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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ive management of R&D employees is critical for a small or medium sized firm’s sustainable
growth. R&D employees have professional skills and choose expertise-oriented or managementoriented careers in the process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This study synthetically verifies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R&D employees’ social network and self-esteem on their career orientation by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social network theory and social recognition theory. The research
model has been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urvey responses from 220 R&D
employees at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n Korea.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internal network
activities have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areer orientation, but
external network activities do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self-esteem, organizational commitment,
or career orientation. There is no consensus in prior studies on whether expert orientation and
management orientation are distinct concepts. In this study, these two types of orientation are verified
as distinct concepts. It is also found that R&D employees' internal network activities are significant
factors for a company's growth. A company should implement an educational system of roles and duties
using which individuals can pursue career progress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career
development programs such as job rotation, mentoring, and career counseling.
Keywords: social network, self esteem, organizational commitment, career-orientation, knowled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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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ret•Dougherty, 2004), 네트워크 행위를 연결하여 만
들어지는 구조,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향이 서로 다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인력

고 조직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Morrison, 2002; Ar-

의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지식재산 연구원에

thur•Rousseau, 1996b; Raider•Burt, 1996). 이처럼

서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심층 분석 “중소기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

업 연구 개발인력의 업무만족도와 성과 연관성 분석”

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자아존중감에 대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인력은 대기업에 비

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자아존중감(self esteem)

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은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 혹은 자신의 태도 안에 나

수준의 저하로 이어져 기업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타나는 가치판단(Coopersmith, 1967; Gecas, 1971;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내용은 R&D 인력의 조직

Harter, 1983)으로, 자신이 능력이 있으며 성공적이라

몰입도 평균 3.29점으로 대기업 3.76에 비해 크게 낮

고 믿는(Tharenou, 1979; Rosenberg, 1979) 것을 말

아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애사심이 떨어져 기회만 있

한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 불안, 자기 의심

으면 대기업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

등을 체험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

다. 대기업으로 이직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과 경

이 괜찮은 존재라고 믿으면서 평온함이나 안정감을 가

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을 관리하기

진다(조규선2000). 예를 들면 “나는 운동을 잘한다.”

위해서는 신규인력의 채용과 기존인력의 관리, 즉 인

와 같이 믿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어

적자원관리가 중요하다. 인적자원관리는 전문성을 갖

떤 행위에 대한 중요한 예측인자로서 자신에 대한 자

춘 인력을 채용하고 육성하여 조직 구성원으로서 적

신감과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Cho

합한 근무환경과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잠재력을 최대

et al 2013), 조직사회에서 직무나 대인관계에 긍정적

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지

인 피드백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직의 생산

금까지 국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R&D 인력의 연구

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측정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를 살펴보면 주로 경력개발, 이직행동, 직무몰입, 직무

(Abraham, 1999; Iglesias • Val-Lejo, 2012; Somer-

만족 등을 변수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R&D 인력은 영

ville•Kelley•Heatherton, 2010). Branden(1998)은

업직, 사무•관리직 등의 여타 직종과 다른 독특한 전

자아존중감은 사람의 사고과정, 감정, 욕구, 목표에 영

문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보안문제로 외부와 단절

향을 미치며 이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된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어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경

요소라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동기, 성취, 변화에 대

우가 많다. 폐쇄적인 요인은 사회적(내부, 외부)네트워

처하는 능력, 직관력, 창의성, 독립성, 협동심 등과 유

크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

의한 상관관계가 있고(조규선 2000), 근로자들이 자신

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학연, 지

과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신념은

연, 혈연 등을 연결고리로 인맥확대와 개인의 목표달성

직무와 관련된 동기, 태도, 행동에 높은 예견력을 지니

을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

고 있다(Pierce et al 1989).

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두 요

본 연구는 앞서 나열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인이 경력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부

R&D 인력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내부와 외부로

족하며(McCallim, 2008; Wolff•Moser, 2009; For-

구분하고 자아존중감과 조직몰입이 경력지향성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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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인력관리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

는 개인은 조직내부와 외부의존성을 갖고 있고, 의존

하고자 한다.

성(dependency)이 높을수록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
을 가질 것으로 추론하였다. 연구결과 중상위 관리자
들은 하위관리자보다 외부네트워크 활동이 높았고, 상

2. 기존문헌 연구

위 관리자일수록 효율적 내부관리를 위해 내부네트
워크 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과

2.1 사회적 네트워크와 경력지향성

업의 종류에 따라 네트워크 활동이 변할 수 있는 요인

사회적 네트워크는 교환되는 내용에 따라 표현

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직을 과업으

적, 도구적 네트워크로 구분된다. 업무수행은 도구

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고 상위

적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사회적 지원과 심리상태를

관리자일수록 외부보다는 내부네트워크 활동을 강하

위해 형성된 관계망은 표현적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게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R&D 인력들은 전문

(Ibarra•Andrew. 1993).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가주의 (professionalism)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인적

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형성되어지고, 사회적

인 성공목표 선호도에 따라 구분된다. 관리자로 성공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하고자 하는 R&D 인력은 의존성을 기반으로 내부네

된다.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정보

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하여 관리자 지향성을 추구하

획득과 지원(손동원2002)이다. 개인은 사회적 네트워

고, 연구 개발자로 성공하고자 하는 R&D 인력은 외부

크에서 정보를 얻고 의사 결정시 중요한 영향력을 발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여 전문가적 지향성을 추구할

휘함으로서 관계가 좋은 개인은 승진이나 경력성공 등

수 있는 요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Burt. 1992,1997). 따라서 사회

워크 활동은 조직구성원의 경력성공을 위한 배경이며

적 네트워크는 정보의 원천으로 어떤 종류의 정보와

(Sullivan 1999), 경력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식을 원하고 사용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

(정명호•박혜원 2009). 행위자가 사회적 연결에서 자

경력지향성(creer orientation)은 R&D 인력이 조직

아에 필요한 정보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에 타인

사회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성공목표를 선택하는 개

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이다(Morrison. 1993,2002).

인적인 선호도로서 과업형태, 성과기준 등 “과업관련

즉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은 네트워크 행

가치”를 말한다(차종석• 김영배. 1997; Gerpott et.

