 관점에서 개인 차원의 학습민첩성 외에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가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학습민첩성이 조절 효과(β=.0241, p<.05)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설정

한 가설 4-2는 기각되었다. 이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개인의 학습민첩성 수준이 높다고 해서, 

주 강의분야 및 타 강의분야 동료강사들과의 지식공유 수준이 경력역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에 차이가 있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강

사들과 경력 관련 기술과 업계동향 정보를 제공 및 획득하는 수준이 개인 차원의 학습민첩성 수준

과는 별개로 자신의 경력역량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적 공동체에 속한 동료강사들에게 얻은 강의 기술 및 업계동향을 동일하게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학습민첩성 수준에 따라 향후 자신의 경력 목표 설정 또는 경력 향

상을 위해 연마해야 할 기술을 파악하고 유연하게 적용하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여 경력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러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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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경력역량 축적에 중요한 지점은 얼마나 공유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느냐보다는 근본적으로 

얼마나 양질의 지식을 주고 받았느냐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경

력목표를 설정하고, 경력 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경력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

성하는 경력역량은 장기간의 지속된 노력의 축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산물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지식공유 관련 이론에서 살펴본 사회적 자본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개

인의 학습민첩성 수준보다는 양질의 지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신뢰할만한 직업적 공동체 즉 다양

한 강의분야의 동료강사라는 사회적 자본을 보유한 수준이 전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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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역량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및 학습민첩성과 주관적 경력성

공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무경계경력 및 인텔리전트 경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및 학습민첩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조방정식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기업 및 기관의 

성인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을 지원 및 촉진하며 직접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전체이며, 모집단은 약 34,000여명으로 추정하였다. 표집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경력년

수를 기준으로 비확률표집 중 할당표집(quota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해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주관적 경력성공은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인터뷰 결

과를 종합하여 조사도구를 새롭게 구인화하였다. 구조적 관계 검증을 위해 주관적 경력성공, 무경

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학습민첩성 도구와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로 93부를 

분석하였고, 본조사로 374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한 뒤, 최종적

으로 328부를 분석하였다. 본조사 결과,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주관적 경력성공 .849, 무경계 

경력태도 .849, 지식공유 .916, 경력역량 .926, 학습민첩성 .893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RMSEA=.085, RMR=.028, CFI=.906, NFI=.882로 대체로 적절한 수준

으로 확인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3.0,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연구모형에 대한 관계 구명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는 SPSS Process Macro v.3.5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

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연구가설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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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및 학습민첩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조모형은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을 위해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를 종

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χ²값은 145.098로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RMR(.027), SRMR(.0582), RMSEA(.091), CFI(.916), NFI(.892)등 대부분 적합 기준

치를 만족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이론적 모형 설명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 경력역량 및 주관적 경력성공 간의 직접효과 분석 결과, 무경

계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해 직접적인 정적 영향(β=.132, p<.05)은 미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된 반면, 무경계 경력태도가 지식공유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을 미치며(β=.415***, 

p<.001), 경력역량에 대해서도 정적 영향(β=.64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지식공유는 경력역량에 대해 정적 영향(β=.180*, p<.05)을, 경력역량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해 직접적인 정적 영향(β=.69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지식공유, 경력역량의 매개효과 분석 결

과, 지식공유는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β=.054**, p<.01)가 

있으며, 경력역량이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β=.186**,  

p<.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지식공

유, 경력역량이 유의한 이중매개효과(β=.026**, p<.01)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구조모형 중 무경계 경력태도, 지식공유와 경력역량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 분

석 결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역량간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이 조절 

효과(β=.0290, p<.05)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공유와 경력역량간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 효과(β=.0241, p<.05)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결론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은 역량 축적 및 경력 확장의 관점에서 개인 

차원의 무경계 경력태도와 사회적 맥락 차원의 지식공유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경력역량의 축적

을 통한 통합적 메커니즘에 따른 결과물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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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진 점은 무경계경력과 경력성공 통합모형(Guan et al., 2019)에서 제시한 

무경계경력의 두 가지 관점 즉,‘자원 획득 및 경력 확장의 관점’과‘비용 및 경력 위협의 관

점’중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우 전자의 관점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독립적으

로 일하는 지식근로자로서 경력역량의 축적을 위해 개인 차원의 무경계 경력태도만이 아니라, 사

회적 맥락 차원의 지식공유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 특정 소속이 없고, 일감 불안정성이 높은 프리

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우 스스로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행동보다 어떠한 직무, 조직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경력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개인의 무경계 경력태도와 사회 맥랙적 차원에서 지식

공유의 상호작용이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은 경력역량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력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무경계 경력태도를 함양하고, 다양한 강의분야의 동료강사들과 지식공유를 보다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한 일감 불안정성이 높아진 노동시장 환경에서, 프리

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무경계 경력태도가 높을지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의 일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보다는 외부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져 자신이 안정적으로 구축했

다고 여기는 특정 강의분야와 조직 경계 안에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직무와 조직 경계를 자유롭게 이동하고자 하는 경력태도가 높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일

수록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동료강사들과 경력 관련 정보를 호혜적으로 주고 받는 지식공유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보다 다양한 경력 옵션에 대해 자신의 경력을 탐색하고, 다른 직무, 고

객사 등 이동을 위해 직무 및 경력 향상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자신의 경력에 조언

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역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차원에서 

무경계 경력태도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동료강사들과 지식공유 노

력을 보다 활발히 함으로서 경력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는 무경계 경력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지식공유를 보다 활발히 하

게 되어 경력역량을 더 많이 축적하게 됨으로서, 궁극적으로 주관적 경력성공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무경계 경력태도는 직무, 조직 간 경계 이동을 선호할수록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동료강사들

과 경력 관련 정보를 호혜적으로 주고 받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됨으로서 궁극적으로 직업적 공

동체 안의 동료강사들의 경력개발 자원과 지적자산 확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인식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코로나 등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들은 개인 차원에서 경력 확장을 위해 친숙한 특정 강의분야와 고객사에 자신의 경력을 한정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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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접해보지 않았던 직무 수행을 위해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고객사를 개척할 수 있는 주도

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주된 강의분야 외 새로운 강의분야의 동료강사들과의 교류를 확대하

여 폭넓은 업계 동향을 접함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경력목표를 재설정하고 경력 향상

을 위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석사 이상 학력자 비율이 높고, 소속된 조직이 없어 비교적 

동질한 프리랜서 아웃소싱 시장 환경에서 스스로 생존하는 구조이기에 개인별 학습민첩성 수준의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경력역량 축적에 있어 주고받은 지식을 얼마나 민첩하게 습득

