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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의 목 은 시큐리티요원의 멘토링유형이 경력개발  경력만족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0년 서울소재 5개소 경호경비회사의 시큐리티요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단표집

법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 수는 총 227명이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34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자료를 토 로 멘토링유형, 경력개발, 경력만족에 한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변수간에 계를 알아보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606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큐리티요원의 멘토링 유형은 경력개발에 향

을 미친다. 즉, 체계  멘토링이 활성화되면, 신  자기 개발, 문능력 개발, 정보경쟁력 개발은 진된

다. 반면 비체계  멘토링이 활성화되면 정보경쟁력 개발이 진된다. 둘째, 시큐리티요원의 멘토링 유형

은 경력만족에 향을 미친다. 즉, 체계  멘토링이 활성화될 경우 경력만족은 증가한다. 셋째, 시큐리티

요원의 경력개발은 경력만족에 향을 미친다. 즉, 신  개발, 문능력 개발이 진되면, 경력만족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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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ypes of mentoring among security agents on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satisfaction. Private guards engaging in 5 different security companies 

in Seoul 2010" were set as a collected group and using judgment sampling method, 227 of them 

were finally analyzed. Cronbach's α value was .606, implying that reliability of questionnaire 

was high. The conclusion drawn from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ypes of mentoing among 

private guards effect their career development. In other words, when facilitated mentoring is 

encouraged, it leads to innovative self-development,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 

competitiveness; when informal mentoring is encouraged, it causes information competitiveness 

to be improved. Second, mentoring types have an effect on career satisfaction: Facilitated 

mentoring enables to increase career satisfaction. Third, security agents' career development 

affects their career satisfaction. That is, innovative development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result in increase of care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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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은 새로운 조직환경을 할 때마다 조직의 구조

인 방법과 다양한 인 계를 통해서 조직문화에 

응해 나간다[6]. 이러한 의 조직문화에서 가장 요

하게 작용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선발과 지속 인 인

자원에 한 리를 통해서 타 기업보다 경쟁력 우 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4]. 특히, 의 조직은 

일정한 목표달성을 해 다양한 인간 계형성을 추구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조직에서 구성원의 성장과 개

발을 해 체계 인 멘토링(mentoring)을 통해 인재경

쟁력 확보  기업성과를 추구하고 있다.    

멘토링은 1990년  후반 국내에서 기업을 심으

로 조직문화 개선과 조직성과를 해 실시되었는데, 최

근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정부기 , 교육기 에

까지 확산․ 용되고 있는 추세이다[5][13]. 멘토링은 

일반 으로 도움을 주는 멘토(mentor)와 도움을 받는 

멘티(mentee)로 구성되며, 이들 두 집단간의 상호작용

과 력 계를 말한다. 멘토는 경험이 많은 연장자로서 

조직의 후배들에게 역할모형이 되며, 업무지식 수  

경력개발, 인 계 지원, 동기부여 등을 지속 으로 제

공해 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멘티는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생활에 응하기 해서 다양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16].

이러한 멘토링의 특성은 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

하는 경호경비조직에 매우 유용하게 작용될 수 있다. 

특히, 경호경비업무에 한 지식과 장경험이 부족한 

신입직원들에게는 업무수행에 한 부담감 완화를 비

롯해 개인의 경력개발에도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경호경비학문 분야는 국가와 치안의 

공동생산자로서의 공공성과 수익자부담이론을 토 로 

한 기업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부분의 연구가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시큐

리티산업과 같이 기업성을 내제하고 있는 서비스분야

에서는 인 자원 리, 조직문화, 경력개발, 멘토링 등과 

같은 경 학  변수를 용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져

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경 학, 교육학, 학, 체육학 등과 같이 서비

스업에 련된 학문분야에서는 직장동료간에 작용할 

수 있는 멘토링을 독립변수로 용하여 경력개발, 직무

만족, 조직유효성, 이직의사와 같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어져 왔다

[2][4][7][8]. 이처럼 멘토링에 한 학문  심을 토

로 최근에는 직장 동료들끼리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보완 인 한계성에서 벗어나, 조직차원에서 다양

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멘토링에 한 연구

가 활발히 수행되어지고 있다. 

