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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인 자본 변수들은 경력성공을 결정하는 요한 변수들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목 을 가지

고 본 연구를 수행하 다. 먼  비공식  인간 계와 경력성공의 계, 둘째, 이들 계에 있어 성별의 

조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  비공식  인간 계는 경력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구성원들 간의 계에 있어 비공식  인간 계가 형

성된다면 조직 내 구성원들 간에 신뢰  지지 인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시민행동 

등과 같은 정 인 조직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공식  인간 계는 경력성공에 있어 

요한 변수이다. 둘째, 성별은 이들 계에 있어 부분  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공식  

인간 계가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요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비공식적 인간관계∣경력성공∣경력만족∣고용가능성∣

Abstract

Human capital variables have been considered as very important determinants of career 

success. In this study have two purposes. The first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l networking and career success. And gender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l networking and employability.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formal networking had positive effect on the career success. The relationship 

between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 the formation of informal relationships between the 

trust and if the organization's members to form a support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through which organizations such as the positive outcomes 

will be achieved. So informal networking have been considered as very important determinants 

of career success. Second, regarding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on the informal 

networking and employability, and informal networking played more important roles for men 

than woman in employ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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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은 구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사회 , 경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더 나아가 일

을 통해 자신을 성장 발 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자기

성장과 발 을 해 재의 직무 뿐 아니라 자신의 직

장생활에서 체 인 경력에 심을 가지게 되었다[1]. 

특히 사업구조 효율화를 실천해야 하는 새로운 경 환

경시 가 도래하 고[2] 이에 따라 기업들은 탄력 인 

인력 리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고용 계를 계  

계약 계로부터 거래  계약 계로 변경하고 있다. 즉 

연공주의에 의한 평가보다는 성과주의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탄력 으로 인사를 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스스로 자신의 경력경로에 책임을 갖고 승진

에 필요한 업무능력과 문성을 개발함으로써 평생직

업이라는 개념에서의 경력개발 노력에 힘을 쓰고 있으

며[3] 이러한 경력개발의 성과측정은 경력성공에 의해 

측정된다. 일반 으로 경력성공이란 개인의 지속 인 

업무경험의 결과로 축 된 정 인 심리상태와 직무

련 산출물을 의미하며[4][5] 조직과 직종을 통한 개인

의 발   주 , 객  성과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6]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력성공은 조직 리

자들이 개인의 요구를 반 하는 효율 인 경력시스템

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 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수 있으며[7] 이를 통해 조직은 동기 부여된 우수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경력성공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으며 그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하는

데 그 을 두고 있다. 재까지 연구된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크게 개인 인 요인(인 자본, 

인구 통계  변수, 정치  행동, 성격특성)과 조직요인

(사회화, 멘토링, 동기부여, 경력시스템, 상사의 지원)을 

심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8]. 하지만 경력성공과 련

하여 요한 요인은 아마도 사회  계와 련된 변수

일 것이다. 이는 경력성공이 주로 다른 사람들과의 

계형성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사회  연

결을 통하지 않으면 자신의 경력성공과 련하여 요

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9]. 이와 련하여 최

근 들어 조직구성원들은 사회  네트워크에 많은 심

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  네트워크가 개인  조직

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차원에서 조직 

내에서의 인간 계는 매우 요하며 이러한 인간 계

는 사회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되며[10] 이는 개인의 

직무태도나 수행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1]. 한 

조직차원에서는 조직성과에 한 계가 있기 때문

이다[12]. 즉 사회  네트워크에 의해 개인에게는 더 나

은 조건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조직

에는 직무수행에 합한 구성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거래 비용을 일 수 있다[10].

특히 호텔기업의 경우 고용과 련하여 사회  네트

워크의 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호텔기업의 

경우 종사원에 의해 기업의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일반기업과 같이 에 보이는 사람들의 스펙보다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 한 마인드에 의해 

고객만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채용과 련하여 

공개채용보다는 수시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수시채

용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호텔기업의 경우 인재를 채

용하는데 있어 지인  추천을 통해 종사원을 고용하는 

측면이 높다. 한 승진과 련해서도 이러한 사회  

네트워크에 의해 고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계 이

고 과학 인 기법을 통해 승진을 한 평가가 이루어진

다고 하더라도 사회  네트워크의 향을 받게 되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을 바탕으로 비

공식 으로 형성된 인간 계가 승진  고용과 련되

어 있는 경력성공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호텔기업

의 종사원을 상으로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 성별에 따라 비공식  인간 계가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동일하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이다[13].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남․여 평

등사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남녀유별의 유

교사상이 팽배한 국내실정을 놓고 보았을 때 비공식  

인간 계가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은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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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비공식적 인간관계

사회 자본이란 경제주체들 간의 신뢰와 지원 계에 

의해 형성된 자산으로[14] 특정 경제주체가 자신의 사

회  유 계를 통해 근․확보할 수 있는 자신의 목

달성에 도움을 주는 무형자산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  자본의 일종인 비공식  인간

계는 직속상사나 부하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의 비공식

이고 력 인 계를 유지하는 네트워킹으로 자신

이 재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형성한 비공식  인간

계의 크기라 할 수 있다[15].