하느냐보다는 근본적으로 얼마나 양질의 지식을 주고받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끊

임없는 자아성찰을 통해 경력목표 설정과 경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경력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내포하는 경력역량은 신뢰할만한 직업적 공동체 즉 다양한 강의분야의 동료강사

라는 사회적 자본을 보유한 수준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3. 제언 

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국내 종사상 지위분류 세분화 개정에 따라 프리랜서 현황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확률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폭넓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주관적 경력성공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관련 통계자료 부재로 현존하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집단

을 추정하여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연구대상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다. 종사상 

지위분류 개정 완료 후,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일반적 특성 혹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집단과의 집단별 차이 

규명이 필요하다. 이직, 전직,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로 입직

하게 된 경우 혹은 주 강의분야 등에 따라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간의 구

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사내강사, 평생교육강사, 

산업교육강사 등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와 강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유사집단들과 주관적 경력

성공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 연구를 진행한다면 강사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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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규명하고, 그에 맞는 정책 지원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경계 경력에 대한 관점 확장 및 관련 연구의 확대가 요구된다. 현대사회의 경력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경계는 직무, 조직 뿐 아니라, 지리적 공간, 산업, 문화 등 보다 다양하다(Gubler 외, 

2014).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경계 유형들의 개념을 규명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생애 관점에서 경계(bounded)경력이 무경계(boundaryless)경력 관련 변인들 예를 

들어 경력역량이나 경력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이 기업에서의 경력을 쌓은 후 무경계 경력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 경계 내에서 경력에 

따라 무경계 경력을 쌓아가는 패턴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무경계 경력태도와 프로티언 경력태

도의 상호작용이 경력역량 및 주관적 경력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

가 있다. 또한, Briscoe 외(2006)은 무경계 경력태도를 심리적 이동성, 물리적 이동성 선호 수준

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하였으나, 프리랜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직무, 조직 간 이동을 하

며 경력을 쌓는 특징을 가졌으므로, 이동성 선호 수준보다는 실질적인 이동성 정도, 즉 경력 무경

계성(career boundarylessness)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연구

를 진행한다면, 보다 풍부한 함의를 도출하고, 무경계 경력연구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프리랜서 특유의 맥락을 고려한 경력역량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무경

계경력관점에서 개발된 Hasse(2007)의 경력역량 도구 원문을 번안하여 국내 조직구성원 대상 타

당화 연구를 진행한 이지영, 이희수(2019)가 사용한 경력역량 도구를 활용하였다. 기 개발된 도구

를 사용함으로써, 조직구성원과 프리랜서의 경력역량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향후 보다 폭넓은 심층인터뷰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프리랜서들만의 경력에 요구되는 

역량을 새롭게 구인화하고 타당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무경계 경력태도 및 지식공유와 경력역량 간의 관계에서 다

양한 조절변인 탐색이 필요하다. Guan 외(2019)는 무경계 경력과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변인들 

간의 통합적 모델을 제시하며, 무경계 경력에서 경력 확장 및 자원 획득을 촉진하는 다양한 변인

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한 관점에서 개인 차원의 학습민첩성 외에 

자발적 이동 수준, 기능적 대처 수준 등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70 -

나. 실천적 제언

첫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지식공유, 경력역량, 주관적 경력성공 증가를 위해 특정 직무, 

조직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심리적, 물리적으로 이동하며 경력을 쌓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다양한 기업의 니즈 충족을 

위해 끊임없이 경력개발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IT기술 발달, 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인한 기업교육 아웃소싱 일감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자신

의 주 강의분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강의분야를 배우고, 특정 고객사에 머물지 않는 무경계적 경

력태도를 스스로 함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이 자신의 주 강의분야 뿐 아니라 타 강의분야의 동료강사들과 

활발한 경력 관련 기술과 업계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강사협회, HRD 전문회사, 강사 중개업체, 강사 카페 및 블로그 등에 등록되어 활동하

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혹은 정보 교류 모임을 통해 다양한 강

의분야별 동료강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나 교류 횟수가 빈번하지 않고 다소 체계적

이지 않은 실정이다. 강사협회, HRD 전문회사, 강사 중개업체들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 간의 

지식공유는 비단 강의 기술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력 차원에서 경력 관련 기술과 업계동향 공

유의 성격임을 인식하고, 경력역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활

성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의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표준화된 강사비 책정 기준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하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은 경제적 보상 만족, 경력 성장 만족, 일 확보 가능성을 자신

뿐 아니라 동료강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업마다 강사비 책

정 기준 및 강사 섭외 조건이 상이한 점은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주관적 경력성공 인식을 

저하시킬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 산업군, 업종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프리랜서 기업

교육 강사비 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일원화된 프리랜서 강사 섭외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고객

사의 강사 섭외 조건, 분야별 강사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면,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주관적 경력성공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경력년수를 고려한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경력년수가 낮고, 여성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들의 경우 프리랜서 입직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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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경계 내에서 다양한 경력역량을 축적한 경우에 비해 강사로서의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 또한 여성 초기경력자인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경우 설문

조사의 프리랜서 진입경로 및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학 졸업 후 사회로 첫 이행한 초

기경력자 뿐 아니라, 실업자 대상 재취업 프로그램 등 직업훈련을 통해 프리랜서로 입직하는 사례

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강사라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흥미는 가지고 있으나, 공공 및 

민간 강사양성기관에서 장기간 체계적으로 전문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이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 입직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강사양성과정을 제공하고, 

강사들 간의 모임, 멘토링 등의 경력개발 지원을 통해 자신만의 차별화되는 강의분야를 개발해 나

감으로서 경력을 유지 및 확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내실화와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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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인터뷰 질의서 및 주요 결과

프리랜서 대상 심층면담 요청서

1. 취지 및 목적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이 경력개발의 

주체로서 인지하는 경력, 경력성공, 경력개발의 의미를 이해하고, 경력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일터환경의 다양한 맥락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2. 진행 방식

   ○ 실시기간 : 2020년 6월 10일(수) ~ 2020년 7월 3일(금)

   ○ 실시방법 : 면대면 인터뷰(인터뷰 실시 전 질의서 공유)

   ○ 소요시간 : 약 1시간 30분

3. 인터뷰 대상자 선정 

   ○ 분야, 연령대를 고려하여 약 10인 선정

   ○ 인터뷰 내용은 크게 I. 경력경로 및 현황, Ⅱ. 경력의 의미, Ⅲ. 개인 차원의 경력개발,

      Ⅳ.일터환경의 맥락, Ⅴ. 기타 의견으로 구성됨.