동으로 볼 수 있고, 개인이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

1988). Gouldner (1957)의 연구는 범조직인 지향성과

위자 중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Michael•Yukl,

조직인 지향성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경력지향성에

1993). 네트워크 행동에 관한 연구는 깊지 않으며 다양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다른 연구에서도 두 가지 경

하게 연구된 분야가 아니므로 발전의 여지가 많이 남

력지향성 개념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차이

아있다. 초기 네트워크 행동을 세분화 하려는 노력으

는 있었지만 대체로 유의적인 결과를 얻었다(정명호•

로 선행연구에서 Michael, Yuki(1993)는 네트워크 행

김희진 2012). 범조직인(전문가 지향성)은 조직에 고용

동의 정도를 결정하는 상황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

되어있는 구성원 보다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성공을

기 위하여 외부네트워크 행동과 내부네트워크 행동으

중시하는 것이며, 조직인(관리자 지향성)은 전문분야

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구분요인은 조직에 속해있

보다 조직 내부에서 승진과 관리자로 성공목표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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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관리자 지향성이 강한 경우에는 과학자로

도가 낮고 외부전문가를 비교집단으로 삼는 반면 관

서 인정받는 것 보다 조직에서 높은 지위로 성장을 인

리자 지향성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조직내부

식한 반면, 전문가 지향성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

R&D 인력을 비교집단으로 삼고 있어 서로 다른 차이

를 얻기 위해 외부 인사들과의 관계를 늘리고, 퇴근이

점(Gouldner 1957)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후 시간을 활용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적극적 성향은

가지 지향성의 차이점은 〈표 1〉과 같다.

전문가 지향성을 가진 R&D 인력은 조직에 대한 충성

<표 1> 전문가 지향성과 관리자 지향성 차이
구분

전문가 지향성

관리자 지향성

충성도

낮음

높음

전문분야 몰입

높음

낮음

비교집단

외부전문가

내부 조직인

관심분야

개인 전문기술

조직목표 기술

자율성

높음

조직에 순응

관심목표

전문가로서 인정

관리직으로 승진

Forret, Dougherty(2001)도 남성의 경력성공은 전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James 1980)되기 때

문 활동 네트워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듯

문이다. 자아존중감이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듯이

이 개인의 사회적(내부, 외부) 네트워크 활동에 따라 경

(권석만 1998) 자기 자신이 타인과 관련해 존재를 확

력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이는 개인의

인하는 과정은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과정(조성대• 김

주관적 요인들이 직무성과와 경력성과를 결정하는 요

재득• 박은미 2001)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개

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내부, 외부)네트워크

인의 가치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Coopersmith 1967).

활동은 개인의 경력지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을

또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행동의 역할에서 결정되

추론할 수 있다.

는 중심특성(Watkins 1978)으로 개인에 대한 인식에
서 행동의 방향이 정해진다. 즉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2.2 자아존중감

네트워크 관계는 개인의 가치판단으로 “개인에게 도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Blascovich• Tomaka.

움이 되는 타인과의 대인관계 형성을 유지하는 활동

(1991:115)는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감성적 평가

(Forreet• Dougherty. 2001,2004)이라고 할 수 있

(affective evaluation),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다. 종합하면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활동과 관련이 깊

수용에서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

고 조직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유추할 수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Newman• Newman 1975).

있다. 또한 조직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

평가는 긍정적인 자기평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확

의 능력을 인식하고 타인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관계

인되고 향상 된다.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기준의 성공

를 형성하여 성취감과 안정감이 높은 반면, 낮은 사람

과 지위기준은 개인적 포부와 가치를 성취하는 것으로

은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Reasoner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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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속해있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조직몰입이나

인이 조직 생활에 수반되는 부수적 보수나 이익을 계

직무만족과 정적 관계로 직무행동에 부정적 감정을 통

속 얻기 위하여, 이직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하거

제 한다고 하였다(Ashforth et al. 1993). 자아중심 네

나 혹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

트워크는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적 지원 같은

문에 계속적으로 조직에 몰입하는 것이다(Meyer et

여러 변수와 관련되어 이해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

al. 2002; Allen•Meyer. 1990). 마지막으로 규범적 몰

(Morrison 2002) 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 활

입 (normative commitment) 은 조직구성원들이 조

동에서 대인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미하지만 대인

직을 위해 조직에 대한 의무감과 도덕적 책임으로 계

관계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속 재직하거나 충성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무감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사회적(내부, 외부)네트워크 활

을 말한다 (Allen•Meyer. 1990). 조직몰입 연구에

동에서 자아존중감은 주위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회적

Meyer•Allen(1987) 3요인 모델은 중요한 접근법으로

관계에서 성취감과 안정감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보고 있다 (Cohen 2007). 국내에서도 3요인 모델을

있다.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고 정서적 몰입만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이목화•문형구. 2014). 조직몰입의

2.3 조직몰입

개념은 개인이 조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동일

조직몰입은 조직효과성과 관련이 있어 조직연구에서

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R&D

주목을 받아왔고 주로 업무수행, 이직, 조직성과 등에

인력들이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시작한다(Mathieu and

정보가 서로 다른 성공의 목표를 두고 조직몰입에 관

Zajac. 1990; Meyer. 1997 Meyer•Allen. 1991). 전통

여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조직몰입

적 접근방법으로는 태도적 접근법과 형태적 접근법으

은 조직문화에서 개인과 조직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것

로 구분된다 (Morrow 1993). 태도적 접근법은 개인과

으로 검증하였다. 예를 들어 Sheldon(1971)은 R&D 인

조직을 심리적 유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형태적 접

력을 대상으로 동료와의 사회적 관여는 조직몰입에 영

근법은 감정 중립적인 것으로 개인들이 과거행위를 기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장재윤(1996)의 연구에서

반으로 조직에 구속되는 과정과 적응하는 것에 초점을

도 조직에 속해있는 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경력

맞추고 있다(Meyer •Allen. 1991; Mottaz. 1989). 그

몰입이 좋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동안 연구자들은 주로 태도적 몰입에 기반을 두고 있

R&D 인력은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조직몰입과 경

으며, 본 연구에서도 태도적 몰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력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어 실

조직몰입은 정서적, 계속적, 규범적 몰입의 세 가지로

증하고자 한다.