체계  멘토링은 조직이 주도 으로 멘토와 멘티를 

지정하고 업무와 련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

령습득과 경력개발에 을 두는 반면, 비체계  멘토

링은 조직의 직 인 개입 없이 직장 동료들 간의 신뢰

를 기반으로 형성된 자연  형태의 인 계를 말한다

[12][17]. 즉, 체계  멘토링은 조직의 구체 인 내부 규

정이 정해져 있다면, 비체계  멘토링은 규정이 존재하

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시큐리티산업과 같

이 시큐리티요원 개개인의 역량이 조직성과에 많은 

향력을 미치는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체계  는 비체

계 으로 진행되는 멘토링에 따라 경력개발  경력만

족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경호경비학문에서 선행되지 않았던 멘토링유형에 따른 

시큐리티요원들의 경력개발  경력만족에 미치는 향

에 한 분석과 논의가 시큐리티산업 조직문화 형성 측

면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주제와 련된 선행연구 윤장열[10], 임재문

[12], 임재문, 김성섭[13] 등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는 

멘토링유형에 따른 경력개발  이직의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이들 연구 모두 멘토링의 체계 ․

비체계  특성에 따라서 경력개발  이직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와 련하여 

Whitely, Dougherty와 Dreher[18]의 연구에서는 멘토

링이 멘티의 경력개발과 경력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며, Joiner, Bartram과 Carreffa[15]는 성공 인 멘

토링은 멘티의 경력개발에 한 지각과 경험의 향상 등

을 통해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이직의도가 감소되는 

상을 보고한 바 있다[1].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시큐리티요원의 멘토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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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경력개발  경력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

로써, 경호경비학문의 지식체 형성에 필요한 기  자

료를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

큐리티요원들의 멘토링유형이 경력개발  경력만족에 

미치는 향에 해 규명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서울소재 경호경비조직에 재직하

고 있는 시큐리티요원들을 연구 상으로 선정한 후 

단표집법(judgm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 다. 

구체 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찰청에 등록된 법인경비

업체 5개소를 상으로 하 으며, 1개소 업체에 50명씩 

총 250부를 배부하 다. 회수된 설문지 241부  내용

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단되는 자료 14부는 

극단치를 용하 으며,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 수는 

남성 198명(87.2%), 여성 29명(12.8%) 등 총 227명이다

([표 1] 참조).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사회인구학  특성 7문

항, 멘토링유형 10문항, 경력개발 13문항, 경력만족 4문

항 등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인구학  특성은 

김경식 등[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성, 연령, 학력, 

직 , 근무경력, 근무형태, 월수입 등으로 연구의 성격

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으며, 멘토링유형 설문지

는 박태수[8]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체계  멘토링, 비체계  멘

토링 등으로 구성하 다. 경력개발 설문지는 이완로

[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신  자기개발, 문능력 개발, 정보경쟁

력 개발 등으로 구성하 다. 경력만족 설문지는 이완로

[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로서 경력만족은 단일변

수로 구성하 다. 멘토링유형과 경력개발, 경력만족 척

도는 ‘매우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

지 리커트(Likert) 5  척도로 구성하 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사례수(N) 백분율(%)

성
남성 198 87.2
여성 29 12.8

연 령
20-29세 88 38.8
30-39세 123 54.2
40세 이상 16 7.0

학 력
고졸이하 91 40.1
전문대졸 103 45.4
대졸이상 33 14.5

직 위
사원급 217 95.6
팀장급 10 4.4

근무경력

1년미만 14 6.2
1-3년 83 36.6
3-5년 51 22.5
5년이상 79 34.8

근무형태
시설경비 72 31.7
특수경비 155 68.3

월 수 입
170만원미만 14 6.2
171-200만원 190 83.7
201만원이상 23 10.1

전 체 227 100

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 시큐리티요원의 멘토링유형과 경력개발  

경력만족의 계를 규명하기 해 사용된 설문지는 

비검사를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자료를 토 로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멘토링