4. 인터뷰 질의 내용

 □ 경력경로 및 현황

1) 지금까지의 경력경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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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및 직장생활 경력 모두 포함, 해당 분야, 직장, 직무 내용, 휴식기간 유무 등)

2) 프리랜서를 선택하신 동기는 무엇인지요?

   (경제적 보상, 개인 시간 확보, 육아 병행 등)

3)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면서 경력관리 측면에서 가장 큰 고민사항 혹은 이슈는 무엇인지요?

   (전직 고려, 일감의 불안정성 등)

4)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감 개수, 내용, 계약기간, 발주처, 일감 팀 구성 등)

 □ 경력의 의미

  1) 경력(Career), 경력성공의 의미 혹은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경력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이동성 성향 등)

 2) 어떠한 경우에 나의 경력이 성공적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3) 경력을 개발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4) 프리랜서의 경력(및 경력개발)은 임금근로자와 어떠한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인적자원(HR)분야의 프리랜서의 경력이 타 분야와 다른 점은?

 5) 일감 확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는지요?

    (지인 추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컨설팅사 추천 등) 

   

□ 개인 차원의 경력개발

 1) 경력개발을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요?

    (다수의 일감 수행, 대학원 진학, 지인들과의 학습동아리, 세미나 참석 등)

 2) 프리랜서로 다양한 일감을 수행하는 경우, 경력개발을 위해 일에 대한 동기, 전문지식       

       및 기술, 사회적 관계 형성 측면에서 임금근로자와 다르게 더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   

       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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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환경의 맥락

 1) 일감 수행 시 팀원들과 의견 및 정보 공유 등의 교류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요?

 2) 일감 수행 시 직무 자율성이 어느 정도로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업무계획 수립, 업무수행 방식, 일정 조율, 목표 수립 등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정도)

 3) 개별 일감마다 직무 자율성 정도가 다르다고 느끼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고객사의 문화, 일감 매니저의 성향, 직무 역할 차이 등)

□ 기타 의견              

1) 프리랜서의 경력성공과 경력개발을 위해 정책적 지원(법, 교육 및 훈련 등) 확대 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 202 -

□ 인터뷰 주요 결과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응답자 특성 40세 기혼 여성 43세 기혼 남성 33세 미혼 남성 38세 미혼 여성 36세 미혼 남성 42세 기혼 여성 34세 미혼 여성

프리랜서 

진입동기
자기계발,  육아병행

박사학위과정 후 

경로 고민 중에

개인 시간 확보가

용이해서

전문성, 주도적인 

업무수행, 성장 욕구.

자유로움, 높은 급여,

관심분야의 일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성장이 없다고 느껴서 

퇴사 후 실업자훈련 통해 

서비스강사로 진입

하고 싶은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서

경력의 의미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

전문성을 쌓고 

학습해나가는  과정
나의 성장 경로

어떤 분야에서  일관된 

전문성을 배워나가는 것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삶인 것 같다. 

삶의 일부분

목표로 하는 길을 

가는 것

경력개발의

의미

Ÿ 일을 유지하기 위해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Ÿ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것

(프로젝트 경험과 

학위과정을 통해)

Ÿ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경력에 

적응해 나가느냐가 

중요함.

Ÿ 능력치를 올리는 것

Ÿ 경력이 개발되어야 

일감 확보가 된다. 

Ÿ 분야를 넓혀가는 것

Ÿ 어떤 경험이든 해온 

경험에서 의미를 

만들어 나가고 

찾아내고, 조합해 

나가는 것

Ÿ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성공하는 

것

경력성공의

의미

Ÿ 부족함 없이 돈을 

버는 것

Ÿ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 것

Ÿ 원하는 분야에서 

원하는 수준만큼 

일을 수행하는 것

Ÿ 경제적 여유에 

기반한 시간적 여유 

(강의가 충분히 

있을 때 시간적으로 

휴식을 취할 때)

Ÿ 경력 양과는 별개로 

질이 중요

Ÿ (내가 이정도 가치를 

인정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보수를 받을 때

Ÿ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거나 상을 받는 것

Ÿ 하고자 하는 공부와 

일을 하고, 

성취감을 느낄 때

Ÿ 프로젝트에서 배울 

점이 있고, 성장 

했다고 느낄 때

프리랜서가

임금근로자와 

다른 점

Ÿ 자유로운 점

Ÿ 사내강사보다 

강의범위가 더 

넓어서 더 많은 

공부와 관계 형성 

노력 필요

Ÿ 원하는 시간대(야간) 

에도 일할 수 있음

Ÿ 한 조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전을 더 생각하게 

됨  

Ÿ 짧은 시간 투입 

대비 높은 보상

Ÿ 경력의 인정

Ÿ 페이는 수행하는 

프로젝트 크기, 기관 

크기, 내용에 따라 

다름.   

Ÿ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음.

Ÿ 안정성 빼고는 

프리랜서가 자율권한 

정도, 성취감 정도, 

일에서 얻는 재미 

모두 다 높음. 

Ÿ 업무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높다는 게 

가장 장점임.

Ÿ 회사 다닐 때는 

안정적인 대신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았음. 

Ÿ 강의시간 외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 

조정 가능한 점

애로사항

Ÿ 교육 실무담당자와 

상급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 둘 다 

조율하기가 어려움

Ÿ 급변하는 조직 

환경에 대한 감이 

떨어짐(조직에 

속하지 않다보니)

Ÿ 높은 일감 불안감 

(바쁘게 강의 끝낸 

후 허탈감이 듦) 

Ÿ 일감 불안정성

(직전 달과 이번달 

페이가 10배 정도 

차이 남)

Ÿ 동일 기간에 각기 다른 

내용의 과업 수행 시 

투입 우선순위, 비중 

조절이 어려움

Ÿ 강사 등용문이 

명확하지 않음

Ÿ 페이 협상 주도권은 

일반 강사라 거의 

없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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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예비조사도구 번안

변인 하위변인 선행연구 No. 원안 1차 번안 예비문항안

주관적

경력성공

경제적

보상만족

Greenhaus
et al.(1990)

1
I am satisfied with the progress I have made 

toward meeting my goals for income.

나는 나의 수입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진해온 나의 경력

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받아온 수입에 만족한다.

Gatticker
와 

Larwood
(1986)

2 Earning as much as I think my work is worth. 내가 쌓아온 수입은 내가 일하는 가치만큼 충분하다. 내가 일해온 가치만큼의 보상에 만족한다.

3
Drawing a high income compared to my

peers. 
나는 나의 동료들에 비해 수입이 높은 편이다.

내 분야의 동료강사들과 비교할 때, 내 수입에 만족

하는 편이다.

4
Receiving fair compensation compared

to my peers. 

나는 나의 동료들에 비해 공정한 보상을 받아온 

편이다.