구분할 수 있다(Allen•Meyer. 1990; Meyer• Allen.
1991). 정서적 몰입 (affective commitment) 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감정적 애착과 자부심을 지니

3. 연구모델 및 가설수립

며 조직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Allen•Meyer.
1990). 계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본 연구에서는 R&D 인력의 사회적(내부, 외부)네트

은 조직구성원이 자기 조직을 떠나면 경제적인 부분

워크와 자아존중감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

이 자신에게 손해라고 인식하여 몰입하는 것이다. 개

몰입은 경력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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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델

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1999). 또한 조직이 아닌 전문분야에서 인정받는 기준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은 경력지향성에 영향

이 우선시 된다(Ritti 1968).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떤

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준거집단(reference group)

사람과 관계를 엮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작용

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준거집단은 개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력지향성은 개인의 성공목표에

적으로 사회적비교이론 (social comparison theory)

대한 가치관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결과

으로 볼 수 있고(Fesringer 1954), 자신의 경력경로

를 종합하여 볼 때 관리자 지향성은 조직내부의 직장

등 여러 요인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

동료나 상사와의 교류가 활발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

국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개인이 맺고 있는 연결 관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전문가 지향성은 조직내부

계로 형성되며, 네트워크이론의 관점과도 연결된다.

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정보를

Kilduff(1990)의 연구에서도 특정대상이 본인과 유사

얻을 수 있는 조직외부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하다고 느낄수록 그 대상을 준거집단으로 삼을 가능성

클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이 높다고 하였다. R&D 인력의 고유특성은 자신이 전

정하였다.

문분야에 대한 애착과 몰입이 높고 전문가주의 의식을
지니고 있다. 전문가주의 의식은 조직에서 서로 다른

H1: R&D 인력의 사회적 내부네트워크는 관리자 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공목표에 기반을 두고 경력지향성의 두 유형인 관리

H2: R&D 인력의 사회적 외부네트워크는 전문가 지향성

자 지향성과 전문가 지향성으로 분류된다. 관리자 지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성은 경력성공의 목표를 조직내부적인 기준에 근거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여 동원되는 자

하여 조직에 대한 일체감이 높고(Ritti 1968), 전문가

원을 의미하고(정명호, 오홍석, 2007), 사회적 관계는

지향성은 경력목표가 조직의 경계를 넘어 전문분야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형성될 수 있다. 사회적 관

서 전문적인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아 성공하는 것을

계는 조직과 개인의 성과와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칠

목표로 한다. 전문가 지향성은 조직 구분 없이 학회나

수 있다. Allen•Meyer (1990)는 개인이 속해있는 조직

연구모임 같은 커뮤니티에 적극성을 보인다(Sullivan

과 동일시하는 것을 조직몰입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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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부네트워크 활동과 관련이 높을 것을 예상할 수

된다(권석만 1998).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중심

있다. 한편으로 외부네트워크 활동은 주로 전문가협회

특성으로 자신의 목표를 타인과 사회활동 관계를 설정

등 외부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확장하는 업무외적

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중요한 요소로 해석된다. 다른 연

활동(Michael•Yuki 1993)이다. 개인이 외부관계에 치

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기준의 성공은 사회적인

중한다면 외부관계에 대한 심리적 애착을 높일 수 있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James 1980)되고, 사회적 네트

는 반면 조직에서 소외감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워크 활동을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타인과의 대

(McPherson•Popielarz•Drobnic 1992). 이러한 연구

인관계 형성을 유지하는 활동”으로 보았다(Forreet•

결과는 R&D 인력이 사회적 관계에서 내부 및 외부에

Dougherty. 2001, 2004). 따라서 개인의 자아존중감

의존성을 갖고 있어 의존성이 높을수록 더 활발한 네

은 사회적 활동과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아

트워크 활동을 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선행연구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내부, 외부)네트워크 활

과에서 외부 네트워크 활동은 조직몰입의 3요인 모델

동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활발하게 할 것을 추론 할 수

중 정서적, 계속적 몰입에 부(-)의 관계를 실증하고, 조

있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직 내부규범 보다는 외부에서 전문가로서 규범을 더

H5: R&D 인력의 사회적 내부네트워크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McCallum 2008). 또한 하
성욱•왕실•차종석(2012)의 연구에서도 중국의 사무
관리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의 내부 네트워크

H6: R&D 인력의 사회적 외부네트워크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활동이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에 정(+)의 결과를 나타냈고, 외부네트 워크 활동

Epstein(1980)과 Branden(1992)은 자아존중감이

은 규범적 몰입에 정(+)의 결과가 나왔으며, 정서적, 계

활동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자아존중감이 높

속적 몰입에서 부(-)의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선행 연

으면 타인을 잘 수용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반면

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내부, 외부) 네트워크 활동

낮은 사람은 부정적 태도로 인식하여 소심하고 타인에

은 조직몰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을

대한 의존심이 많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특성이

것을 추론할 수 있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내부, 외부로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특성은 조직에 속해있는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개인은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직무행동이

H3: R&D 인력의 사회적 내부네트워크는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

H4: R&D 인력의 사회적 외부네트워크는 조직몰입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t. (1993)의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은 조직몰입, 직무활

사람은 개인의 인식에서 행동의 방향이 정해지고, 사

를 통제하고, Brown et al. (2004)은 자아존중감이 높

회적 네트워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자아

은 사람은 직업만족도와 조직몰입이 높다고 하였다. 따

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활동의 역할에서 결

라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아존중감

정되는 중심특성(Watkins 1978)으로 타인과의 관계

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긍정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적인 자기평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고 향상

H7: R&D 인력의 자아존중감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감은 조직몰입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shforth
동과 정(+)의 관계로 직무활동에 있어서 부정적 태도

을 미칠 것이다.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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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은 개인이 조직에서의 업무태도 (work

4. 연구방법

attitude)를 나타내는 것으로(Tett•Meyer 1993), 개
인-조직 사이의 적합성이 높을 경우에는 조직몰입에

4.1 측정도구의 개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Verquer•Beehr•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척도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

Wagner 2003). 경력지향성은 R&D 인력이 전문가적

하였다. 리커트 척도는 설문 조사 등에 사용되는 심리

특성을 가지고 있고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검사 응답 척도의 하나로, 각종 조사에 널리 사용되고

성공목표를 선택하는 것이다. 조직사회화 과정은 개인

있다. 그 문장에 대한 긍정과 부정 반응을 측정한다.

이 내부• 외부 인력들과 유대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1(매우 그렇지 않

에서 성공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성공의 목표가 내

다)에서 7(매우 그렇다)까지 7단계로 구분하였고 측정

부관계가 강하면 조직과 개인의 일치감에 따라 조직

지표는 〈표 2〉를 사용하였다.

