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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기혼직장인의 일-가정 갈등이 주도적 경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사평가효과성과 조직특성의 조절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구성원의 일-가정 갈등이 주도적 경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사평가효과성과 조직특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직장인 

323명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정 갈등은 주도적 경력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사평가효과성은 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동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었으며, 조직특성은 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행동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학문적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제한점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요어: 주도적 경력행동, 일-가정 갈등, WIF, FIW, 인사평가효과성, 조직특성 
 

ABSTRACT 
 

 

The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on  

Proactive Career Behavior of Married Workers :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formance Appraisal Effectiveness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h, Seung Min 
                     Dept. of Industrial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work-family conflict on 

proactive career behavior of married worker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moderating role of performance appraisal effectiveness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he data was analyzed on the basis of 323 married work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e positive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and proactive 

career behavior. Also performance appraisal effectivenes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proactive career behavio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proactive career behavior.  

Finally,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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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연구배경 및 목적 

 
과거 개인의 경력관리는 주로 고용주의 책임이었으며 조직구성원은 

수동적으로 경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입장이었다. 또한 조직구성원은 처음 

입사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다(이기은, 2000). 그러나 기업들의 무한경쟁, 불안정한 고용환경, 

평생고용에 대한 믿음의 붕괴와 같이 조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조직구성원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의 환경변화에 적응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1,4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74.1%의 직장인들이 정년퇴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헤럴드경제, 2016. 10. 03).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평생직장이라는 

울타리는 사라졌으며 이제는 조직구성원 스스로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통해서 

고용을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처럼 개인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맞춰 불안정한 생애 경력과정에서 적응하고 조직에서 

살아남아야하기 때문에 스스로 경력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Hall, 1996).  
주도적 경력행동은 프로틴(portean) 경력 관점으로서 자기 

주도적(self-directed)이고 가치 지향적(value-driven)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기주도성은 경력을 관리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가치지향성은 자신의 내재적 가치에 기반을 두어 경력을 관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Briscoe & Hall, 2006). 이처럼 주도적 경력행동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경력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 

내·외부적으로 경력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직 외부적으로는 

조직구성원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주체적으로 경력전환에 유용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 내부적으로는 조직과 직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주도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경력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는 경력몰입과 같은 경력의 주체자인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 측면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실정이다(Steffy, & 

Jones, 1988). 경력태도는 경력에 대한 개인의 내적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경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경력행동과는 일치하지 

않는다(Barnett & Bradley, 2007; Briscoe, & Hall, 2006). 즉, 주도적 경력행동은 

개인이 경력행동의 주체가 되어서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제 행동을 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의미한다(Strauss, Griffin, & 

Parker, 2012).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King, 2004), 핵심자기평가(이동하, 탁진국, 2008)와 같은 개인적 

측면에 초점을 둔 변인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경력행동은 개인적 특성과 같이 하나의 단편적인 요인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도적 경력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변인인 일-가정 

갈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벼룩시장에서 남녀직장인 6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5.5%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본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벼룩시장, 2016. 09. 10). 이는 

기혼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는 직장인이 많으며 일- 가정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구성원의 일-가정 갈등은 이직이나 퇴직을 유발하여 개인에게는 

경력단절로까지 이어지게 하며 조직은 역량 있는 인재를 잃게 되는 문제를 

낳는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이는 비단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도 함께 가사와 양육의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Duxbury & Higgins, 1991; 

Eagle, Miles, & Icenogle, 1997)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기혼직장인 

모두 일-가정 갈등이 클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일-가정 갈등의 영향은 

개인과 조직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학계와 조직 장면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다(Allen, Herst, Bruck, & Sutton, 2000).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일-가정 갈등을 겪은 조직구성원들이 현재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고자 미래 

경력을 위해 준비하는 주도적 경력행동을 할 것으로 보았다. Lazarus 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모델에 따라 대처차원은 일-가정 갈등이라는 

스트레스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Boles, 

Johnston & Hair, 1977) 본 논문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주도적 경력행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일-가정 균형을 위해 조직에서는 출산휴가제도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학계에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에 따른 차이를 규명한 연구를 

다수 발간하였다(강혜련, 임희정, 2000; 전지현, 2004; 이혜정, 유규창; 2011). 

그러나 조직현장에서는 제도의 실질적 활용의 문제와 인사평가에서 오는 

불이익 등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효선, 차운아, 2009; 

박상언, 최민오, 2013). 이는 단순하게 일-가정 균형을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국내 모 대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감내하도록 하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였으며 

각서를 쓴 조직구성원은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없도록 하였다(JTBC, 2016. 06. 15). 이는 인사제도에 대한 피평가자의 

인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동과 

관계를 조절해줄 수 있는 변인으로 인사평가효과성을 설정하였다. 

인사평가효과성이 높다는 것은 현재 조직구성원의 인사평가 점수가 낮을 



지라도 좋은 제도가 갖춰져 있다는 인식이 미래에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예측가능성과 통제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았다. 즉, 

인사평가효과성은 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동과의 정적 관계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본 논문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인사평가효과성과 함께 조직특성도 환경적 변인으로 작용하여 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동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5월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이른바 ‘공시생’의 비율이 취업시험 준비생 65만 

2000명 중 25만 7000명으로 약 3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뉴스원, 2016. 07. 21).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특성상 시간적 여유가 많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직 선호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김상묵, 2005). 

이처럼 경력초기단계에 공공조직과 사조직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고용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일, 한경희, 

2007). 이처럼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사건에 직면했을 때 

조직구성원은 인지적 재평가전략을 통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고용환경이 안정되어 있다는 자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재평가 하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기업근로자는 공무원 보다 고용불안을 많이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임금과 성취감, 성장가능성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다고 나타났다(조경호, 김미숙, 2000). 

따라서 사기업 근로자들은 스트레스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지적 

재평가 또는 행동적 노력을 통해서 스트레스 사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가정 갈등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서 주도적 경력행동과의 정적인 관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II.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주도적 경력행동 

 
개인의 주도적 경력행동(proactive career behavior)은 조직 내·외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직 외부적으로는 구성원이 주도성을 발휘하여 경력과 관련된 

선택사항들을 탐색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경력을 쌓아나가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Claes & 

Ruiz-Quintanilla, 1998). 또한 조직 내부적으로는 개인수준의 경력관련 

결과물은 승진과 경력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Seibert, Crant & Kraimer, 

1999; Seibert, Kraimer, & Crant, 2001). 과거 조직구성원의 경력관리와 개발은 

주로 고용주의 책임이었으나 조직의 고용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경력관리와 개발은 조직의 몫이 아닌 개인의 몫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즉, 

조직구성원들은 한 조직에 국한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특성이나 

지향성과 부합하는 조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도적 

경력행동을 하게 된다(Rousseau, 1989). 이처럼 조직구성원은 조직 



내·외부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경력을 발전시켜야할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도적 경력행동(proactive career behavior)은 조직구성원이 가치 있다고 믿는 

방향으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Fryer & 

Payne, 1984). Strauss 등(2012)은 주도적 경력행동을 경력계획(career planing), 

주도적 기술개발(proactive skill development), 경력 상담(career consultation), 

네트워크 구축(network building)과 같이 4개의 하위요소로 구분하였다.  
경력계획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사항들을 탐색하는 