내 분야의 동료강사들과 비교할 때, 일한 만큼의 

공정한 보상을 받아온 편이다.

경력성장

만족

Greenhaus
etal.

(1990),
신수림
(2014) 
번안

5
I am satisfied with the progress I have made 
toward meeting my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new skills.

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만족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들을 잘 개발해 

왔다.

6
나는 나의 전체 경력에서 지금까지 내가 향상해온 

업무 수행능력과 기술은 동료들보다 뛰어난 편이다. 

내 분야의 동료강사들과 비교할 때, 업무수행능력

수준이 높은 편이다.

7
I am satisfied with the progress I have made 

toward meeting.

나는 나의 전체적인 경력목표 달성을 위해 전진해온 

나의 경력에 만족한다.

나는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진전에 

만족한다.

8
I am satisfied with the success I have 

achieved in my career.
나는 내가 이룬 경력 성공에 만족한다. 경력에서 이루어 놓은 성공에 만족한다.

일-삶 

조화

김정운, 
박정열
(2008), 
남중수
(2014), 
임소현
(2019)

9
나는 일과 가정생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R)
나의 일과 여가생활은 충분히 조화롭다고 생각한다. 나의 일과 여가생활은 충분히 조화롭다.

10
나는 일과 여가생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R)
나의 일과 가정생활은 충분히 조화롭다고 생각한다. 나의 일과 가정생활은 충분히 조화롭다.

11
나는 일과 자기개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R)

나의 일과 자기개발은 충분히 조화롭게 이루어지

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일과 자기개발은 충분히 조화롭다.

12 나는 요즘 일에 치여 사는 것 같다.(R) 나는 요즘 일에 치여 사는 것 같다.(R) 나는 요즘 일에 치여 사는 것 같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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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경력성공

일 확보

가능성

직업
전문성

Johnson
(2001),
남중수
(2014)
번안 

I remain current on the trends and developments 

in my profession.

나는 내 직업 동향을 잘 파악하며, 그에 따른 전문성 

개발을 하고 있다.
-

I am an advocate of obtaining additional 

professional training in order to remain marketable.

나는 시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직업교육을 기

꺼이 받을 것이다.
-

13
There are many jobs available for me given my 

skills and experience.

나는 현재 기술과 경험을 고려해 볼 때, 나에게는 

앞으로 많은 일 기회가 있을 것이다.

현재 나의 경험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동료강사들

보다 많은 일 기회가 있을 것이다.

14

With the skill set that I currently have, it is 

very likely that other organizations would view 

me as a value-added resource.

현재 나의 기술로 볼 때, 다른 회사도 나를 유능한 자

원으로 간주할 것 같다.

현재 나의 능력으로 볼 때, 다른 조직들이 나를 

가치있는 자원으로 간주할 것 같다.

구직
자신감 

Johnson
(2001), 
남중수
(2014)
번안

If necessary, I could easily obtain a 

comparable position with another employer 

given my existing skill set(삭제)

지금 나의 능력과 경험 정도면, 다른 회사에서도 지금과 

동등한 조건의 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

15
I can take new career opportunities in my field 
if I want.

원할 경우 내 분야에서 새로운 경력 기회를 구할 수 

있다.

나는 원할 경우 내 분야에서 새로운 일 기회를 

찾을 수 있다.

16
I have a diversified set of skills that are easily 

transportable to other organizations.

나는 다른 조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동료강사들보다 다른 분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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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계

경력태도

심리적

이동성

Briscoe 

외(2006), 

Sullivan 

외(2006),

Lo Presti 

외(2018)

1
I seek job assignments that allow me to learn 

something new.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을 추구한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을 찾는다.

2 I am energized in new experiences and situations. 나는 새로운 경험과 상황들에서 활력을 느낀다. 나는 새로운 경험과 상황들에서 활력을 느낀다.

3
I like tasks at work that require me to work beyond 

my own department.

나는 나의 전문분야를 뛰어넘어 일 해야 하는 직무를 

좋아한다.

나는 주 강의분야를 뛰어넘어 일해야 하는 직무를 

좋아한다.

4
I enjoy job assignments that require me to work 

outside of the organization.
나는 조직 밖에서 일해야 하는 직무를 즐긴다. 나는 조직 밖에서 일해야 하는 직무를 즐긴다.

5
I have sought opportunities in the past that allow 

me to work outside the organization.

나는 조직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노력해 

왔다.

나는 조직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노력해 

왔다.

6
I enjoy working on more than one project with 

people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나는 다른 조직들의 사람들과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즐긴다.

나는 다른 조직들의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7
I like to work and / or collaborate professionally 

with people from other organizations.

나는 다른 조직들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전문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다른 조직의 사람들과 전문적으로 협력하여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8
I enjoy jobs that require me to interact with people 

in many different organizations.

나는 다른 많은 조직의 사람들과 교류할 필요가 있는 

직무를 선호한다.

나는 다른 조직의 사람들과 교류가 필요한 직무를 

선호한다.

물리적

이동성 

Briscoe 

외(2006), 

Sullivan 

외(2006)

9
I prefer to stay in a company I am familiar with 

rather than look for employment elsewhere.

나는 다른 조직을 찾기보다는 익숙한 현재 조직에 

머물러 있고 싶다.(R)

나는 익숙한 특정 조직에 머물기보다는 다른 조직을 

찾아보고 싶다.

10
I would feel very lost if I couldn’t work for my 

current organization.

나는 현재 조직을 위해 일할 수 없다면 매우 상실감을 

느낄 것이다. (R)

나는 특정 조직을 위해 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11
I like the predictability that comes with working 

continuously for the same organization.

나는 동일한 조직만을 위해 꾸준히 일하기를 

희망한다.(R)

나는 동일한 조직만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

12
If my organization provided lifetime employment, I would never 

desire to seek work in other organizations.

나는 조직이 평생고용을 보장해 준다면, 이직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R)

나는 특정 조직이 평생고용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이직을 희망할 것이다.

13
If my ideal career I would work for only one 

organization.

나는 내 생각대로 된다면, 하나의 조직만을 위해 

일하고 싶다.(R)
나는 하나의 조직만을 위해 일하고 싶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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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공유

지식제공

Van den

Hooff &

De 

Ridder, 

(2004)

1
When I’ve learned something new, I see to it that 

my colleagues are able to learn it as well.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때, 동료들도 배울 수 

있도록 알려준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때, 동료강사들에게도 알

려준다.

2
I share the information I have with colleagues 

within my department.
나는 정보를 우리 부서 동료들과 공유한다.

나는 주 강의분야 동료 강사들과 업계 동향을 

공유한다.