몰입이 높을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전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 3개의 요인 18개 문항전체를

문가 지향성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비교집단을

조직몰입 변수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

외부 전문가에 두고 있는 반면, 관리자 지향성은 조직

익균. 장윤희. 이재범. 1999; 정철우. 최낙범. (2014)의

의 충성도가 높고 내부 조직에 비교집단을 두고 있어

연구에서 3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15개 문항전체를 조

조직에 순응한다고 주장하였다Gouldner(1957). 또한

직몰입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그 사유로 연구의 목

김익균•장윤희•이재범(1999)의 연구에서 전문가 지

적이 몰입의 유형을 검토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직몰입

향성과 관리자 지향성간에는 조직몰입의 차이가 있음

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내용이었다. 이목화. 문형구.

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관리자지향성은 조직내부에서

(2014). “국내 조직몰입 연구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서

담당직무 유형의 일치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

국내 다수 연구 중 3요인 중 정서적 몰입만 사용하는

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 지향성은 조직의 직무

경우가 많았으며, 3요인을 함께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많

보다는 개인의 전문분야에 목표를 두고 있어 외부활동

지 않았고, 총 120편의 연구에서 조직몰입을 단일차원

이 강하면 조직에 대한 조직몰입이 낮을 것을 예상할

의 태도적 몰입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조직몰입은 R&D
인력의 경력지향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을 예

4.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측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증 조사를 위해 국내 소재의 중소기

H8: R&D 인력의 조직몰입수준이 높으면 관리자 지향성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업 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R&D 인력을 대상으로 설

H9: R&D 인력의 조직몰입수준이 높으면 전문가 지향성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응한 220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문지 280부를 배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SPSS 18 과 AMOS 18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한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은 AMOS분석을 이용하
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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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지표
연구변수

문항 수

관련문헌

내부네트워크 11문항

사회적 네트워크

Michael, J. & Yukl,G.(1993)

외부네트워크 8문항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10문항

Rosenberg(1989)

정서적 몰입 6문항
조직몰입

계속적 몰입 6문항

Allen & Meyer (1993)

규범적 몰입 6문항
전문가 지향성 3문항

경력 지향성

Gerpott(1988)

관리자 지향성 4문항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경력

학력

직급

2016. 12

빈도

비율

남자

204

92.73%

여자

16

7.27%

합계

220

100%

25 ~ 30세

35

15.9%

31 ~ 40세

133

60.5%

41세 이상

52

23.6%

합계

220

100%

1 ~ 5년

71

32.3%

6 ~ 10년

61

27.7%

11~15년

52

23.6%

16년 이상

36

16.4%

합계

220

100%

기타

39

17.7%

학사

149

67.7%

석사

29

13.2%

박사

3

1.4%

합계

220

100%

사원

43

19.5%

대리

47

21.4%

과장

51

23.2%

차장

35

15.9%

부장

44

20.0%

합계

220

100%
85

이동백•박성환•강민형

4.3 항목묶음

째, 구성개념의 항목균형. 셋째, 다차원접근법 넷째, 선

항목묶음(item parceling)의 정의는 많은 잠재변수

형적 설문지 구성법이 있다(Little et al 2012). 네 가

를 둘 또는 둘 이상의 항목을 집계하여 평균한 집계

지 방법 중에서 연구에 사용한 항목묶음 방법은 무작

(aggregate)수준의 측정지표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위할당방법으로 관측변수의 평균을 이용한 항목묶음

(Little et al 2002). 일반적으로 개별항목을 이용한 분

(item parceling)을 이용하였다. 각 구성개념별 측정지

석을 하는 것 보다 항목묶음 분석을 하는 것이 더욱

표를 2~3개로 평균한 분석을 사용하여 총 46개의 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항목 분

측변수를 1개의 잠재변수에 3개, 관측변수 18개로 조

석은 항목묶음보다 신뢰성이나 공유치가 약화되고, 정

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Ciugston(2002)은 조직몰

규분포 가정의 오류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그러

입과 이직의도 간의 분석단계에서 항목묶음을 사용하

나 항목묶음을 사용하면 개별항목보다 연속적이고 정

여 평균한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항목묶음을

규분포화 특성을 얻을 수 있고, 구조방정식모델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구성개념에 대한 단일 차원

보편화된 최우도(Maximum likelihood, ML)추정방

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일 차원성 검증을 위해 Kim·

법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Bagozzi· Heather-

Hagtvet(2003)은 내적일관성,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

ton 1994; Little et al. 2002). 또한 집계의 원리를 이

부하량,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부하량과 모델 적합 도

용할 경우 다중 지표의 집계 값(예 평균값)이 개별지표

를 제시하였다. 그 사유로 다차원 특성 구성개념을 항

보다 안정적인 추정량이라고 하였다 (Pressley 1983).

목묶음을 하면 잠재 구성개념 분산의 특성과 모수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측정지표는 항상 오차가 발생하

적재 치에 편향이 발생하여 특정모델이 왜곡 가능성이

기 마련인데, 오차는 여러 지표가 결합될 때 평균되어

있기 때문이다(Bandalos 1997). 따라서 본 연구는 항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모집단에 가깝게 근접할 수 있

목묶음을 진행하기 전에 구성개념별로 신뢰성분석과,

다. 항목묶음을 이용하면 요인적재량과 측정오차의 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단일 차원성을 검증하고

산 수가 줄어들어 모델적합도가 개별항목에 비해 좋은

다음으로 항목묶음을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Bagozzi· Hearthe-

모델적합도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on 1994).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관측변수가 많을 경우
모델의 복잡성이 증가하여 모델의 적합도와 모수 추정

5. 분석 및 결과

에 대한 유의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우종필 2012),
적당한 관측변수로는 1개의 잠재변수에 3~4개의 관

5.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측변수를 갖는다면 15~24개가 되어 20개가 적당하고

SPSS 18.0을 사용하여 사회적(내부, 외부)네트워크,

(Entler· Chou 1987; 배병렬 2009) 3개미만의 관측

자아존중감, 조직몰입, 경력지향성(관리자, 전문가) 구

변수는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의 타당성과 모

성개념과 54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델의 식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총 46개의 문항으로 축소하였다. 탐색적