이러한 네트워킹은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유용한 정보  자원으로의 근, 그러한 정보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확보,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구성원간의 물질 ․정서  지원효과와 구

성원들간의 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다[16]. 즉 조직구성

원이 새로운 직장을 찾고자 하는 경우 주변의 더 많은 

지인들로부터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다

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부터 더 폭 넓은 정보

를 얻을 수 있으며, 상호 신뢰 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므로[17] 비공식  인

간 계에 의해 고용이나 승진과 같은 경력 리 측면에 

많은 이 을 얻을 수 있다. 특히 Allred, Snow & 

Miles(1996)는 기업들이 변하는 환경에서 응을 

한 핵심 정보를 얻기 해서는 조직 내․외 사람들과 

력할 수 있는 비공식  인간 계 체제를 갖추어야 한

다고 하 으며[18] Raider & Burt(1996) 역시 비공식  

인간 계를 사회  자본으로 보고 사회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다양한 사람들과의 계를 통해 정보

와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19]하 다[20].

호텔기업의 경우 종사원의 태도에 따라 고객만족의 

차이가 발생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분의 호텔기업에서 인력

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내부모집을 통해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고용가능성과 련하여 비공식  인

간 계가 더욱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서류상으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직원이 실제

으로 고객과의 계에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실습  인턴십과 같은 임시

고용제도를 통해 직원을 악하고 고객과의 계성이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비공식  인간 계의 

강도에 따라 고용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한 일반 제조업과 같이 생산량이나 제품의 불량률에 따

라 종사원을 평가하여 승진이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보다 호텔기업의 경우 제조업과 같이 정확한 생산성 측

정방법이 모호하여 네트워킹에 형성된 계에 의해 평

가되는 경우가 많다. 즉 호텔기업의 경우 가 얼마나 

객실  식음료상품을 매하 으며 이로 인해 생산과 

련된 불량품(서비스 실패)이 구에 의해 발생되었는

지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형성된 

계에 의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텔기업에서 성공하기 해서는 첫째, 채용

과 련하여 내부채용의 형태로 운 되기 때문에 실습

과 인턴십을 활용한 내부직원들과의 비공식  인간

계가 요하며 둘째, 경력성공  승진과 련하여 성

공하기 해서는 다양한 자기능력개발 함양과 더불어 

상사  동료들과의 비공식  인간 계 역시 요하다

고 볼 수 있다. 결과론 으로 호텔기업에서 성공하기 

해서는 객 으로 증명될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 함

양도 요하지만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경력성공

경력성공은 개인의 업무 경험의 결과로 축척된 정

인 심리상태와 업무 련 산출물을 의미하며[21] 조직

이나 직업을 통해 이루어진 개인의 발 에 한 주

, 객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22]. 즉 과

거의 경력성공은 임 , 직 , 사회  치와 같은 외

인 기 에 의해 주로 평가되었으나[23] 조직간의 이동

이 과거에 비해 자유로워지고 개개인의 가치가 다양해

짐에 따라 경력만족이나 직무만족, 인생만족 등[24] 개

인의 내 인 인식과 재조직에서 업 , 야망, 외 인 

성공, 즉 재정 인 성공과 조직 계상의 성공에 한 

개인 인식의 통합인 주  경력성공으로 발 하 다.

즉 경력성공에 한 연구는 1990년 를 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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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 에는 임 , 승진횟수, 직  등의 객  경

력성공의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25]. 