3
I share my skill with colleagues within my 

department.
나는 나의 기술을 우리 부서 동료들과 공유한다.

내가 가진 경력 관련 기술을 주 강의분야 동료 

강사들과 공유한다.

4

When I’ve learned something new, I see to it 

that colleagues outside of my department can 

learn it as well.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때, 우리 부서 외 

동료들도 배울 수 있도록 알려준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때, 타 분야 동료강사들

에게도 알려준다.

5
I share my information I have with colleagues 

outside my department.
나는 우리 부서 외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한다. 나는 타 분야 동료강사들과 업계 동향을 공유한다.

6
I share my skills with colleagues outside my 

department.

나는 나의 기술을 우리 부서 외 동료들과 

공유한다.

내가 가진 경력 관련 기술을 타 분야 동료강사들과 

공유한다.

지식획득

7
Colleagues within my department tell me what 

they know, when I ask them about it.

내가 요청하면, 우리 부서 내 동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나에게 알려준다.

내가 요청하면, 주 강의분야 동료 강사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업계 동향을 나에게 알려준다.

8
Colleagues within my department tell me what 

their skills are, when I ask them about it.

내가 요청하면, 우리 부서 내 동료들은 그들의 

기술을 나에게 알려준다.

내가 요청하면, 주 강의분야 동료 강사들은 그들의 

경력 관련 기술을 나에게 알려준다.

9
Colleagues outside of my department tell me 

what they know, when I ask them about it.

내가 요청하면, 우리 부서 외 동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나에게 알려준다.

내가 요청하면, 타 분야 동료강사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업계 동향을 나에게 알려준다.

10
Colleagues outside my department tell me what 

their skills are, when I ask them about it.

내가 요청하면, 우리 부서 외 동료들은 그들의 

기술을 나에게 알려준다.

내가 요청하면, 타 분야 동료강사들은 그들의 경력 

관련 기술을 나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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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역량

의미역량

Haase 

(2007): 

목표설정과 

경력계획

1
I have a clear idea of what my career goals 

are. 
나는 명확한 경력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만의 명확한 경력계획을 가지고 있다.

2

I change or revise my career goals based on 

new information I receive regarding myself and 

my situation. 

나는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여 

나의 경력을 바꾸거나 재조정 할 수 있다.

나는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여 나의 경력을 바꾸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

3
I know what I need to do to reach my career 

goals. 

나는 나의 경력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경력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4 I have a strategy for achieving my career goals. 
나는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나는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plan for my career. 나는 경력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Haase 

(2007): 

자기인식

5
I know my own strengths. 나는 나의 강점을 알고 있다.

나는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다.
I am aware of my weaknesses. 나는 나의 약점을 인식하고 있다.

6
I know what job features are personally 

important to me. 
나는 나에게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는 나에게 어떤 업무가 중요한지 알고 있다.

7
I know what work tasks or projects interest 

me. 

나는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는 내게 흥미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I recognise what I can and what I can't do 

well.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별할 수 있다.

기술역량

Haase 

(2007): 

직무관련 

성과 

효과성

8
I perform the activities that are expected as 

part of the job. 

나는 나의 업무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
나는 업무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

9 I meet set deadlines. 나는 업무기한에 잘 맞추어 일을 수행하고 있다. 나는 업무기한에 잘 맞추어 일을 수행하고 있다.

10

I fulfil the responsibilities specified in my job 

description. 

나는 나의 직무에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나는 나의 업무에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I perform all assigned duties. 나는 부여된 모든 업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11
I meet the quality standards required of my 

job. 

나는 나의 업무에서 요구하는 성과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

나는 업무에서 요구하는 성과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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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역량 기술역량

Haase 

(2007): 

경력향상 

스킬

12
I develop skills which may be needed in future 

positions. 

나는 향후 업무에 필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나는 향후 업무에 필요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강의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13
I develop knowledge and skills that make me 

distinctive. 

나는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한다.

I develop expertise in areas that are critical to 

my work unit’s operation.

나는 내 업무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영역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있다.

나는 현재 업무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전문지식을 

개발하고 있다.

14
I gain experience in a variety of work assignments 

to increase my knowledge and skills. 

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험을 얻는다.

나는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강의 기술

을 향상시키고 있다.

I take job-related courses. 나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듣고 있다.

15
I seek out training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나는 업무 관련 교육이나 자기개발 기회를 찾고 

있다.

나는 업무 관련 교육이나 자기개발 기회를 찾고 

있다.

I keep informed on affairs, structures and 

processes in my profession. 

나는 내 전문 분야의 업무, 구조, 프로세스에 대해 

계속 알고 있다.

Haase 

(2007):

정치적

지식

I can identify the people who are most 

important to getting the work done.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I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motives 

behind the actions of other people at work. 

나는 일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를 잘 이해하고 있다.

I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politics in 

my work.

나는 업무와 관련된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I know who the most influential people are in 

my work.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16
I use my interpersonal skills to influence 

people at work. 

나는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대인관계 스킬을 

활용하고 있다.

나는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대인관계 스킬을 

활용하고 있다.



- 209 -

변인 하위요인 선행연구 No. 원안 1차 번안 예비문항안

경력역량 관계역량

Haase 

(2007):

피드백 

추구와 

자기표현

I make others aware of the assignments I want. 
나는 내가 원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

I make others aware of my aspirations and 

career objectives.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경력열망과 목표를 

인식시킨다. 

I make my work become visible to other 

people.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일을 볼 수 있게 한다. 

I seek feedback on my training and 

development needs. 

나는 나의 교육 및 개발 요구에 대한 피드백을 

요구한다.

I seek feedback on opportunities I have 

identified for future career development. 

나는 향후 경력 개발을 위한 특정 기회에 대한 

피드백을 요구한다.

I seek feedback on my career progress to date. 나는 지금까지의 나의 경력에 대해 피드백을 구한다.

I ask for feedback on my job performance from 

my immediate supervisor. 

나는 직속상사에게 나의 직무성과에 대해 

피드백을 요청한다.

I ask for feedback on my job performance from 

individuals other than my supervisor. 

나는 나의 상사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직무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편이다.

Haase 

(2007):

경력지도와 

네트워킹

I seek to become acquainted with higher-level 

managers. 
나는 상위 관리자와 친해지려고 한다.

I seek counselling and advice from higher-level 

managers. 
나는 상위 관리자에게 상담과 조언을 구한다.

I seek career guidance from my supervisor. 나는 수퍼바이저에게 경력지도를 구한다.

I seek career guidance from experienced 

people outside the organisation. 

나는 조직 밖의 경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력 

지도를 구한다. 