유형, 경력개발, 경력만족을 상으로 탐색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 다. [표 2]는 멘토링유형, [표 3]은 

경력개발, [표 4]는 경력만족에 한 요인분석  신뢰

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멘토링유형에 한 요인

분석 결과 체계  멘토링(요인 재치: .833∼.468), 비체

계  멘토링(요인 재치: .825∼.604) 등 2개의 하 개

념으로 각각 명명하 다. 멘토링유형에 한 요인분석

시 내용 타당도가 합하지 않거나 복되었다고 단

되는 2개 문항을 제거한 후 멘토링유형은 8개 문항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멘토링유형 신뢰도 분석 결과 신

뢰도는 .606이상～.807미만으로 나타났다. 멘토링유형

에 한 체 설명력은 약 57.2%(57.248)로 연구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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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문 항
멘토링 유형

체계적 멘토링
(요인 1)

비체계적 멘토링
(요인 2)

1. 멘토링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833 -.049
2. 멘토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성과측정이 이루어짐 .827 -.011
3. 멘토링은 역할모델과 목표에 초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764 .061
4. 멘토링 프로그램은 밀접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708 .137
5. 멘토링은 대인관계, 사회적 네트워크 등 일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짐 .468 .431
6. 멘토링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짐 .056 .825
7. 멘토링에 대한 성과측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남 -.185 .754
8. 멘토링은 내가 설정한 목표와 별개로 이루어짐 .182 .604

회전 제곱합 적재값 2.754 1.825
% 분산 34.431 22.816
% 누적 34.431 57.248

Cronbach's α .807 .606

표 2. 멘토링유형 설문지에 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

설 문 문 항

경력개발

신  자기 개발
(요인 1)

문능력 개발
(요인 2)

정보경쟁력 개발
(요인 3)

1. 멘토링은 나의 비전과 가치관 강화에 도움 .803 .228 .198
2. 멘토링은 지식 이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 .785 .219 .272
3. 멘토링을 통해 나의 경력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전 .691 .387 .153
4. 멘토링은 나의 경력과 자질개발에 유익함 .680 .311 .330
5. 멘토와 멘티 간의 경력에 대한 상호보완이 가능 .311 .732 .179
6. 멘토링은 나의 경력관리에 매우 유익 .338 .712 .180
7. 멘토링은 잠재적 경력의 활용도가 높음 .318 .705 .280
8. 멘토링은 나의 경력개발에 도움 .132 .643 .420
9. 멘토링은 업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생각에 도움 줌 .171 .509 .378
10. 멘토링은 타 경쟁 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 도움 .253 .219 .765
11. 멘토링을 통한 경력이 기업의 정보 경쟁력에 도움 .285 .294 .734
12. 멘토링은 정보 경쟁력에 유익 .168 .394 .663
13. 멘토링은 전문지식 습득과 정보 경쟁력을 확보 도움 .556 .174 .619

 회전 제곱합 적재값 3.042 2.872 2.654
% 분산 23.398 22.142 20.416
% 누적 23.398 45.541 65.957

Cronbach's α .856 .829 .835

표 3. 경력개발 설문지에 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

용된 문항의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력개발에 한 요인분

석 결과 신  자기 개발(요인 재치: .803∼.680), 

문능력 개발(요인 재치: .732∼.509), 정보경쟁력 개발

(요인 재치: .765～.619) 등 3개의 하 개념으로 각각 

명명하 다. 경력개발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는 .829

이상～.856미만으로 나타났다. 경력개발에 한 체 

설명력은 약 65.9%(65.957)로 연구에 사용된 문항의 타

당성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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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력만족 설문지에 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

 설 문 문 항
경력만족
(요인 1)

1. 나는 나의 경력목표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경력에 대해 만족 .890

2. 승진에 대한 나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
행된 경력에 대해 만족 .854