과정을 말한다(Hall & Foster, 1977). Steffy 와 Jones(1988)은 구체적인 

경력계획을 가지고 있는 조직구성원은 계획을 수시로 확인하고 목표와 

비교해봄으로써 자신의 경력에 더 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하와 

탁진국(2008)의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경력계획은 목표를 달성하고자하는 

동기를 높여 경력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주도적 기술개발은 자신의 

직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과업을 숙달하기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는 프로틴 관점의 기술개발행동으로 현 조직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획득하고 확장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술향상 노력을 

말한다(신수림, 정진철, 2014). 
경력상담은 상사나 동료들과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경력에 관한 정보, 충고 및 

도움을 얻는 것을 말한다(Strauss et al, 2012). Lankau 와 Scandura(2002)는 조직 내 

경력선배의 경력상담은 부하들의 불안감을 감소와 동시에 심리사회적 안정감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네트워킹행동은 개인의 잠재적인 

경력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경력관련 지원을 받으려는 

행동을 말한다(Forret & Dougherty, 2004). Brass(1985)는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접촉하는 행동은 개인의 경력성공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실제적인 

경력지원 뿐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만족감을 높여준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도적 경력행동은 조직구성원의 고용가능성과 경력관련 결과 변인들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lase & Ruiz-Quintanilla, 1998; Crant, 2000).   
 주도적 경력행동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용어인 개인 경력 관리(career self 

management), 프로틴 경력지향성(protean career orientation)과 같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Kossek, Roberts, Fisher, & Demarr, 1998; Briscoe & Hall, 2006). 개인 

경력관리(career self-management)는 현 조직에서 직무 향상 목적을 향상으로 

하는 것과 타 직무로 이동에 대한 대비를 포함한다. 이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개발 목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하는 피드백 

추구(developmental feedback seeking)와 새로운 경력 기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직무이동에 대한 대비(job mobility preparedness)를 

말한다(Kossek et al, 1998). 프로틴 경력지향은 경력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심적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 주도적(self-driven)이고 가치지향적(value-driven)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Briscoe & Hall, 2006). 자기주도성은 자신 경력관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하며 가치지향성은 경력과정에서 개인의 



내적가치에 기반 하여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도적 경력행동은 개인의 

경력을 우선순위에 가치를 두며 학습과 직무수행에서 자발성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2.일-가정 갈등 

 
주도적 경력행동과 관련된 선행변인들은 주로 주도성이나 핵심자기평가와 

같은 개인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이동하, 탁진국, 2008; 

Crant, 2000; Wanberg, Glomb, Song, & Sorenson, 2005). 그러나 경력행동은 개인의 

특성과 같이 하나의 요인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도적 경력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변인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일-가정 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Greenhaus와 Beutell(1985)는 일-가정갈등(work-family conflict)을 직장과 가정 두 

영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역할요구로 인해서 역할 압력이 생겨 서로 양립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역할 내 갈등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초기 일-가정 

갈등을 연구한 학자들은 두 가지 갈등이 상호 순환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단일차원으로 바라보았다(Ford, Heinen & Langkamer, 2007). 

그러나 Byron(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일이 가정을 방해하는 갈등(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이하 WIF라고 칭함)과 가정이 일을 방해하는 

갈등(family interference with work; 이하 FIW라고 칭함)의 선행변인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Amstad, Meier, Fasel, Elfering, & Semmer(2011)은 

WIF와 FIW의 결과변인이 서로 다르게 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WIF는 

직무관련 결과변인인 조족몰입,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FIW는 가정 관련 결과변인인 가정 생활만족, 결혼생활만족과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처럼 WIF와 FIW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이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이 둘 간의 방향성을 구분하여 연구하자는 입장이 

제기되었으며 WIF와 FIW를 구분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Frone, Russell & 

Cooper, 1992; Netemeyer, Boles, & McMurrian, 1996).  
반면 일-가정 갈등을 방향성에 따라 구분한 정의 외에 하위요소들에 따라 

분류한 개념도 존재한다. Greenhaus 와 Beutell(1985)은 일-가정 갈등을 갈등이 

발생하는 근거에 따라서 3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가정 갈등을 시간에 의한 갈등(time-based conflict), 긴장에 의한 



갈등(strain-based conflict), 행동에 의한 갈등(behavior-based conflict)의 3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먼저, 시간기반 갈등은 조직구성원이 한 가지 역할에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 

이중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할 내 갈등을 말한다. 즉,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에게 직장 내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는 동안 가정에서의 역할을 이행 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Greenhaus, & Beutell, 1985). 과거 연구들에서는 시간기반 갈등은 

미혼직장인에 비해서 기혼직장인이 더 일-가정 갈등을 많이 경험하며, 자녀가 

없는 기혼직장인보다는 자녀가 있는 기혼직장인들이 일-가정 갈등을 더 크게 

느꼈다(Herman, & Gyllstrom, 1977). 이는 미혼자들은 기혼자보다 개인시간을 

쓸 수 있는 재량권이 더 많으며 가정 내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더 적기 

때문에 기혼직장인이 일-가정 갈등을 더 크게 지각하게 된다고 보았다. 
긴장에 의한 갈등은 한 영역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긴장과 스트레스, 

피로감들이 다른 역할 영역으로 전이되어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Greenhaus 

& Beutell, 1985). 즉, 조직 내에서의 스트레스 유발 사건은 가정생활에서 피로, 

긴장, 걱정 또는 좌절을 낳을 수 있으며(Greenhaus & Beutell, 1985), 가정에서 

오는 피로감은 불안과 긴장을 일으켜 직장영역의 역할과 갈등을 빚게 

된다(Higgins & Duxbury, 1992). 이는 부정적 정서 전이(spillover)와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Bartolome & Evans, 1980). 
마지막으로 행동기반 갈등은 조직구성원이 한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을 할 땐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다른 영역에서 요구하는 행동과 양립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갈등을 일컫는다(Greenhaus & Beutell, 1985). Burke & Weir(1981)는 

행동기반 갈등을 가정 문화와 직장 문화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으로 보았다. 행동기반 갈등을 조직문화와 가족문화 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고 보는 선행연구도 존재하며(김주엽, 2008), 행동기반 갈등에 관한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Parasuraman, Greenhaus, & 

Granrose, 1992). 또한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긴장기반 갈등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강혜련, 최서연, 2001) 본 연구에서는 행동기반 갈등을 

제외하고자 한다.  
일-가정 갈등을 요소와 방향성에 따라 나눈 Carlson, Kacmar, & 

Williams(2000)의 연구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여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이며 일-가정 갈등의 요소와 방향성과의 

관계를 구분한 선행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 상으로는 

WIF와 FIW의 요소와 방향성을 구분하고자 하나 논리상으로는 WIF와 FIW를 

요소와 방향성의 구분 없이 사용하고자 한다.  