17

I network with co-workers or other people to 

provide myself with help or advice that will assist 

my career progression. 

나는 나의 경력발전에 도움과 충고를 제공해 주는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의 경력발전에 도움과 충고를 제공해 주는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18

I network with people who are in important 

positions in other organisations or the 

community. 

나는 다른 조직이나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나는 다른 조직이나 커뮤니티 등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19
I keep in contact with people in my work who 

hold important positions.

나는 내 일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한다.

나는 나의 업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I introduce myself to people who can 

influence my career. 

나는 내 경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한다.



[부록 3] 예비조사도구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사도구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관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작성

되었으며, 조사도구의 내용은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개인 심리 및 경력역량에 대한 것입니다.

 

조사도구는 6개 항목, 총 82 문항이며, 응답하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더불어, 응답자께서 작성하신 설문지 

내용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설문지는 분석에 활용될 수 없기에 한 문

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설문이 종료된 후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

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다시 한 번 바쁘신데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강사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수료생 박보람

지도교수 정 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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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귀하께서�심리적으로�느끼는�주관적�경력�성공에�대한�질문입니다.�각�문항을�

잘�읽고,�귀하의�생각과�가장�가깝다고�생각하는�곳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로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금까지�받아온�수입에�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일해온�가치만큼의�보상에�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분야의�동료강사들과�비교할�때,�내�수입에�만족하는�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분야의�동료강사들과�비교할�때,� 일한� 만큼의�공정한�보상을�받아

온�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업무�수행에�필요한�새로운�기술들을�잘�개발해�왔다. ① ② ③ ④ ⑤

6 내�분야의�동료강사들과�비교할�때,� 업무�수행�능력이�높은�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경력목표�달성을�위한�지금까지의�진전에�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경력에서�이루어�놓은�성공에�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일과�가정생활이�조화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일과�여가생활이�조화롭다. ① ② ③ ④ ⑤

11 일과�자기개발이�조화롭다. ① ② ③ ④ ⑤

12 요즘�일에�치어�사는�것�같다. ① ② ③ ④ ⑤

13
현재�나의�경험을�고려할�때,� 앞으로�동료강사들보다�많은�일�기회가�

있을�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현재�나의�능력을�고려할�때,� 많은�조직에서�나를�가치있는�자원으로�

여길�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원할�경우�언제든�내�분야에서�새로운�경력�기회를�찾을�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동료강사들보다� 다른� 분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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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귀하의�무경계�경력태도에�대한�질문입니다.� 각� 문항을�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가장�가깝다고�생각하는�곳에�✔ 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새로운�것을�배울�수�있는�일을�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새로운�경험과�상황들에서�활력을�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주�강의분야를�뛰어넘어�일해야�하는�직무를�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조직�밖에서�일해야�하는�직무를�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5 조직�밖에서�일할�수�있는�기회를�찾고자�노력해�왔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양한�조직의�사람들과�함께�프로젝트에�참여하는�것을�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양한�조직의�사람들과�전문적으로�협력하여�일하는�것을�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조직의�사람들과의�교류가�필요한�직무를�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익숙한�특정�조직에�머물기보다는�다른�곳을�찾아보고�싶다. ① ② ③ ④ ⑤

10
특정� 조직을� 위해� 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동일한�조직만을�위해�지속적으로�일하는�것을�희망하지�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특정� 조직이� 평생고용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다른� 곳을� 찾을�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하나의�조직만을�위해�일하고�싶지는�않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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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음은 귀하의 주 강의분야 및 타분야 동료강사들 간의 지식공유 정도에 대한 질문입

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새로운�것을�배우게�될�때,�주�강의분야�동료�강사들에게도�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주�강의분야�동료�강사들과�업계�동향을�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가진�경력�관련�기술을�주�강의분야�동료�강사들과�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새로운�것을�배우게�될�때,�타�분야�동료�강사들에게도�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5 타분야�동료�강사들과�업계�동향을�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가진�경력�관련�기술을�타�분야�동료�강사들과�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요청하면,� 주� 강의분야� 동료� 강사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업계� 동향을�

나에게�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요청하면,�주�강의분야�동료�강사들이�그들의�경력�관련�기술을�나에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요청하면,� 타� 분야� 동료� 강사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업계� 동향을� 나

에게�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요청하면,� 타� 분야� 동료�강사들이� 그들의� 경력� 관련� 기술을� 나에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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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의� 경력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생각하는�곳에�✔ 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만의�명확한�경력계획을�가지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새로운�정보를�반영하여�나의�경력을�바꾸거나�재조정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경력목표에�도달하기�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알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경력목표를�달성하기�위한�전략을�가지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강점과�약점을�알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떤�업무가�중요한지�알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7 흥미�있는�업무가�무엇인지�잘�알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업무에서�필요한�활동들을�잘�수행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업무기한에�잘�맞추어�일을�수행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업무에�필요한�책임과�의무를�성실히�수행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업무에서�요구하는�성과기준을�잘�준수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향후�업무에�필요할�수�있는�전문지식과�강의기술을�개발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현재�업무� 수행에�있어� 필수적인�전문지식을�개발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양한�업무�경험을�통해�전문지식과�강의�기술을�향상시키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업무�관련된�교육이나�자기개발�기회를�찾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업무를�잘�수행하기�위해�대인관계�스킬을�활용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 215 -

Ⅴ.� 다음은�귀하의� 학습민첩성에�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생각하는�곳에�✔ 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경력발전에�도움과�충고를�해주는�사람들과�네트워크를�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른�조직이나�커뮤니티�등�다른�사람들과�네트워크를�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업무에서�중요한�직책을�맡고�있는�사람들과�연락을�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상�시�관심분야에�대해�늘�새로운�것을�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새로운�주변상황�파악을�위해�적극적으로�정보를�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신의�분야�외의�다양한�영역에�대해서도�예의주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새로운�지식과�기술�습득을�갈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새로운�상황�변화에�맞는�해결안을�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복잡한�자료와�정보들이�가지고�있는�핵심메시지를�빠르게�찾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7 복잡하고�예측이�어려운�상황에서도�짧은�시간�내에�평정심을�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8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무엇을� 먼저� 탐색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빠르게�찾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9 전체�일정에서�실험적�적용을�위해�필요한�시간과�자원을�확보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탐색된�후보�해결안들을�실제�상황에서�적용해�보는�시도에�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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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주변의�부정적�반응이�있더라도�쉽게�실행을�중단하지�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실행�중�있을�수�있는�실패를�두려워하지�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성공과�실패의�근본원인에�대해�점검해�보는�시간을�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동료강사들에게�자신의�성과에�대한�피드백을�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적용과정과�결과에�대해�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새로운� 상황과� 경험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동료강사들과�

진지하게�이야기�나누는�시간을�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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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여러분의�일반적�사항에�관한�것입니다.�모든�정보는�익명으로�처리되며,�

연구의�목적으로만�사용됩니다.�질문을�읽고�해당되는�곳에�✔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1.� 귀하의�성별은?� � � � � � � � ①� 남성� � � � ②� 여성

2.� 귀하의�결혼�여부는?� � � � ①� 기혼� � � � ②� 미혼

3.� 귀하의�최종�학력은?