연구는 측정모델과 연구모델을 검정하기 전에 항목묶

요인분석시 요인 추출방법으로 주성분 분석 방법을 이

음을 사용하였다. 항목묶음의 방법은 첫째, 무작위할

용하였고, 고윳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만 추출

당방법으로 관측변수 15개의 항목이라면 조사자가 무

하도록 지정하였다. 요인회전은 직각회전 방식인 베리

작위로 5개씩 3개의 묶음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둘

맥스(varimax)방식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누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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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60%이하와 공통성이 0.4이하인 내부네트워킹 2

로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모형에 대한

개, 외부네트워킹 3개, 자아존중감 2개, 계속적 몰입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2개 총 8개의 문항을 제거(De Vaus 2002)하고 분석

지수는 GFI .908 CFI .957 IFI .958 TLI .944로 모두

한 결과〈표 4〉 〈표 5〉KMO측도는 0.7이상으로 양호하

기준 값 이상의 양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고 Bartlett 구형성검정 0.05보다 훨씬 작으며, 누적설
명력 60%이상, 요인 적재값 0.6이상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46개의 문항을 하위요인별로 신뢰성 분석을 실
시한 결과〈표 6〉측정항목이 크론바하 알파 0.8이상으
<표 4>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사회적 네트워크

조직몰입

구성개념

요인 1

요인 2

내부 06

.811

.191

내부 04

.808

내부 05

구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정서 04

.844

.251

.059

.085

정서 03

.801

.257

.040

.775

.042

정서 02

.768

.160

.031

내부 03

.747

.209

정서 05

.743

.367

.096

내부 07

.728

.158

정서 06

.735

.363

-.021

내부 08

.719

.380

정서 01

.673

.109

.235

내부 09

.665

.225

규범 05

.274

.759

.131

내부 10

.656

.292

규범 02

.166

.729

-.063

내부 11

.612

.213

규범 03

.194

.700

.247

외부 02

.256

.883

규범 04

.414

.697

.101

외부 03

.215

.851

규범 01

.358

.671

.134

외부 05

.190

.848

규범 06

.182

.601

.212

외부 04

.096

.836

계속 03

-.001

-.075

.799

외부 01

.290

.791

계속 02

.102

-.077

.780

계속 05

.124

.335

.772

계속 06

.043

.323

.761

계속 04

.093

.243

.678

아이겐 값

5.004

3.987

아이겐 값

4.000

3.616

3.108

공통변량(%)

35.743

28.481

공통변량(%)

23.530

21.271

18.280

누적변량(%)

35.743

64.224

누적변량(%)

23.530

44.800

63.081

KMO
Bartlett’ s χ2

2016. 12

.883
2156.945(p<.001)

KMO
Bartlett’ s χ2

.887
1994.048(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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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자아존중감
구분개념

경력지향유형
요인01

구분

요인 01

요인 02

자존 01

.631

전문 02

.880

.003

자존 02

.652

전문 03

.828

.167

자존 03

.755

전문 01

.800

.184

자존 04

.589

전문 04

.683

.326

자존 05

.709

관리 01

.088

.869

자존 06

.671

관리 03

.206

.568

자존 07

.692

관리02

.188

.828

자존 10

.564

아이겐 값

5.263

아이겐 값

2.652

2.362

공통변량(%)

65.789

공통변량(%)

37.887

33.747

누적변량(%)

65.789

누적변량(%)

37.887

71.634

KMO
Bartlett’ s χ2

.897

.803

1212.708(p<001)

665.785(p<001)

<표 6> 측정항목 신뢰성 분석결과
평균

분산

표준편차

최초
항목 수

최종
항목 수

Cronbach’s α

내부네트워크

43.12

61.889

7.867

11

9

0.902

외부네트워크

21.06

40.032

6.327

8

5

0.919

자아존중감

40.97

45.807

6.768

10

8

0.923

조직몰입(정서적 몰입)

29.66

28.390

5.328

6

6

0.890

조직몰입(계속적 몰입)

18.22

25.760

5.075

6

5

0.838

조직몰입(규범적 몰입)

26.13

30.416

5.515

6

6

0.852

경력지향성(전문가)

19.69

13.266

3.642

4

4

0.833

경력지향성(관리자)

14.21

11.429

3.381

3

3

0.841

구성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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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타당도 분석 및 측정모형 검증

째,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이 최소 .5 ~ .95이하면 좋다

사회적(내부, 외부)네트워크, 자아존중감, 조직몰입,

고 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통계적 유의성(C.R. > 1.965,

경력지향성(관리자, 전문가)의 구성개념이 관측변수에

p< .05)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AVE 는 표준화

적절이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개념 타

된 요인 부하량의 제곱한 값들의 합을 표준화된 요인

당성에 대한 검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지만 집

부하량의 제곱 합과 오차분산의 합을 나눈 값으로 .5

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이용하였다. 집중타당성은

이상이면 좋다. 셋째, 개념 신뢰도 값이 .7이상이면 집

측정항목이 구성개념을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다면 항

중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분석결과

목들 간 상관이 높고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

모든 항목에서 계수가 적합하였으나 조직몰입 개념에

다.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 부하량과 유의

서 계속적 몰입 요인 부하량이 .242로 기준치인 .5미만

성,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 신뢰도

으로 낮았고, 개념 신뢰도와 AVE 값은 0.484, 0.695

(Construct Reliability)를 사용하였다. 항목묶음을 사

로 기준 값보다 낮아 계속적 몰입 2개 항목을 제거한

용하여 조직몰입의 세차원을 단순하였고, 조직몰입을

후 집중타당성 분석결과 〈표 7〉조직몰입 개념 신뢰도

second order factor로 사용하였다. 개념 신뢰도는 첫

0.828, AVE 0.714로 제거 전보다 모델적합도가 향상되
어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구성개념
내부
네트워크

외부
네트워크

자아존중감

조직몰입

전문가
지향성

관리자
지향성

2016. 12

항목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S.E

C.R

p

내부01

0.853

1.011

0.074

13.700

내부02

0.935

1.283

0.088

14.634

0.00

내부03

0.777

1.000

-

-

-

외부01

0.914

0.940

0.056

16.730

0.00

외부02

0.837

0.918

0.061

15.162

0.00

외부03

0.851

1.000

-

-

-

자존01

0.868

0.928

0.057

16.279

0.00

자존02

0.874

0.904

0.055

16.439

0.00

자존03

0.870

1.000

-

-

-

정서적

0.968

1.000

-

-

-

규범적

0.644

0.689

0.092

7.521

0.00

전문01

0.797

1.000

-

-

-

전문02

0.822

1.113

0.105

10.641

0.00

전문03

0.677

0.952

0.101

9.437

0.00

조직01

0.796

1.000

-

-

-

조직02

0.749

0.966

0.087

11.135

0.00

조직03

0.860

0.967

0.078

12.324

0.00

AVE

개념신뢰도

0.753

0.901

0.606

0.822

0.784

0.916

0.714

0.828

0.550

0.785

0.515

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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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잠재변수 간 차이를 나타내