 

3.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동 관계  

 



과거 일-가정 갈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자원보존이론에 기반하여 

설명하였다. Hobfoll(1989)의 자원보존이론(COR; conservation of resource theory)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이 과거에 자원을 손실한 경험이 있거나 손실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Hobfoll(1989)은 일-가정 

갈등을 동일한 맥락으로 바라보면서 자원손실 또는 손실에 위협을 스트레스 

원으로 보았으며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자원으로 보았다. 즉, 조직구성원이 가진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직장과 가정영역에서 오는 역할요구는 다른 역할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지금까지 직무관련 연구는 주로 일-가정 갈등이 

직무몰입, 직무열의, 조직시민행동과의 부적관계를 밝혔으며 직무탈진, 

스트레스 소진과의 정적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이은희, 2000; 

최규현, 박경규, 2013; Greenhaus et al, 1997; Amstad et al, 2011). 
앞선 선행연구들은 조직구성원이 일-가정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면서 환경에 압도당하는 존재라고 보았다(Allen et al, 

2000; Byron,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주도성을 가지고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Schaefer & Moos(1992)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성장을 다루었으며 스트레스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스트레스가 가진 세 가지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1) 

사회적 자원 향상(대인관계 향상), 2) 개인적 자원 향상(자아존중감 향상), 3) 

새로운 대처기술 향상(문제해결능력 향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azarus 

& Folkman(1984)은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일차평가(primary appraisal)와 

대처방식에 따른 이차평가(secondary appraisal)를 통해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긴장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 조직구성원이 일-가정 갈등을 

스트레스라고 지각할 경우 자신이 가진 자원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cognitive 

reappraisal)를 통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가정 갈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재평가할지에 대해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연구에서는 대처전략을 사용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며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보았으나(Boles, Johnston & Hair, 1977; Leung, Lui, & Wong, 2006) 

본 연구에서는 대처전략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고용환경이 변화하면서 조직구성원은 조직에서 제공하는 수동적인 

경력관리가 아닌 주도적 경력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경력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금까지 경력관련 연구는 주로 일-가정 갈등과 

경력몰입, 경력성공 등과 같이 경력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Aryee, & Luk, 1996; Prescott, 1986; Parasuraman, Purohit, 

Godshalk, & Beutell, 1996). 이러한 개념들은 경력에 대한 의지를 지닌 개인이 



적극적인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태도와는 구분된다(Briscoe & Hall, 2006). 경력 

태도는 경력에 대한 구성원의 경력에 대한 의도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력행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Ajzen, 1991).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구성원이 

일-가정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주도적 경력행동이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우선 조직구성원이 일-가정 갈등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도적 경력행동이 증가 할 것으로 보았다. 

Macan(1994)는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균등하지만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는 방법에 따라 시간의 효율성은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는 시간관리 

전략이 1)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2) 시간관리기술 사용 3) 업무환경에 대한 

조직화 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시간관리 전략을 통해 직무관련 긴장을 낮춰주며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Macan, 1994). 또한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시간에 의한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는 구성원은 직장영역과 

가정영역에서 서로 다른 비중으로 계획세우기, 목표정하기, 수행하기, 

우선순위설정하기, 표준변경, 타협하기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1988). 이처럼 기혼직장인은 일과 가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 하는데 있어 시간의 유한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시간관리 전략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주도적 경력행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갈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기혼직장인의 경우 일-가정 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 또는 외부로 이동하고자 주도적 

경력행동이 증가 할 것으로 보았다. 기혼직장인이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역할 과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김석영, 이수진, 박은경, 손승연, 윤석화, & 박희태, 

2012). 이는 조직 외부로의 경력 이동인 이직을 통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조직으로 이동하고자 주도적 경력행동이 증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규만, 2005). 즉, 일-가정 갈등을 경험할 이직을 하고자 주도적 

경력행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경력성장기회를 탐색하려하는 것으로 보았다.  
조직 외부로의 경력성장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직 내에서 

수직이동을 위해 주도적 경력행동을 하는 경우도 고려해볼 수 있다. Gupta와 

Taylor(1992)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승진 경험이 많거나 승진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는 구성원의 경우 향후 승진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기 때문에 조직몰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내부 승진에 

대한 믿음이 조직몰입이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일-가정 갈등 

상황에서 내부승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경우 주도적 경력행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이 개인의 주도적 

경력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다음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일-가정 갈등은 주도적 경력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WIF는 주도적 경력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FIW는 주도적 경력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인사평가효과성의 조절효과  

 
일-가정 갈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일-가정 갈등과 결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주로 자녀유무(beatty, 1996)와 같은 개인적 변인이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Dunham, Pierce, & Castaneda, 1987)와 같은 제도적 변인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들은 일-가정 갈등과 

결과변인과의 관계를 완화시키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결과 

또한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김효선, 차운아, 2010; Dunham et al, 1987).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Pinquart 와 Silbereisen(2008)는 연구를 통해서 일-가정 

갈등과 결과변인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가능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동과의 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변인인 인사평가효과성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앞서 언급한 국내 대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사용했을 때 조직구성원이 받게 되는 인사상의 불이익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경력행동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았다.  
인사평가제도는 조직구성원의 해고, 승진 및 보상과 처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받게 되는 평가 결과와 그에 대한 반응은 

민감한 요소이다(한태영, 2014). 인사평가효과성은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에 대해서 피평가자가 효과적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인식 즉, 

평가에 대한 수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가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Murphy, Cleveland, Kulesza, Magram, & Murphy, 1995). 인사평가효과성은 

인사평가에 대한 피평가자의 반응의 총체로서 인사평가 시스템에 대한 

공정성, 만족, 유용성, 정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Keeping, & Levy, 2000). 

공정성인식 즉, 조직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은 조직몰입을 

증가시킨다(Siegel, Post, Brockner, Fishman, & Garden, 2005). 유용성인식은 

평가회기의 유용성 즉, 인사평가제도와 평가자의 행동이 피평가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를 말한다(Keeping, & Levy, 2000). 정확성인식은 피평가자가 

인사평가제도에 대해서 정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 평가에 대해서 

정확하다고 인식한 개인은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게 된다(Stone, & 

Stone, 1984). 마지막으로 평가제도만족은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측정되는 구성개념이다(Giles, & MossHolder, 1990).  
Van den Bos & Lind(2002)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인식할 때 조직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한다는 불확실 관리 



이론(uncertainty management theory)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의 공정성인식은 미래의 자원배분(또는 평가)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잠재적인 위협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Van den 

Bos, & Lind, 2002). 즉, 인사평가가 효과적이라는 인식은 미래의 평가(또는 

자원배분)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이에 따라 

인사평가효과성은 미래에 있을 평가에 대한 인지적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사평가가 공정하고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정서적 자원의 

역할을 함으로써 불확실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인사평가효과성이 대처자원의 역할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조절변인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사평가효과성이 일-가정 갈등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정적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살펴보고자 한다.  
Lazarus 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상호작용 모델(stress coping 

transactional model)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두 단계 

걸쳐서 평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일차평가’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직구성원이 스트레스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이차평가’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정서적 재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대처행동을 

모색하게 된다.(Lazarus & Folkman, 1984). 이때 인사평가효과성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자원으로써 유용하고 정확한 평가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자원을 재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인사평가효과성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현 조직에서 평가제도가 

일관되고 공정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노력여부에 따라서 미래 받게 될 

평가를 예측 할 수 있게 된다.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에는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통제감과 예측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반면 

인사평가효과성이 낮은 조직구성원은 현 조직의 평가제도가 유용하지 않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는 미래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불확실하게 만든다. 즉, 미래에도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예측이 

어렵기기 때문에 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동과의 부적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다음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인사평가효과성은 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동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2-1. 인사평가효과성이 높을수록 WIF가 주도적 경력행동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는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2. 인사평가효과성이 높을수록 FIW가 주도적 경력행동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는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5.조직특성의 조절효과 

 
변화하는 조직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다. 누구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활력과 긴장감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에 따라서 감소하거나 더 

증폭되면서 달라진다(Leung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Lazarus 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상호작용 모델(stress coping transactional 

model)에 따라 공무원과 사기업근로자가 가진 인지적·정서적 자원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처능력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공무원들의 공직 선호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 고용보장이 가장 큰 이유로 보고되고 있다(김상묵, 2005). 