3. 새로운기술, 능력계발 등 나의 목표를 충족 시키
는 방향으로 진행된 경력에 대해 만족 .734

4. 나의 직장경력을 돌이켜 볼 때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만족 .618

회전 제곱합 적재값 2.821
% 분산 70.520
% 누적 70.520

Cronbach's α .858

[표 4] 나타난 바와 같이, 경력만족에 한 요인분석 

결과 경력만족(요인 재치: .890∼.618)은 단일요인으

로 구성되었다. 경력만족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는 

.858로 나타났다. 경력만족에 한 체 설명력은 약 

70.5%(70.520)로 연구에 사용된 문항의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단표집법(judgment 

sampling method)을 용하여, 시큐리티요원들에게 설

문지를 배부한 다음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내용에 하여 응답하도록 한 후 완

성된 설문지를 회수 하 다. 회수된 설문지는 극단치

(outlier)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227명을 이용하 다. 

입력된 자료는 SPSSWIN 17.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은 분석기법을 실시하 다. 첫째,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을 실시하 다. 둘째, 시큐리티요원들의 멘토링유

형이 경력개발  경력만족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기 하여 각각의 변수간에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III. 연구결과

1. 시큐리티요원의 멘토링유형과 경력개발
[표 5]는 시큐리티요원의 멘토링유형이 경력개발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5. 멘토링유형과 경력개발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신  자기개발 문능력 개발 정보경쟁력 개발

체계적 
멘토링 .497*** .470*** .414***

비체계적 
멘토링 .081 .071 .165**

R² .265 .235 .218

**p <.01  ***p <.001

[표 5]에 의하면 멘토링유형의 하 요인인 체계  멘

토링은 신  자기개발(β = .497), 문능력 개발(β = 

.470), 정보경쟁력 개발(β = .414)에 정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체계  멘토링은 정보경

쟁력 개발(β = .165)에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멘토링유형은 신  자기개발 26.5%, 문능

력 개발 23.5%, 정보경쟁력 개발 21.8%를 각각 설명해 

주고 있다.

2. 시큐리티요원의 멘토링유형과 경력만족
[표 6]은 시큐리티요원의 멘토링유형이 경력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6. 멘토링유형과 경력만족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경력만족

체계적 멘토링 .437***

비체계적 멘토링 .031

R² .195 

 ***p <.001

[표 6]에 의하면 멘토링유형의 하 요인인 체계  멘

토링(β = .437)은 경력만족에 정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링유형이 경력만족에 미치는 

향은 19.5%를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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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큐리티요원의 경력개발과 경력만족
[표 7]은 시큐리티요원의 경력개발이 경력만족에 미

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7. 경력개발과 경력만족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경력만족

혁신적 자기개발 .316***
전문능력 개발 .305***
정보경쟁력 개발 -.050

R² .284

***p <.001

[표 7]에 의하면 경력개발의 하 요인인 신  자기

개발(β = .316), 문능력 개발(β = .305)은 경력만족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개발이 경력

만족에 미치는 향은 28.4%를 설명해 주고 있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 의
그동안 경호경비학문은 공경비 치안력 부재 상의 

안으로 두되면서, 사회  치안의 공동조력자로서 

지속 인 성장을 하 다. 그러나 경호경비학문은 공경

비와는 달리 기업성 즉, 리를 목 으로 하는 서비스 

업종이면서 경 학  측면의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

이다. 이는 경호경비학문이 아직도 세분화․ 문화 되

지 못하고 있다는 실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산업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큐리티요원들의 상호 력 계

인 멘토링유형과 경력개발  경력만족의 계를 분석

하 다. 여기서 통계 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심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멘토링유형과 경력개발의 계를 분석한 결과 

체계  멘토링은 신  자기 개발에 정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호경비조직 

내에서 멘토링에 한 지원이 체계 이고 지속 으로 

이루어진다면, 시큐리티요원 개인의 가치  강화에 큰 

도움을  수 있다는 결과를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시큐리티산업 조직의 경 자는 단기