석결과 〈표 8〉〈표 9〉와 같이 AVE 값이 상관계수 보다

는 것으로 잠재변수 간 낮은 상관을 보이면 판별타당

크고 변수 간 상관이 가장 높은 내부네트워크 ↔ 외부

성이 있다. 높은 상관을 보인다면 두 잠재변수를 구성

네트워크를 [AVE > ⌀²]식에 적용시켜보면 상관계수는

하고 있는 관측변수들끼리의 높은 상관에 의해서 발생

0.30이므로 (.30)² = .09이고, 내부네트워크의 AVE는

함으로 잠재변수 간 판별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검증은

.753, 외부네트워크의 AVE는 .606 이다. 두 AVE 값이

개념적으로 유사하거나 변수 간 상관이 높은 쌍을 선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모두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택해서 대표적으로 검증한다. 그 이유는 상관이 높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록 판별타당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분
<표 8>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내부 네트
워크

외부 네트
워크

자아
존중감

전문가
지향성

조직몰입

관리자
지향성

내 부 네트워크

1

외 부 네트워크

0.55

1

자 아 존중감

0.30

0.27

1

조직몰입

0.38

0.24

0.54

1

전문가 지향성

0.29

0.20

0.29

0.43

1

관리자 지향성

0.46

0.34

0.38

0.41

0.45

AVE

1

개념
신뢰도

0.753

0.901

0.606

0.822

0.784

0.916

0.714

0.828

0.550

0.785

0.515

0.761

<표 9>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상관계수

AVE

내부네트워크 ↔ 외부네트워크

0.30

0.606

외부네트워크 ↔ 자아존중감

0.07

0.784

자아존중감 ↔ 조직몰입

0.29

0.714

조직몰입 ↔ 전문가지향성

0.18

0.55

전문가지향성 ↔ 관리자지향성

0.20

0.515

측정모형검증은 이론적 가설을 기반으로 구조모

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잠재변수, 관측변수간

형의 적합 도를 추정하였다. 측정모델에 대한 확인

의 요인 부하 량을 측정할 수 있고, 모델의 적합 도를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평가할 수 있어 구성개념 타당성을 측정하는데 유용

은 AMOS 18 통계패키지를 이용한 공분산 행렬을 사

하게 사용된다고 하였다(우종필 2012). 확인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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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은 연구모델의 잠재변수와 관측변수를 한

approximation): 0.064로서 기준치인 0.08이하로 모

꺼번에 투입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델적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명되어(Browne ·

석결과는 조직몰입에서 계속적 몰입을 제거 전과 후

Cudeck 1993) 측정모형에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로 비교하면〈표 10〉와 같고, 본 연구에서는 계속적

각 경로별로 표준화된 요인부하 량은 일반적으로 .5

몰입 제거 후 전반적 적합도가 GFI(goodness of fit

~ .95(Baggozzi·Yi 1998) 정도로 제시하고 있어 본 연

index): 0.908, CFI(comparative fit index): 0.957,

구의 측정모델의 경로별 표준화된 요인부하 량은 .64

TLI(tucker-lewis index): 0.944로 모두 0.90을 초

~ .97로 조건을 충족하여 제대로 측정되었다고 판단할

과하였다. 또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수 있다. 전체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표 10〉 측정모델의 적합도 검증결과
구분
계속적 몰입
제거 (전)
계속적 몰입
제거 (후)

p
적합지수

GFI

CFI

IFI

TLI

RMR

RMSEA

.903

.954

.955

.941

.067

.062

.908

.957

.958

.944

.066

.064

.000

ª모든 적재치는 p < .001에서 유의하였다.
주(註): 적합도 통계량: χ²=223.113, GFI=0.908; CFI=0.957; TLI=0.944; RMSEA = 0.064

〈그림 2〉 전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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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구분
적합지수
최적기준

χ²

p

GFI

CFI

IFI

TLI

RMR

RMSEA

.000

.897

.949

.949

.937

.085

.065

p < .01

> .90

236.985
-

< .08

〈그림 3〉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5.3 구조모형 및 가설검증

미치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H1 내부네트워크 → 관리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

자지향 (비 표준화계수= .459, C.R=4.140, p= .000),

델의 구조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모델에 대한 구

H2 외부네트워크 → 전문가지향 (비 표준화계수=

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분석은 공분산행렬을 사용하

.052, C.R=1.087, p= .277), H3 내부네트워크 → 조직몰

여 분석한 결과 〈표 11〉 같이 χ² =236.985(p〈0.001),

입 (비 표준화계수= .273, C.R=3.094, p= .002), H4 외

GFI=0.897, CFI=0.949, RMSEA=0.065로 나타나 적

부네트워크 → 조직몰입 (비 표준화계수= -.012, C.R=-

합 도는 종합적인 검토 결과 구조모형은 유의하다고

.237, p= .813), H5 내부네트워크 → 자아존중감 (비 표

할 수 있다.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결과는 〈그림

준화계수= .248, C.R=2.451, p= .014), H6 외부네트워

3〉과 같다.

크 → 자아존중감 (비 표준화계수= .102, C.R=1.700,

연구결과〈표 12〉 R&D 인력이 사회적 네트워크(내

p= .89), H7 자아존중감 → 조직몰입 (비 표준화계수

부, 외부) 와 자아존중감이 조직몰입과 경력지향성에

= .462, C.R=6.796, p= .000), H8 조직몰입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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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향 (비 표준화계수= .471, C.R=4.213, p= .000),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내는 값 C.R=±1.965보다 크

H9 조직몰입 → 전문가지향 (비 표준화계수= .477,

거나 p-값이 .05보다 작아야 되는 조건에 부합되어 가

C.R=5.377, p= .000)로 H1, H3, H5, H7, H8, H9는 유

설이 기각되었다.