실제로도 공무원은 사기업근로자와 달리 법규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조직의 인원감축이나 소멸 시 신분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김호정, 2000). 이러한 고용안정성은 이직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1998~2005년 까지 공무원과 사기업근로자의 

이직률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사기업근로자는 11.72%이며 공무원은 

2.15%로 약 5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일, 한경희, 2008). 

그러나 고용안정성에 비해 공무원의 임금이 적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도 대기업근로자가 공무원보다 70.4%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며 임금 격차는 근속년수가 길어짐에 따라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경호, 김미숙, 2000).  
또한 공무원의 경우 뛰어난 성과를 보여도 보수와 연계될 가능성이 낮으며 

오히려 실수가 드러났을 때 비난과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호정, 

2000; Rainey, Backoff, & Levine, 1976). 목표 관련 Locke(1981)의 연구에 따르면 

인센티브가 자발적인 목표설정을 높인다고 제안하였다. 즉, 고정급을 받는 

공무원보다 변동급을 받는 사기업근로자가 경력목표에 관해 자발적으로 

논의하고 경력관련 목표를 설정하는 주도적 경력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또한, 실수와 모험을 기피하는 성향을 가진 공무원집단의 

특성은 새로운 도전을 꺼리고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을 할 수 없으며 

무사안일 형태의 업무처리 방식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Rainey 

et al, 1976).  
사기업근로자의 경우 공무원보다 고용불안정성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일차평가단계에서 이를 위협으로 지각하게 될 할 것이다. 

그러나 사기업근로자는 공무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더 높은 

모험감수성향을 지녔으며,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특성은 

대처자원의 역할을 하여서 주도적 경력행동과의 정적 관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무원보다 사기업근로자가 경력행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일-가정 갈등 상황에서 조직구성원 스스로 

내·외부로 경력이동을 위해 주도적 경력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시간관리 측면에서도 사기업근로자가 공무원보다 일-가정 갈등이 있을 

때 경력행동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윤혜리(1995)의 연구에서 기혼직장인 

여성의 근무시간이 길수록 근무시간이 짧은 기혼직장인여성보다 시간관리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시간이 길수록 가정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관리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았다(윤혜리, 1995). 본 연구에서는 사기업 근로자가 공무원들보다 

근무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시간관리 전략을 사용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일-가정 갈등 상황에서 주도적 경력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다음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조직특성은 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동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3-1. WIF와 주도적 경력행동 간의 관계를 조직특성이 조절할 것이다. 즉, WIF와 

주도적 경력행동 간의 정(+)적인 관계는 공무원보다 사기업근로자 일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2. FIW와 주도적 경력행동 간의 관계를 조직특성이 조절할 것이다. 즉, FIW와 

주도적 경력행동 간의 정(+)적인 관계는 공무원보다 사기업근로자 일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종합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III.연구 방법 

 

1.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현재 조직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혼남녀 중 

인사평가 경험이 있는 직장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가정 갈등은 

미혼직장인보다는 기혼직장인이 더 많이 갈등을 경험한다는 Herman 와 

Gyllstrom(1977)의 연구근거에 따라 연구대상을 기혼인 직장인들로 

한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장훈장학회의 후원을 받아 온라인 설문조사회사인 인바이트를 

통해서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약 20일에 걸쳐 총 300부의 설문 수집 하였으며 

인편을 통해서 131부의 설문을 배포하고 수집 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68부를 제외하고 총 36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측정 도구 

 

가.주도적 경력행동 

 
주도적 경력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Strauss 등(2012)과 

이현주(2013)가 사용한 문항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고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현주(2013)가 사용한 문항은 Strauss 등(2012)의 문항을 중장년 

근로자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측정 대상이 기혼남녀 

직장인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수정하고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경력계획 3문항, 주도적 기술개발 3문항, 경력상담 3문항, 네트워크 구축 

3문항으로 구분하여 연구의 준거가 되는 척도로 사용하였다. 대표문항은 

“나는 앞으로 몇 년 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경력계획)”, “나는 나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다(주도적 기술개발)”, “나는 미래 경력에 대한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나 경험에 대해 상사와 동료에게 조언을 구한다(경력상담)”, 

“나는 미래 경력에 도움이나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친분관계를 

맺는다(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다. 측정방식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주도적 경력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1점에 가까울수록 주도적 경력행동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일-가정 갈등 

 
본 연구의 일-가정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갈등의 방향성에 따라 WIF과 

FIW의 2개 차원으로 구분 하였다. Carlson 등(2000)의 연구에서 방향성과 

요소에 따라 일-가정 갈등을 구분하였다는 것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rlson 등(2000)이 개발한 일-가정 

갈등 18문항 중 행동기반 일-가정 갈등 6문항을 제외한 시간·긴장에 의한 

일-가정 갈등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행동에 의한 일-가정 

갈등을 조직문화와 가족문화 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고 보는 선행연구도 

존재하며(김주엽, 2008), 행동에 의한 갈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Parasuraman et al,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동 기반 일-가정 갈등을 제외한 시간에 의한 일-가정 갈등과 

긴장에 의한 일-가정 갈등을 측정하였다.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원의 대표문항은 “나는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책임과 활동에 신경 쓸 시간이 부족하다(시간에 의한 WIF)”, 

“나는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정서적으로 이미 소진되어 가족들에게 신경을 



쓰기 힘들다(긴장에 의한 WIF)”, “나는 가사 일을 하는 데 시간 소모가 

많아서 업무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시간에 의한 FIW)”, 나는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직장에서도 집안일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긴장에 의한 FIW)“ 등이 있다. 측정방식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일-가정 갈등이 높다는 의미하고, 1점에 가까울수록 일-가정 갈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인사평가 효과성  

 
인사평가에 대한 피평가자들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태영(2010)의 

인사평가효과성 척도를 사용하여서 측정하였다. 각 요인의 대표 문항은 

“인사평가는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를 반영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평가정확성)”, “인사평가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준다(유용성)”, “지난 인사평가 시즌의 평가 과정에 만족한다(회기만족)”, 

“현재의 인사평가제도로 내 업무를 평가받는 데 만족/한다(제도만족)”, 

“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준다(절차공정성)”, “나의 업무책임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분배공정성)“ 등이 있다. 측정 방식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피평가자들이 인사평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1점에 가까울수록 인사평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조직특성  

 
본 연구에서 조직특성은 행정 공무원 집단(이하 공무원이라 칭함)과 일반 

사기업근로자 집단(이하 사기업근로자라고 칭함)을 더미변수로 구분하여서 

측정하였다. 조직특성을 구분한 선행 연구에서는 공기업과 사기업(박경식, 

2000), 같은 직종 내에서 두 회사 간의 특성(한미경, 2008) 등 다양하게 비교 

하여 연구하였다. 이렇게 조직특성의 분류는 구분하는 학자와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르며 분류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다. 행정 공무원과 사기업근로자의 

임금의 수준, 기대하는 신분상 안정 수준, 실제 신분상 안정 수준, 조직문화, 

동기부여 요인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김호정, 2000), 이 둘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특성을 공무원과 사기업근로자로 

구분하여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행정공무원은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승인이나 검사, 허가 등 정부 

행정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와 더불어 

주민등록, 출생, 사망, 혼인 등과 관련된 서류 접수 및 발급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 국민들과 접촉하는 정부 고유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한국직업사전, 2011.12.30). 사기업근로자의 개념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범위가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기업근로자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기업에 종사하는 

조직구성원으로써 민간이 소유하는 기업에서 사익 즉, 영리를 목적으로 

일하는 조직구성원이라고 조작적 정의 내린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된 공무원과 일반 사기업근로자를 더미변수로(0 = 공무원, 1 = 

사기업근로자) 구분하였다. 