간에 걸친 기업성과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소 시

간이 소요 되더라도 신입직원들에게 조직문화를 비롯

해 역할분담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움 받

을 수 있도록 체계 인 멘토링 활성화에 극 인 노력

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체계  멘토링은 문능력 개

발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

큐리티요원들에게 조직의 역할모델과 목표에 을 

두고 멘토와 멘티 간의 체계 인 멘토링이 이루어 진다

면, 개인의 경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능력

이 증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조직은 

체계  멘토링이 멘토와 멘티에게 모두 유익하고 상호 

발 할 수 있는 계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

다. 그리고 조직의 리자들은 실제로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 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멘티에 한 극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13]. 즉, 경

호경비조직은 시큐리티요원들의 문능력을 증 시키

기 해서 업무와 련된 창의 인 아이디어를 수용하

려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져야 할 것이다. 

체계  멘토링은 정보경쟁력 개발에 정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호경비조직에서 체계  

멘토링이 이루어진다면, 시큐리티요원이 업무수행시 

필요로 하는 문지식 습득은 물론, 타 경쟁업체에 

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직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멘토는 멘티에게 도

움이 될 수 있는 업무지식을 체계 으로 수시켜 

으로써, 멘티의 정보경쟁력 개발 기능은 증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비체계  멘토링은 정보

경쟁력 개발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조직에서 제공되는 체계 지원 외에도, 직장 

동료들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자연  형태의 

인 계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활동을 공유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즉, 선배직원은 조직생활에서 터득한 

다양한 지식을 후배직원에게 해 으로써, 체계  

는 비체계 으로 조직에 응하도록 돕고, 직무와 

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인간

계 과정 속에서 정보경쟁력 활동이 진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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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멘토링유형과 경력만족의 계를 분석한 결과 

체계  멘토링은 경력만족에 정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호경비조직에서 

체계 인 멘토링 작용을 통해 인 계  사회  네

트워크가 활성화 된다면, 시큐리티요원은 개인의 경력

목표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경력에 만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래 체계  멘토링은 조직에서 신

규사원이 조기 응과 유지, 기존 직원의 역량 강화, 핵

심인재 양성 등을 목 으로 운 되고 있는데, 일반

으로 조직차원에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훈련, 리감

독 등을 여하고 지원한다. 특히, 체계  멘토링의 기

간은 보편 으로 약 6개월에서 1년으로 한시 인 방

법으로 용된다[13].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시큐리

티요원들에게 직장 경력에 한 실  보상을 비롯

해, 승진에 한 목표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경력

이 진행되었을 경우 경력만족감은 더욱 배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력개발과 경력만족의 계를 분석한 결과 

신  자기개발, 문능력 개발은 경력만족에 정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큐리

티요원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한 비 과 업무수행시 

필요한 지식을 한 경력개발이 활성화 된다면, 경력만

족은 높게 증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멘

토와 멘티 간의 상호보완 계 속에서 멘티 자신의 경력

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조직차원에서 체계

으로 진행된다면 경력만족은 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한, 승진에 한 목표와 직장경력에 한 성과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시큐리티요원들의 경력만족

은 증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  논의를 종합해보면, 시큐리티요원들

의 멘토링유형에 따라서 경력개발  경력만족에 매우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경호경

비조직에서는 시큐리티요원들이 상하간의 경험  역

량, 는 업무내용 등에 공통된 심사를 가질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체계  멘토링이 조직신뢰와 조직몰입, 이

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여 보다 구체 인 정책

 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2. 결 론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차를 통하여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큐리티요원의 멘토링 유형은 경력개발에 

향을 미친다. 즉, 체계  멘토링이 활성화되면, 신  

자기 개발, 문능력 개발, 정보경쟁력 개발은 진된

다. 한 비체계  멘토링이 활성화되면 정보경쟁력 개

발이 진된다. 

둘째, 시큐리티요원의 멘토링 유형은 경력만족에 

향을 미친다. 즉, 체계  멘토링이 활성화되면 경력만족

은 증가한다.  

셋째, 시큐리티요원의 경력개발은 경력만족에 향

을 미친다. 즉, 신  개발, 문능력 개발이 진되면, 

경력만족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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