의한 것으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H2, H4, H6은
〈표 1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관계

표준화
계수

비표준
화계 수

S.E

C.R

p

검증결
과

H1

내부네트워크 --> 관리자지향

.324

.459

.111

4.140

.000

채택

H2

외부네트워크 --> 전문가지향

.081

.052

.048

1.087

.277

기각

H3

내부네트워크 --> 조직몰입

.258

.273

.088

3.094

.002

채택

H4

외부네트워크 --> 조직몰입

-.019

-.012

.051

-.237

.813

기각

H5

내부네트워크 --> 자아존중감

.218

.248

.101

2.451

.014

채택

H6

외부네트워크 --> 자아존중감

.151

.102

.060

1.700

0.89

기각

H7

자아존중감 --> 조직몰입

.496

.461

.068

6.796

.000

채택

H8

조직몰입 --> 관리자지향

.351

.471

.112

4.213

.000

채택

H9

조직몰입 --> 전문가지향

.471

.477

.089

5.377

.000

채택

x²(80) =236.985 (p < .001)
GFI = .897
모델의 적합도

CFI = .949
TLI = .937
RMSEA = .065

변수 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Sobel

은 유의성이 없어 제외하였고, 내부네트워크가 관리자

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지향성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 13〉은

Hair et a (2006)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내부네트워크와 자아존중감이 조직몰입을 매개하여

매개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모두 유의해

관리자 지향성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였다.

야한다고 한다. 따라서 외부네트워크와 전문가지향성
〈표 13〉 Sobel의 검증방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변수 간 경로
Z

적합기준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내부네트워크 → 조직몰입 → 관리자 지향성

2.249

내부네트워크 → 자아존중감 → 조직몰입

2.309

±1.965
＊소벨테스트의 결과값은 1.965 보다 크거나, -1.965 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미함 (Baron &Kenn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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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Michael J·Yukl G (1993)가 사용된 측정지

6.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표로 주로 친교네트워크 활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외부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하여도 전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R&D인력을 대상으

문가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론할

로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고

수 있다. ③ H7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자아존중감과 조직몰입이 경력지향성의 두 단계인 관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타인과의 대인관계 형성

리자 지향성과 전문가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을 유지하는 활동” (Forreet·Dougherty 2001,2001)

고자 220명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으로 외부네트워크 활동에 정(+)의 관계에 미칠 것으

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네트워크 활

로 예상되었으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기각된 사유로

동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조직몰입을 매개하여 경력

R&D 인력은 자기조절(self-regulation)에 대한 신념을

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관리

가지고 있고, 전문분야 자체가 목적이며, 성취감과 내

지향성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R&D 인력은 내부네트워

면적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

크 활동을 활발히 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획득하

닌 외부네트워크 활동은 자아존중감이 약화되어 외부

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외부네트워크 활동은 자아존

네트워크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

중감, 조직몰입, 전문가 지향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

련된 선행연구로 (James W 1980)는 자아존중감에 미

치지 못하였다. 기각된 사유를 살펴보면 ① H4, 외부네

치는 영향요인으로 개인의 성취는 개인적 포부와 가치,

트워크 활동과 조직몰입이 부(-)의 관계를 예측하였으

주위 사람에게 받는 사회적인 반응간의 상호작용에 의

나 외부네트워크 활동은 R&D 인력이 자발적 선택보

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다는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

속해있는 R&D 인력들은 개인적으로 연구개발에 전념

한 관계구축을 위하여 부가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

하여 전문가 지향성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망으로 내

다. 선행연구에서도 내부·외부 유형의 네트워크 활동

부·외부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조직에서 필요한 정보와

은 구성원의 효율적 업무성과를 위해 요구되는 활동일

자원을 흡수하여 개인의 직무성과가 좋아지고 조직에

가능성을 제시하였다(Luthans et al. 1985; Michael·

서 경력성공을 달성할 수 있지만 (Arthur · Rousseau

Yukl. 1993). 따라서 외부네트워크 활동은 회사의 요

1996b; Raider · Burt 1996), 한편으로는 조직 내에는

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가적 활동으로 기각 되었

개발부문이 다수존재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하드웨

을 것으로 사료 된다. ② H5 외부네트워크 활동이 전

어 등)하고 직급단계에서는 신입연구원-선임연구원-책

문가 지향성에 정(+)의 관계를 설정하였으나 예상과 달

임연구원-수석연구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리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외부네트워크 활

④ H9 R&D 인력의 전문가 지향성은 조직에 대

동이 단순한 친교관계를 형성하는 사교네트워크 활동

한 애착보다는 전문분야에 대한 몰입이 강한 특성으

인지 과업과 관련된 전문네트워크 활동인지에 따라 경

로 전문가협회, 학회, 워크숍 등 준거집단을 외부에 두

력지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R&D와 관련된

고 있어 외부네트워크 활동에 적극성을 보인다고 하

전문가협회의 워크숍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학회 등에

였고(Sullivan 1999), 적극적인 외부 활동은 조직에 대

서 교류하는 전문 네트워크 활동과 친교관계를 만드는

한 몰입도가 약화 되고 조직에서 자신의 전문성도 약

사교네트워크 활동은 그 효과가 달리할 수 있다. 본 연

화 될 것으로 추론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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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Ginzberg MJ · Baroudi J J (1988)는 전문가지향

여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결과

성은 직무에 대한 관심보다 조직에 대한 관심의 정도

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경력지향성

가 약하다고 하였고, 전문가 지향성은 자신의 전문적

에 대한 차종석·김영배 (1997) 선행연구에서는 전문가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조직의 이탈을 생각

지향성과 관리자 지향성이 상관관계가 높으며 두 지

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였다(Miller G.A· Wagner L.W

향성간 구분을 못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1971). 본 연구에서는 H4 외부네트워크 활동이 조직몰