 

 

 

3.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혼 직장인의 일-가정 갈등이 주도적 경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녀 유무와 직급에 따라 주도적 경력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이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18.0을 통해 기술 통계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IV.결과 

 

1.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수집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1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 중 

남자는 190명(52.3%), 여자는 173명(47.7%)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공무원 집단과 사기업근로자 집단의 차이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므로 각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사기업근로자는 

282명(77.7%), 공무원은 81명(22.3%)이었다. 사기업근로자의 경우 

중간관리자가 127명(45.0%)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7급 

관리자가 35명(44.3%)로 가장 많았다. 직종은 사무 및 행정직이 

233명(6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산/기술직이 38명(10.5%), 

연구/개발이 35명(9.7%), 서비스직이 33명(9.1%), 영업직이 18명(5.0%)이며 

마지막으로 기타가 4명(1.1%)이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약 

9시간(표준편차 1.3시간)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90 52.3 

여자 173 47.7 

조직특성 
사기업근로자 282 77.7 

 행정 공무원 81 22.3 

직급(사기업근로자) 

사원 55 19.5 

초급관리자 70 24.8 

중간관리자 127 45.0 

고위관리자 및 임원 30 10.6 

직급(공무원) 

6급 28 35.4 

7급 35 44.3 

8급 11 13.9 

9급 2 3.8 

기타 3 3.8 

직종 

사무 및 행정직 233 64.5 

생산/기술직 38 10.5 

연구/개발 35 9.7 

서비스직 33 9.1 

영업직 18 5.0 

기타 4 1.1 

회사규모 

50인 미만 54 14.9 

50인~100인 미만 57 15.7 

100인~300인 미만 41 11.3 

300인~500인 미만 43 11.8 

500인~1,000인 미만 32 8.8 

1,000인~3,000인 미만 98 27.0 



3,000인~5,000인 미만 9 2.5 

5,000인~10,000인 미만 9 2.5 

10,000인 이상 20 5.5 

자녀 
자녀 있음 319 87.9 

자녀 없음 44 12.1 

평균 근무시간 
범위  
6~16시간 

평균  
약 9시간  

표준편차  
약 1.3시간 

주. N=363 

 

 

 

 

 

 

 

 

2.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갈등, 주도적 경력행동, 인사평가효과성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들이 구성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SPSS 18.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축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으며, 오블리민 비직교 

회전(oblimin rotation) 방식을 사용하였다. 

 

가.주도적 경력행동의 요인분석결과 

 
주도적 경력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Strauss 등(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13문항 중 경력계획4번 문항을 제외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요인을 

고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4개로 구성되는 기존의 요인구조와 달리 경력계획과 

주도적 기술개발이 한 요인으로 묶이면서 3개의 요인구조를 나타냈다. 

선행연구(Strauss et al, 2012)를 바탕으로 4개 요인으로 고정 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력계획4의 경우 요인1과 요인2에 교차 부하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경력계획 4번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설명량이 64.78%에서 66.52%로 증가하였다. 요인간 

상관이 .32이상이므로 주축요인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오블리민 비직교 

회전(oblimin rotation) 방식을 사용하였다. 12개 문항을 4개의 요인으로 

지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들이 .50이상의 요인적재량을 

나타냈다. 경력계획의 전체 설명량은 48.1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도적 기술개발, 경력상담, 네트워킹 순으로 주도적 경력행동을 설명하였다. 

주도적 경력행동의 내적일치 신뢰도(Cronbach Alpha)는 .92이며 주도적 

경력행동 하위요소의 내적일치신뢰도 계수 각각은 경력계획 .87, 

경력상담 .81, 네트워킹행동 .86, 주도적 기술개발 .85로 모두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주도적 경력행동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2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경력계획1 .90     

경력계획2 .88     

경력계획3 .50     

경력상담1  .64   

경력상담2  .96   

경력상담3  .65   

네트워킹행동1   -.78  

네트워킹행동2   -.92  

네트워킹행동3   -.73  

주도적 기술개발1    -.86 

주도적 기술개발2    -.76 

주도적 기술개발3    -.71 

Eigen value 6.10 1.31 1.11 .73 

설명량(%) 48.10 8.18 6.64 3.70 

주. 요인추출방법: 주축요인추출, 회전방법: 오블리민, 요인부하량 .32이상만 표시 

 



 

나.일-가정 갈등의 요인분석결과 

 
일-가정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Carlson 등(2000)이 개발한 문항 중 행동 

기반 일-가정 갈등을 제외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가정 

갈등을 방향성에 따라 2요인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과 긴장을 한 요인으로 묶어서 보았다. 요인 간 상관이 .30이상이므로 

주축 요인추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WIF과 FIW 두 개의 

하위차원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부하량은 .32이상이며 

요인들의 전체 설명변량은 63.01%로 나타났으며 총 공통변량의 47.00%가 

FIW을 설명하고, 총 공통변량의 16.01%가 WIF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긴장에 의한 일-가정 갈등의 내적일치 신뢰도(Cronbach Alpha)는 .91, 

시간·긴장에 의한 WIF의 내적 일치 신뢰도는 .90, 시간·긴장에 의한 FIW의 

내적 일치 신뢰도는 .92로 모두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갈등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3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  WIF FIW 

시간에 의한 WIF1 .82  

시간에 의한 WIF2 .79  

시간에 의한 WIF3 .81  

긴장에 의한 WIF1 .80  

긴장에 의한 WIF2 .74  

긴장에 의한 WIF3 .74  

시간에 의한 FIW1  .76 

시간에 의한 FIW2  .79 

시간에 의한 FIW3  .89 

긴장에 의한 FIW1  .73 

긴장에 의한 WIF2  .82 



긴장에 의한  WIF3  .79 

Eigen value 6.00 2.30 

설명량(%) 16.01 47.00 

주. 요인추출방법: 주축요인추출, 회전방법: 오블리민, 요인부하량 .32이상만 표시 

 

 

 

 

다.인사평가효과성의 요인분석결과 

 
인사평가에 대한 피평가자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태영(2010)의 

인사평가효과성 20개 문항을 사용하여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한태영(2010)의 6요인 모형과 달리 5개 요인으로 고정했을 때 요인구조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평가만족에 대한 Gele 와 

Mossholder(1990)의 연구에서 측정 내용이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어렵고 

혼동되어 다른 변수들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불분명 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평가 행위 자체와 평가방법 및 도구가 

만족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묶인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회기만족과 

제도만족을 하나의 차원으로 보고 인사평가효과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이 .32 이상이며 요인들의 전체 설명량은 69.70%로 

나타났으며 이 중 평가정확성이 57.57%를 설명하였고 그 다음으로 

평가정확성, 유용성, 만족,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 순으로 설명하였다. 