� � ①� 고등학교�졸업� � � � � � � ②� 2년제�대학�졸업� � � � � � ③� 4년제�대학�졸업� � � � � � � � �

� � ④� 대학원�석사�졸업� � � � ⑤� 대학원�박사�졸업

4.� 귀하의�기업교육�프리랜서�강사�활동�직전의�직업은?

� � � ①�기업(및�기관)� 교육담당자� � � � � � � � � � ②� 기업(및� 기관)� 사내강사� �

� � � ③� 기업(및�기관)�교육�외�직무�담당자� � �④� HRD전문회사�교육담당자�

� � � ⑤� HRD전문회사�사내강사� � � � � � � � � � � � � � ⑥� HRD전문회사�교육�외�직무�담당자

� � � ⑦� 프리랜서� � � � � � � ⑧� 전업주부� � � � � � � � � � ⑨� 학생� � � � � � � � � � ⑩� 기타

5.� 귀하의�연령대는?� � � � � (� � � � � � � � � � � � � � 세� )� �

6.� 귀하의�기업교육�주요�강의�분야를� 1개만�선택하여�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 �

� �

7.� 귀하의�기업교육�프리랜서�강사�총�경력년수은?� � (� � � � � � � � � � � � � 년)

� �

8.� 귀하의�전체�경력년수는(프리랜서�강사�입직�전� 경력�모두�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

-� 긴�설문에�성실히�응답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



[부록 4] 본조사도구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사도구는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관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작성

되었으며, 조사도구의 내용은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개인 심리 및 경력역량에 대한 것입니다.

 

조사도구는 6개 항목, 총 82 문항이며, 응답하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더불어, 응답자께서 작성하신 설문지 

내용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설문지는 분석에 활용될 수 없기에 한 문

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설문이 종료된 후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

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다시 한 번 바쁘신데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강사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수료생 박보람

지도교수 정 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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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귀하께서�심리적으로�느끼는�주관적�경력�성공에�대한�질문입니다.�각�문항을�

잘�읽고,�귀하의�생각과�가장�가깝다고�생각하는�곳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로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금까지�받아온�수입에�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일해온�가치만큼의�보상에�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분야의�동료강사들과�비교할�때,�내�수입에�만족하는�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분야의�동료강사들과�비교할�때,� 일한� 만큼의�공정한�보상을�받아

온�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업무�수행에�필요한�새로운�기술들을�잘�개발해�왔다. ① ② ③ ④ ⑤

6 내�분야의�동료강사들과�비교할�때,� 업무�수행�능력이�높은�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경력목표�달성을�위한�지금까지의�노력에�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경력에서�이루어�놓은�성공에�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일과�가정생활이�조화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일과�여가생활이�조화롭다. ① ② ③ ④ ⑤

11 일과�자기개발이�조화롭다. ① ② ③ ④ ⑤

12 요즘�일에�치어�사는�것�같다. ① ② ③ ④ ⑤

13
현재�나의�경험을�고려할�때,� 앞으로�동료강사들보다�많은�일�기회가�

있을�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현재�나의�능력을�고려할�때,� 많은�조직에서�나를�가치있는�자원으로�

여길�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원할�경우�언제든�내�분야에서�새로운�경력�기회를�찾을�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동료강사들보다� 다른� 분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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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귀하의�무경계�경력태도에�대한�질문입니다.� 각� 문항을�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가장�가깝다고�생각하는�곳에�✔ 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새로운�것을�배울�수�있는�일을�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새로운�경험과�상황들에서�활력을�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주�강의분야를�뛰어넘어�일해야�하는�직무를�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특정�조직에�머물지�않는�직무를�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5 특정�조직에�얽매이지�않고�일할�수�있는�기회를�찾고자�노력해�왔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양한�조직의�사람들과�함께�프로젝트에�참여하는�것을�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양한�조직의�사람들과�전문적으로�협력하여�일하는�것을�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조직의�사람들과의�교류가�필요한�직무를�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익숙한�특정�조직에�머물기보다는�다른�곳을�찾아보고�싶다. ① ② ③ ④ ⑤

10
특정� 조직을� 위해� 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동일한�조직만을�위해�지속적으로�일하는�것을�희망하지�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특정� 조직이� 평생고용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다른� 곳을� 찾을�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하나의�조직만을�위해�일하고�싶지는�않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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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음은 귀하의 주 강의분야 및 타분야 동료강사들 간의 지식공유 정도에 대한 질문입

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새로운�것을�배우게�될�때,�주�강의분야�동료�강사들에게도�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주�강의분야�동료�강사들과�업계�동향을�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가진�경력�관련�기술을�주�강의분야�동료�강사들과�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새로운�것을�배우게�될�때,�타�분야�동료�강사들에게도�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5 타분야�동료�강사들과�업계�동향을�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가진�경력�관련�기술을�타�분야�동료�강사들과�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요청하면,� 주� 강의분야� 동료� 강사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업계� 동향을�

나에게�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요청하면,�주�강의분야�동료�강사들은�그들의�경력�관련�기술을�나에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요청하면,� 타� 분야� 동료� 강사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업계� 동향을� 나