는 Aryee· Leong (1991)의 연구결과와 같이 상관계수

입에 부(-)의 영향과 H9 조직몰입이 전문가지향성에

가 낮아 두 차원의 개념 타당성에 대하여 유의적인 것

부(-)의 영향을 예측하였으나 외부네트워크 활동이 조

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사차원에서 지금까지 R&D 인

직몰입에 부(-)의 영향은 기각되었으며, 조직몰입이 전

력의 경력지향성은 회사외부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경

문가지향성에 정(+)의 결과로 나타났다. 사유를 추론하

우에 전문가 지향성을 지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낮

면 외부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여도 조직몰입과 전문

고 자신의 전문기술분야에 관심을 가져 이직으로 연결

가 지향성에 미치는 요인은 R&D 연구원이 전문가협

될 수 있다는 시각으로 가능하면 내부네트워크 활동

회, 학회 참석 등 외부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회사에서

을 유도하여 사내서클활동이나 워크숍을 장려하고 암

주어진 직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계구축의

묵적으로 외부활동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

일환과 조직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활

결과에 대하여 해석하면 R&D 인력의 내부네트워크

동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김익균· 장윤희· 이재범(1999)

활동은 조직몰입과 관리자 지향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안정적 조직의 인력운용과

외부네트워크 활동은 조직몰입과 경력지향성은 관련

성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Miller(1986)는 전문가 특

이 없는 결과였다. 회사는 R&D 인력의 전문분야를 사

징을 토대로 전문분야와 담당업무의 일치도가 조직몰

교와 전문네트워크 활동으로 구분하고 회사가 요구사

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직

항과 일치시킴으로서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급이 올라가거나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로 사료된다. 따라서 R&D 인력의 경력욕구를 반영하

안정적인 관리자로서 승진하고 싶은 욕망을 생각할 수

기 위하여 조직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등 개인적 특성

있어 관리자 지향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로

다. 따라서 외부네트워크 활동은 전문가 지향성과는

성장하려는 사람과 전문가로서 몰입할 수 있는 R&D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기존 실증연구에

인력을 초기 면담을 실시하여 성향을 파악하고 각자의

서 정명호·김희진 (2012)의 내부네트워크 활동은 관리

경력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역할과 직무에 대하여 교

자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외부네트워크 활동은 전문

육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직무/순환이

가지향성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동, 멘터(mentor)제도, 경력 카운슬링 등과 같은 적극

결과이다.

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R&D 인력들의 경력개발에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두고 있다.
기존 연구는 경력개발, 경력지향성 및 이직에 관한연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R&D 전문직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내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으며 향후 연구를 통

부, 외부)네트워크 활동과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선행

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 네트워크 측정문

변수로, 조직몰입, 경력지향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

항을 Michael·Yukl(1993) 사용하였다. 본 측정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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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사교와 업무네트워크 내용으로 전문가 집단인

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인력의 네트워크 활동과 내용상 차이를 파악하
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다. 또한 경력지향유형의 경로척
도를 전문가 지향성과 관리자 지향성외 프로젝트나 창
업가, 사업부 이동 등 다양하게 구성 측정방법을 적용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아존중감
은 개인-조직적합성과 상호작용하여 조직성과와의 관
계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조직성과와 경력지향
성관계에 대하여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중
소기업의 연구실에 근무하는 R&D 인력을 대상으로
한정 되어있어 R&D 인력의 전문성 등 기업특성을 고
려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화의 문제가 있다. 셋째, 개인
의 내부네트워크 활동과 외부네트워크 활동이 개인의
직무성과, 임금, 승진 등이 경력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을 종합적으로 실증하는 연구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
다. 넷째, 개발인력을 석사급 이상 전문가 그룹을 대상
으로 실증하되, 사기업 연구소와 공기업연구소에서 근
무하는 동일 직급 군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연구한
다면 다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7. 결론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R&D 인
력의 관리가 중요하다. R&D 인력은 전문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전문가 지향성”
과 “관리자 지향성”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본 연구
는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과 사회인지 이론을 바탕으로
R&D 인력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아존중감이 조직
몰입을 통해 경력지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
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내부네트워크
활동은 자아존중감을 통한 조직몰입과 관리자 지향성
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외부네트워
크 활동은 자아존중감, 조직몰입, 전문가 지향성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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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문항
측정개념

내부네트워킹

변수

측정문항

NN01

나는 동료가 승진, 포상을 받거나, 우수한 성과를 올리면
축하해 준다. (제거)

NN02

나는 직장에서 업무 이외의 미팅이나 친목모임에 참석한다.
(제거)

NN03

나는 타부서 직원들과 친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NN04

나는 타부서 직원이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NN05

나는 타부서 직원들의 부탁을 들어준다.

NN06

나는 타부서 직원들과 어울리며 잘 지낸다.

NN07

나 는 타 부 서의 관 리 자가 정 책 을 변경 하거나 새 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NN08

나는 타부서 직원들과 점심 또는 저녁식사를 같이 한다.

NN09

나는 타부서 관리자가 부하직원을 승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NN10

나는 타부서 직원들과 업무외의 사적인 대화를 편하게 한다.

NN11

나는 유용한 정보나 소문을 타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다.

GN01

나는 회사 외부 사람들과 점심 또는 저녁식사를 같이 한다.

GN02

나는 회사 외부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사교행사에 참석 한다.

GN03

나는 회사 외부 사람들과 여가 또는 레저 활동을 함께 한다.

GN04

나는 회사 외부 사람들에게 선물을 제공한다.

GN05

나는 회사 외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다.

GN06

나는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거래처를
방문한다. (제거)

GN07

나는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회사 외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방문한다. (제거)

GN08

나는 업무관련 전시회나 학회 세미나에 참여한다. (제거)

외부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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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조직몰입
(정서적몰입)

JZ01

전반적으로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

JZ02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JZ03

나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JZ04

나는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것만큼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JZ05

나는 자랑스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JZ06

나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JZ07

나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JZ08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좀 더 많은 자존감을 갖고 싶다. (제거)

JZ09

나는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제거)

JZ10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SM01

나는 이 조직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아주 행복 할
것이다.

SM05

나는 우리 조직의 문제들이 내 문제처럼 느껴진다.

SM03

나는 우리 조직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SM04

나는 이 조직에 감정적 애착을 느끼고 있다.

SM05

나는 이 직장이 가족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진다.

SM06

이 조직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SS01

지금 이 조직에 머무는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다. (제거)

SS02

나는 다른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조직을 떠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제거)

SS03

이 조직을 떠날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다른 일자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제거)

조직몰입
(계속적몰입)

2016. 12

SS04

개인적으로 나의 경우에는 이 조직을 떠나는 경우 손실이
이득보다 훨씬 클 것이다

SS05

내가 떠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조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SS06

만일 이 조직을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내 인생의 너무 많은
것들을 망치게 될 것이다

Rosenberg(1989)

Allen & Meyer (1993)

Allen & Mey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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