인사평가효과성에 대한 내적일치 신뢰도(Cronbach Alpha)는 .96이며 

인사평가효과성의 하위요소의 내적일치신뢰도 계수 각각은 분배공정성 .93, 

절차공정성 .83, 유용성 .87, 회기만족 .88, 제도만족 .86, 평가정확성 .89로 

안정적이었다. 인사평가효과성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인사평효과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분배공정성1 .62     

분배공정성2 .84     

분배공정성3 .58     

분배공정성4 .63     

절차공정성1  .75    

절차공정성2  .34    

절차공정성3  .40    

절차공정성4  .65    

유용성1   .44   

유용성2   .99   

유용성3   .63   

회기만족1    -.59  

회기만족2    -.75  

회기만족3    -.76  

제도만족1    -.68  

제도만족2    -.78  

제도만족3    -.59  

평가정확성1     .80 



평가정확성2     .85 

평가정확성3     .71 

Eigen value 11.80 1.14 .89 .85 .66 

설명량(%) 57.57 4.07 3.30 2.76 1.99 

주. 요인추출방법: 주축요인추출, 회전방법: 오블리민, 요인부하량 .32이상만 표시 

 

3.가설검증 

 

가.기술통계 및 상호상관계수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앞서서 연구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 5에 

기술통계 및 상호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표 5에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계수로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각각의 측정변인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주도적 경력행동은 WIF(r=.15, p<.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일이 

가정을 방해하는 갈등이 있을 때 주도적 경력행동을 더 많이 할 가능성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가설 1-1의 잠재적인 지지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주도적 경력행동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조직특성(r=.19, 

p<.001), 자녀유무(r=.16, p<.001)와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기업 근로자는 주도적 경력행동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자녀가 있을 때 주도적 경력행동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관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자녀유무는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통제변인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1 2 3 4 5 6 7 8 9 10 11 

 01. 성    별 -           

 02. 조직특성 -.08 -          

 03. 근속년수  .02  -.27* -         

 04. 직    종 -.08  .24**  -.07 -        

 05. 조직규모  .01  -.42**   .32**  -.03 -       

 06. 근무시간  -.28**  -.13*  -.07   .00  .08 -      

 07. 자녀유무 -.02  -.00   .20**  -.04 -.06  -.08 -     

 08. WIF  .06   .12*  -.16**   .01  .04   .38**   .04 (.90)    

 09. FIW  .13*   .14**  -.15**  -.08 -.05   .07   .03  .45** (.92)   

 10. 인사평가효과성  .07   .27**  -.06  -.02 -.10  -.14**   .14**  .08 .29 (.96)  

 11. 주도적 경력행동  -.01   .19**   .02   .01 -.04   .04   .16**  .15** .21 .46** (.92) 

평균 - - 11.44 - 4.20 8.92 - 3.29 2.57 2.86 3.16 

표준편차 - - 8.37 - 2.28 1.30 - .79 .84 .71 .64 
주1 N=363, ; 괄호 안은 신뢰도 계수 Cronbach’s  
주2 성별: 남자=0, 여자=1, 조직특성: 공무원=0, 사기업근로자=1 
주3 조직규모; 50명미만=1, 50~100명미만=2, 100~300명미만=3, 300~500명미만=4, 500~1,000명미만=5, 1,000~3,000명미만=6, 

3,000~5,000명미만=7, 5,000~10,000명미만=8, 10,000명이상=9 

 



나. 주도적 경력행동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주도적 경력행동에 대한 WIF, FIW의 주효과와 인사평가효과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주도적 경력행동에 대한 

삼원상호작용(WIF*인사평가효과성*조직특성), 

(FIW*인사평가효과성*조직특성)이 유의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원상호작용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원상호작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단

계 
변인 

주도적 경력행동 

 

변인 
주도적 경력행동 

 R2 △R2  R2 △R2 

1 자녀유무  .10** .03** - 자녀유무  .10** .03** - 

2 WIF(A)  .09** .05***  .02* FIW(A)  .13*** .07*** .04*** 

3 
WIF(A)  .07* 

.23***  .19*** 
FIW(A)  .05 

.24*** .16*** 
인사평가 
효과성(B)  .28*** 인사평가 

효과성(B)  .27*** 

4 

WIF(A)  .07* 

.25***  .02** 

FIW(A)  .03 

.27*** .03*** 인사평가 
효과성(B) 

 .27*** 인사평가 
효과성(B) 

 .28*** 

A * B  .08** A * B  .10*** 

N=363, +p<.10, *p<.05, **p<.01, ***p<.001  

 
자녀 유무와 같은 통제변인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1단계에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주도적 경력행동에 대한 WIF와 FIW를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주도적 경력행동에 대한 WIF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09, p<.01). 그리고 주도적 경력행동에 대한 

FIW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13, p<.001). 따라서 WIF가 

주도적 경력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1-1은 

지지되었으며 주도적 경력행동에 대해 FIW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가설 1-2도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에서의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 소모로 인해 가정과의 갈등을 경험할수록 

주도적인 경력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 소모로 인해서 직장과의 갈등을 경험할수록 

주도적 경력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동의 각 변량이 

통제된 상태에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조절효과는 R2변화량의 

유의미성으로 판단한다. 분석결과 WIF과 주도적 경력행동 간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항(WIF*인사평가효과성)을 투입하였을 경우 모델의 

설명력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2, 

F=9.06, p<.01). 이러한 결과는 인사평가효과성 수준에 따라서 WIF가 

주도적 경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FIW와 주도적 경력행동 간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항(FIW*인사평가효과성)을 투입하였을 때 모델 설명력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3, F=15.39, p<.001). 이는 

인사평가효과성 수준에 따라서 FIW가 주도적 경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검증을 위한 자세한 상호작용 패턴은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Aiken 과 West(1991)이 제시한 방식과 같이 조절효과의 

방향성을 평균과 비교하여 ±1SD값을 기준으로 인사평가효과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2에 따르면 주도적 경력행동에 대한 WIF의 효과에서 

인사평가효과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인사평가효과성이 높은 집단은 WIF가 증가함에 따라 주도적 

경력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사평가효과성이 낮은 

집단은 WIF가 증가함에 따라 주도적 경력행동이 감소하며 

인사평가효과성이 높은 집단보다 기울기에 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WIF가 주도적 경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인사평가효과성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인사평가효과성이 높을수록 WIF가 주도적 경력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직장인들의 

인사평가효과성이 높을수록 WIF가 주도적 경력행동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그림 3에 따르면 주도적 경력행동에 대한 FIW의 효과에서 

인사평가효과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인사평가효과성이 높은 집단은 인사평가효과성이 낮은 집단과 비교했을 

때 FIW가 주도적 경력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도적 경력행동에 대한 인사평가효과성의 기울기 차이는 

FIW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혼 직장인들의 인사평가효과성이 높을수록 FIW가 주도적 경력행동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2-2도 지지되었다. 주도적 경력행동에 대한 WIF와 FIW의 주효과와 

인사평가효과성의 상호작용효과의 가설이 동일한 관계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논의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 WIF, FIW와 주도적 경력행동과의 관계에서 조직특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단

계 
변인 

주도적 경력행동 
 변인 

주도적 경력행동 

 R2 △R2   R2 △R2 

1 자녀유무  .10**  .03** -  자녀유무 .10** .03** - 

2 WIF(A)  .09**  .05***  .02**  FIW(A) .13*** .07*** .04*** 

3 
WIF(A)  .08* 

 .08***  .03** 
 FIW(A) .12*** 

.09*** .03** 
조직특성(B)  .11**  조직특성(B) .10** 

4 WIF(A)  .08*  .11***  .03***  FIW(A) .10** .11*** .01* 



조직특성(B)  .19***  조직특성(B) .12*** 

A * B  .11***  A * B .09* 

N=363, +p<.10, *p<.05, **p<.01, ***p<.001    

 
자녀 유무와 같은 통제변인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1단계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WIF, FIW와 주도적 경력행동 간에 

주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도적 

경력행동에 대한 WIF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09, p<.01). 