에게�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요청하면,� 타� 분야� 동료�강사들은� 그들의� 경력� 관련� 기술을� 나에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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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의� 경력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생각하는�곳에�✔ 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만의�명확한�경력계획을�가지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새로운�정보를�반영하여�나의�경력을�바꾸거나�재조정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경력목표에�도달하기�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알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경력목표를�달성하기�위한�전략을�가지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강점과�약점을�알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떤�업무가�중요한지�알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7 흥미�있는�업무가�무엇인지�잘�알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업무에서�필요한�활동들을�잘�수행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업무기한에�잘�맞추어�일을�수행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업무에�필요한�책임과�의무를�성실히�수행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업무에서�요구하는�성과기준을�잘�준수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향후�업무에�필요할�수�있는�전문지식과�강의기술을�개발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현재�업무� 수행에�있어� 필수적인�전문지식을�개발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양한�업무�경험을�통해�전문지식과�강의�기술을�향상시키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업무�관련된�교육이나�자기개발�기회를�찾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업무를�잘�수행하기�위해�대인관계�스킬을�활용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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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귀하의� 학습민첩성에�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생각하는�곳에�✔ 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상�시�관심분야에�대해�늘�새로운�것을�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새로운�주변상황�파악을�위해�적극적으로�정보를�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신의�분야�외의�다양한�영역에�대해서도�예의주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새로운�지식과�기술�습득을�갈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새로운�상황�변화에�맞는�해결안을�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복잡한�자료와�정보들이�가지고�있는�핵심메시지를�빠르게�찾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7 복잡하고�예측이�어려운�상황에서도�짧은�시간�내에�평정심을�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8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무엇을� 먼저� 탐색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빠르게�찾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9
강의준비� 일정� 중� 새로운� 시도를�위해� 필요한�시간과� 자원을�확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새로운�시도들을�실제�강의현장에서�적용해�보는�것에�흥미를�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주변의�부정적�반응이�있더라도�쉽게�실행을�중단하지�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실행�중�있을�수�있는�실패를�두려워하지�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경력발전에�도움과�충고를�해주는�사람들과�네트워크를�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른�조직이나�커뮤니티�등�다른�사람들과�네트워크를�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업무에서�중요한�직책을�맡고�있는�사람들과�연락을�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224 -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성공과�실패의�근본원인에�대해�점검해�보는�시간을�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동료강사들에게�자신의�성과에�대한�피드백을�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적용과정과�결과에�대해�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새로운� 상황과� 경험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동료강사들과�

진지하게�이야기�나누는�시간을�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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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여러분의�일반적�사항에�관한�것입니다.�모든�정보는�익명으로�처리되며,�

연구의�목적으로만�사용됩니다.�질문을�읽고�해당되는�곳에�✔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1.� 귀하의�성별은?� � � � � � � � ①� 남성� � � � ②� 여성

2.� 귀하의�결혼�여부는?� � � � ①� 기혼� � � � ②� 미혼

3.� 귀하의�최종�학력은?

� � ①� 고등학교�졸업� � � � � � � ②� 2년제�대학�졸업� � � � � � ③� 4년제�대학�졸업� � � � � � � � �

� � ④� 대학원�석사�졸업� � � � ⑤� 대학원�박사�졸업

4.� 귀하의�기업교육�프리랜서�강사�활동�직전의�직업은?

� � � ①�기업(및�기관)� 교육담당자� � � � � � � � � � ②� 기업(및� 기관)� 사내강사� �

� � � ③� 기업(및�기관)�교육�외�직무�담당자� � �④� HRD전문회사�교육담당자�

� � � ⑤� HRD전문회사�사내강사� � � � � � � � � � � � � � ⑥� HRD전문회사�교육�외�직무�담당자

� � � ⑦� 전업주부� � � � � � ⑧� 학생� � � � � � � � � � � � � � � ⑨� 기타� � � � � � � � � � �

5.� 귀하의�연령대는?� � � � � (� � � � � � � � � � � � � � 세� )� �

6.� 귀하의�기업교육�주요�강의�분야를� 1개만�선택하여�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 �

� �

7.� 귀하의�기업교육�프리랜서�강사�총�경력년수은?� � (� � � � � � � � � � � � � 년)

� �

8.� 귀하의�전체�경력년수는(프리랜서�강사�입직�전� 경력�모두�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

-� 긴�설문에�성실히�응답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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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knowledge sharing, career competency and learning agility 

of subjective career success of freelance corporate instructors. For this purpose, 

structural model was set and analyzed and the relations among variables within the 

model were identified.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set to freelance corporate instructors to perform the 

lectures targeted at employee of enterprises independently by service contract does not 

belong to a specific organization. Freelance corporate instructors who enroll in domestic 

instructor association and HRD firm were selected as sample. The survey instrument used 

in this research for data collection was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scale, knowledge sharing scale, career competency scale, learning agility scale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scale and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These scal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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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ed validity and reliability by with procedure of expert reviewing and pilot survey. Data 

had been collected through mail and online surveys from mid-April, 2021 to early May, 

2021. 328 were used of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and concluded that 94.9% percent of 

the questionnaire was valid.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3.0, AMOS 23.0 and SPSS PROCESS macro program by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prior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odness-of-fit of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of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knowledge sharing, career competency 

and learning agility of subjective career success of freelance corporate instructors was 

satisfactory which confirm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the variables. Second,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knowledge sharing, career competency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showed a direct significant effect between variables. Third, career competency had 

an indirect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of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knowledge 

sharing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Also knowledge sharing and career competency had 

an indirect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of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Fourth, learning agility had not moderate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of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knowledge sharing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conclusions we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of freelance corporate instructors is based on the intelligent 

career theory and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expansion model, based on the interaction 

of individual level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and social context level knowledge sharing 

from the perspective of capacity accumulation and career expansion. It is the result of an 

integrated mechanism through the accumulation of career competencies based on Second,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of freelance corporate instructors can be improv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career competencies(know-why, know-how, know-whom), not simply 

attained by a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career 

competency by raising the level of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at the individual level and 

by actively sharing knowledge with fellow instructors in various fields at the social context 

level. Third, the higher the level of the individual level of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the 

more active the knowledge sharing and the more accumulated career competenc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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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ly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can be improved. Fourth, since the difference in 

the learning agility level of freelance corporate instructors does not control the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and the direct influence between knowledge sharing and 

career competency.

Recommendations for follow-up studies based 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ubjective career success study by using a 

probability sampling method based on statistical data on the status of freelancers after the 

revision of the classification of occupational status in Korea is completed. Secon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freelance corporate instructors and the 

group-specific differences between them and similar groups(corporate in-house 

instructors, lifelong education instructors, industrial education instructors, etc.). Third, most 

of the domestic studies have used only the psychological mobility single factor among the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tools. However, like the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tool used 

in this study, empirical research that considers both psychological mobility and physical 

mobility needs to be expan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areer competency tool 

considering the context of freelancers and conduct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with related 

variables. Fifth, it is necessary to explore various moderate factors that develop the career 

competency of freelance corporate instructors. Practical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freelance corporate instructors need to have an attitude to build their careers without being 

bound by specific job or organizational boundaries for subjective career succ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activate on/off-line exchanges where freelance corporate 

instructors can share active career-related skills and industry trends with fellow 

instructors in various lecture fields. Thir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instructor fee 

standards for freelance corporate instructors at the national level.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support for each stage of competency-building programs considering the years of 

experience of freelance corporate instructors.

  Key words: freelancer, corporate instructor,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knowledge    

  sharing, career competency, learning agility, subjective career success,    

  intelligent career, structural equation model

  Student Number: 2018-3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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