그리고 주도적 경력행동에 대한 FIW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13, p<.001). 마지막 4단계에서는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WIF와 주도적 경력행동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항(WIF*조직특성)을 투입 하였을 때 모델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3, F=12.53, p<.001). 

다음으로 주도적 경력행동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항(FIW*조직특성)을 

투입하였을 때 모델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1, F=5.67, p<.05). 

 

 

 
다음으로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변인 간 관계를 회귀선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4에 따르면 사기업근로자의 경우 WIF를 경험할 때 

주도적 경력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WIF를 경험할 때 주도적 경력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WIF가 주도적 경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특성에 따라 다르며 

공무원보다 사기업근로자가 WIF를 경험 할 때 주도적 경력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혼직장인들의 조직특성에 

따라서 WIF가 주도적 경력행동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3-1은 지지되었다. 
그림 5를 살펴보면 사기업근로자의 경우 FIW를 경험할 때 주도적 

경력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FIW를 

증가할 경험할 때 주도적 경력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IW가 주도적 경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특성에 따라 다르며 

공무원보다 사기업 근로자가 FIW를 경험할 때 주도적 경력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기업근로자의 경우 FIW가 

주도적 경력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3-2도 지지되었다. 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동에 대한 조직특성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가설로 설정한 것과 

관계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논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것이다.   

 번호 내용 판단 

1 일-가정 갈등은 주도적 경력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1-1 WIF는 주도적 경력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1-2 FIW는 주도적 경력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 인사평가효과성은 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지지 

2-1 
인사평가효과성은 WIF와 주도적 경력행동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WIF와 주도적 경력행동과의 정(+)적인 관계는 인사평가효과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지 

2-2 
인사평가효과성은 FIW와 주도적 경력행동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FIW와 주도적 경력행동과의 정(+)적인 관계는 인사평가효과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지 



3 조직특성은 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동의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지지 

3-1 
WIF와 주도적 경력행동 간의 관계를 조직특성이 조절할 것이다. 즉, WIF와 

주도적 경력행동 간의 정(+)적인 관계는 공무원보다 사기업근로자 일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지 

3-2 
FIW와 주도적 경력행동 간의 관계를 조직특성이 조절할 것이다. 즉, FIW와 

주도적 경력행동 간의 정(+)적인 관계는 공무원보다 사기업근로자 일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지 

 

 

 

Ⅴ. 논의 

 

1.연구결과의 요약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직장인의 

일-가정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 인식 수준에 따라 주도적 경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사평가효과성은 미래에 있을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기혼직장인의 일-가정 갈등이 주도적 경력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공무원과 사기업근로자가 가진 자원에 따라 

일-가정 갈등 상황에서 주도적 경력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으며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이 일-가정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주도적 

경력행동이 달라질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그 결과 일-가정 갈등이 

주도적 경력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나타났다. 즉, 일-가정 

갈등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 또는 부정적인식이 조직구성원의 주도적 

경력행동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갈등을 긍정적으로 재인식하는 기혼직장인의 경우, 일-가정 갈등 

상황에서 인지적 재평가가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주도적 경력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모두 동일하지만 다중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혼직장인의 입장에서 시간은 희소자원이다. 기혼직장인의 경우 



업무에서 사용하는 절대적인 시간과 더불어 가정에 돌아와서 수행해야 

할 가사노동까지 심리적으로 더 많은 시간적 제약을 느끼게 

된다(Herman, & Gyllstrom, 1977). 따라서 기혼직장인이 미혼직장인 보다 

시간에 의한 일-가정 갈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시간관리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에 의한 일-가정 

갈등을 느낄 때 시간관리 전략이 증가한다는 윤혜리(1995)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도적 경력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갈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기혼직장인의 경우, 일-가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내외부로 경력이동을 위해 주도적 경력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부에서 수직적 경력이동 즉, 승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경우이거나 외부로의 경력이동 즉, 이직을 통해서 새로운 

경력성장기회를 탐색하고자 주도적 경력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직장인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조직으로 떠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이규만, 2005). 반대로 조직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경우 승진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통제감과 

자율성을 얻어서 일과 가정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Gupta & Taylor, 1992).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재 

일-가정 갈등 상황에서 조직구성원이 능동성을 발휘하여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미래 경력에 대해 끊임없이 계획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인사평가효과성에 따라 일-가정 갈등이 주도적 경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과 그림3 참고). 즉, 

인사평가효과성이 높은 조직구성원이 낮은 조직구성원에 비해서 

일-가정 갈등을 경험할 때 주도적 경력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인사평가의 효과성이 낮을 경우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다시 말해 조직구성원들 입장에서는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평가 상황에서 정치적 행동이 

증가할 것이며 미래의 자원분배(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이 일-가정 갈등을 경험할 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력이동에 대비하는 주도적 경력행동이 줄어드는 것이다.  
반대로 인사평가 효과성이 높을 경우 일-가정 갈등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증가하게 된다. 즉, 조직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평가(자원배분)에 대한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의 긍정적 

정서는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욕 또한 증가 

한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은 일-가정 갈등상황에서 미래 경력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통제감 제공 여부에 따라 주도적 경력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성인식이 미래 자원 배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준다는 Lind & Van den Bos(2002)의 이론을 지지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조직특성에 따라 일-갈등이 주도적 경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과 그림5 참고). 즉, 

공무원보다 사기업근로자가 일-가정 갈등을 경험할 때 주도적 

경력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묵(2005)연구에 따르면 

공무원은 사기업근로자에 비해서 고용안정성이 더 높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기반 또는 긴장기반 

일-가정 갈등을 유발하는 사건이 없으므로 스트레스 반응이 낮을 

것으로 보았다. 즉, 일-가정 갈등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을 재평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도적 

경력행동이 줄어드는 것이다.  
반대로 사기업근로자는 공무원보다 고용불안이 높기 때문에 사기업 

근로자는 공무원보다 시간 또는 긴장에 의한 일-가정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서 

가용할만한 자원에 대해 탐색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사기업 근로자가 공무원보다 일-가정 갈등상황에서 주도적 경력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무원보다 

사기업근로자가 경력행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일-가정 

갈등 상황에서 조직 내·외부로 경력이동을 위해 주도적 경력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조직특성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과 대처자원을 다르게 사용한다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상호작용 모델을 지지해 주고 있다. 

 

 

 

 

 

 

 

 

 

 

 

 

 

 



2.연구의 의의 

 

가.학문적 의의 

 
본 연구에서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일-가정 갈등과 경력성공, 경력몰입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경력행동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다. 허나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이 경력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주도적 경력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경력에 대한 

심리상태, 객관적 산출물 및 태도는 실제적인 행동과는 다르며, 태도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인 행동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인사평가효과성의 조절효과를 사회교환이론이 아닌 새로운 

이론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Van den Bos & 

Lind(2002)의 불확실관리이론에 따라 인사평가효과성이 미래의 

인사평가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자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상호작용 모델에 

입각하여 인사평가효과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자원으로써 

유용하고 정확한 평가가 미래에 지속될 수 있다는 통제감을 준다는 

점에서 정서적 자원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인사평가효과성은 미래 

인사평가결과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자원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조직특성을 조절변인으로 사용하여 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사기업근로자와 

공무원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주된 이유는 고용안정성으로 언급되고 

있다. 사기업근로자와 공무원의 고용불안 정도에 따라서 일-가정 갈등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재평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동과의 정적 

관계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달리 일-가정 갈등 

상황에서 주도적 경력행동이 증가하는 것은 조직구성원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1) 일-가정 갈등과 

관계에서 조직구성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조직 환경이 변화하면서 재직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평생고용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조직구성원들은 일-가정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경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도적 

경력행동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과거 조직이 제공하던 수동적인 경력관리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경력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구성원들의 

일-가정 갈등을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조직에서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일-가정 갈등 상황에서 주도적 경력행동이 증가하지만 

일-가정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면 일과 가정 간의 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서적 에너지와 시간을 경력개발에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인사평가효과성이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다. 즉,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효과성인식은 조직구성원들의 미래의 경력행동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통제감을 준다. 이는 조직 내에서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피평가자의 인식 또는 반응에 대해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는 인사평가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조직구성원에게 설명이나 해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단계별로 관리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보다 사기업근로자가 일-가정 갈등 상황에서 주도적 

경력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하는 조직 환경 속에서 

사기업근로자와 공무원 모두 주도적 경력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과 

스트레스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주도적 경력행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기업근로자의 경우 고용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조직의 노력이 필요하다.  

 

3.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몇 가지 해결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을 자기보고식 설문 방법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가정 갈등 경험 수준은 조직구성원 개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주도적 경력행동 경험 수준 또한 스스로 미래경력에 대해 



대비하여 준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타인평정보다는 개인 평정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산업의 조직과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표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사기업근로자과 공무원을 

비교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셋째 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동과의 정적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과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주도적 경력행동과의 정적관계를 밝혀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일-가정 갈등이 직접적으로 이직의도나 

시간관리 전략을 매개하여 주도적 경력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검증결과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또한 조직구성원이 종사하는 조직에서 승진에 대한 

믿음 또는 승진 경험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과 주도적 경력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을 넣어 추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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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업무 때문에 그러질 못한다.  
1 2 3 4 5 

2 

나는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책임과 

활동(육아, 청소, 요리, 공과금 납부)에 

신경 쓸 시간이 부족하다. 

1 2 3 4 5 

3 
나는 업무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 

가족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부족하다. 
1 2 3 4 5 

4 

나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가정에서의 책임과 활동(육아, 청소, 

요리, 공과금 납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지친다. 

1 2 3 4 5 

5 

나는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정서적으로 소진되어 가족들에게 

신경을 쓰기 힘들다. 

1 2 3 4 5 

6 

나는 업무에서 받는 압박감 때문에 

때론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하지 

못한다.  

1 2 3 4 5 

7 

직장에서 효과적이었던 문제해결 

행동이 가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지 않다.  

1 2 3 4 5 

8 
직장에서 도움이 되고 필요한 행동이 

집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1 2 3 4 5 

9 
직장에서 유용한 행동이 좋은 부모나 

배우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2 3 4 5 

10 

나는 집안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느라 직장에서의 책임(정시출근, 

일과완수, 시간외 근무)을 완수하는데 

지장을 준다. 

1 2 3 4 5 



11 

나는 가정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직장 경력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 

1 2 3 4 5 

12 

나는 가사일을 하는데 시간 소모가 

많아서 업무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 

1 2 3 4 5 

 

Ⅱ. 다음은 미래 경력을 위해서 귀하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문항이 귀하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앞으로 몇 년 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몇 년 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계획하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앞으로의 경력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5 

4 

나는 최근에 몇 년 후의 나의 업무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1 2 3 4 5 

5 
나는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개발한다. 
1 2 3 4 5 

6 
나는 나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다. 
1 2 3 4 5 

7 
나는 새로 맡게 될 업무를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한다.  
1 2 3 4 5 

8 

나는 장래 경력에 대한 안목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경험에 대해 

상사와 동료에게 조언을 구한다. 

1 2 3 4 5 



9 

나는 미래에 하게 될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무에 대해 직장 상사와 

대화한다. 

1 2 3 4 5 

10 
나는 나의 장래 계획과 목표를 

직장상사에게 이야기 한다. 
1 2 3 4 5 

11 

나는 미래에 새로운 경력을 위해 현재 

업무와는 관련이 없지만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지인들과 연락망이나 

친분관계를 맺는다. 

1 2 3 4 5 

12 
나는 미래 경력에 도움이나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맺는다. 
1 2 3 4 5 

13 
나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 2 3 4 5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사평가는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를 

반영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1 2 3 4 5 

2 
인사평가는 내가 업무에 쏟은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1 2 3 4 5 

3 
인사평가는 나의 업무책임 완수 

정도를 반영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1 2 3 4 5 

4 
인사평가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준다. 
1 2 3 4 5 

5 인사평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1 2 3 4 5 

6 
인사평가는 나의 실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 2 3 4 5 

7 
지난 인사평가 시즌의 평가 과정에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우리 회사 인사평가 운용과정을 

긍정적으로 본다. 
1 2 3 4 5 

9 
나는 평가자들이 평가에 임하는 

태도에 만족한다. 
1 2 3 4 5 



10 
우리 회사 인사평가제도는 이해하기 

쉽다. 
1 2 3 4 5 

11 
우리 회사의 인사평가제도는 교육과 

안내가 잘 되어 있다. 
1 2 3 4 5 

12 
현재의 인사평가제도로 내 업무를 

평가받는 데 만족한다.  
1 2 3 4 5 

  나의 평가자들은 [13~20번] 

13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준다. 
1 2 3 4 5 

14 
성과를 일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있다. 
1 2 3 4 5 

15 
평가결과에 관해서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1 2 3 4 5 

16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2 3 4 5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나의 업무책임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1 2 3 4 5 

18 
내가 담당한 업무 수행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평가한다.  
1 2 3 4 5 

19 
내가 투자한 노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1 2 3 4 5 

20 
나의 업무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1 2 3 4 5 

Ⅱ. 다음은 평소 귀하 회사의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문항이 귀하 회사의 인사평가제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료 분석을 위하여 꼭 필요한 귀하의 인적 사항과 가족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하시거나 적절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응답한 일반적인 사항은 단지 자료의 

분석에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 인적사항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혼인여부 ① 미혼 ② 기혼 

3 현재 회사 근무기간 ___________년 ___________개월 

4 
인사평가(인사고과) 

받은 경험 
① 없음 ② 있음 

4 조직특성 ➀ 사기업근로자(5-1에 응답) ➁ 공무원(5-2에 응답) 

5-1 직급 
① 사원 ② 초급관리자 ③ 중간관리자  

④ 고위관리자 및 임원 ⑤ 기타 (            )  

5-2 직급 ① 6급 ② 7급 ③ 8급 ④ 9급 ⑤ 기타 (            )  



6 직종 
① 사무 및 행정직 ② 연구 / 개발 ③ 영업직 ④ 서비스직  

⑤ 생산 / 기술직  ⑥ 기타(       ) 

7 하루 평균 근무시간 총 ___________ 시간 

※ 가족생활에 관한 사항 

8 배우자의 직업유무 ① 없음 ② 있음 

9 자녀 유무 ① 없음 ② 있음  

10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 

(주중기준)  

총 ___________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