그러나 1990년  이후부터는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은 개념 으로 그리고 실증 으로도 다른 

개념임을 주장하는 연구와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이 상호 정의 계임을 보여주는 연구[26]들 

그리고 객 , 주  경력성공을 모두 포함하는 포

인 경력성공 모델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Kilduff & Day(1994)는 개인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

은 리자의 경력성공을 달성하는데 핵심 인 요인이

라고 주장하 으며[27] 김정진(2009)의 연구에서도 고

용가능성은 개인의 경력성공의 외 인 을 반 함

으로써 권한 는 임 에는 반 되지 않는 경력성공의 

요인을 찾아낼 수 있는 매우 요한 변인이라 하 다

[28].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객 인 기분보다

는 자신의 경력지향, 가치, 신념 등에 따라 경력을 평가

하기 때문에 개인의 주 인 내  만족감 측면이 요

하다[29]. 특히 Kirchmeyer(2002)의 연구에서도 경력성

공은 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보내면서 느끼는 자부심, 

만족감과 같은 심리 인 부분이 더 요하다고 하 다

[30].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력성공의 개념을 주  경력성공에 을 두고자 

한다. 이는 경력성공이 외부 으로 보이는 임  는 

권한과 같은 거를 반 하는 외 인 성공요인들과 경

력만족과 같이 개인이 주 으로 정의하는 내 요인

들을 포함하나 기업마다 승진이나 임 수 이 다르며 

특히 동일한 조건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낮은 임

을 받고 있으며 승진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외 기 인 임 수 과 승진으로 경력성공 여

부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경력성공을 고용가능성과 경력만족을 통해 측

정하고자 한다. 이는 기업환경의 변화로 과거처럼 한 

직장에서 평생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고

용과 련해서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는 고용가능성이 

경력성공을 단하는 주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IV. 조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호텔종사원을 상으로 비공식  인간

계가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과 이들 계에 있어 성별

이 어떠한 조 효과를 보이는지 실증 으로 분석하기 

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2. 가설의 설정

2.1 비공식적 인간관계와 경력성공의 관계

사회  자본의 일종인 비공식  인간 계는 개인측

면과 조직측면에서 모두 요한데[22] 이는 비공식  

인간 계를 통해 조직 내 권력 있는 네트워크에 근할 

수 있으며[31] 이를 통해 승진이나 고용가능성 등과 같

은 경력성공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  네

트워크가 잘 형성된 사람들은 경쟁자들에 비해 많은 정

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자신과 연결된 사함들이 서로 

연합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

문에 구조  공백을 차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승진 등

과 같은 경력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  상

호작용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인사고과에 

정 인 향을 미치고 고과는 임 이나 승진을 결정하

는 기 이 되므로 더 나아가 경력만족에 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28].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Michael & Yukl(1993)은 조

직 내에서 승진가능성도 높고 더 높은 임 을 받는 사

람들은 비공식 으로 잘 형성된 인간 계에 의해서 이

루어진다고 하 으며[32] Podolny & Baron(1997)의 연

구에서도 경력자의 경우 직장을 옮기거나 직무 이동 시 

개인의 네트워크 형성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나타난다

고 하 다[33]. 한 사회  네트워크와 경력성공의 

계를 실증 으로 연구한 Collins(1993)[34], Sei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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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imer & Liden(2001)[35], 장은주(2003)[23], 윤하

나․탁진국(2006)[22], 수진․박경규(2009)[17], 김정

진(2009)[28]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비공식  인간 계는 경력성공에 정(+)의 방

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2.2 성별의 조절효과 

일반 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승진이나 고용가

능성 등 경력성공과 련하여 낮은 치를 차지하고 있

다. 이는 남성들은 승진이나 임 인상을 해 조직 내

외 으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지만[36] 여성들은 남성

들의 퇴근 후 모임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육아나 가

사에 한 부담으로 남성들에 비해 원활한 비공식  인

간 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질 으로 

Cannings & Montmarquette(1991)[37], Powell & 

Butterfield(1994)[38], Krichmeyer(1998)[39]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경력성공을 해 비공식  인간 계에 

의존하며 비공식  인간 계에 한 근이 어려운 여

성의 경우 경력성공을 해 공식 인 명령이나 교육훈

련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 다[22].

하지만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장  의식의 환으로 

인해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

며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기회, 문성과 네트워크가 

요구되는 업무 경험 등의 확 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경력성공을 지각하고 있다

고 확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 2: 비공식  인간 계가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

다.

2.3 변수의 조작적 정의

2.3.1 비공식  인간 계

사회  자본의 일종인 비공식  인간 계는 직속상

사나 부하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의 비공식 이고 력

인 계를 유지하는 네트워킹으로 자신이 재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형성한 비공식  인간 계의 크기로 

정의하고자 한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Johnson(2001)의 연구를 심으로 한국기업을 상으

로 연구한 윤하나․탁진국(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총 

7문항을 심으로 리커트 5  척도를 이용하여 1(매우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하여 비공식  인간

계를 측정하고자 한다. 

2.3.2 경력성공

경력성공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는 주  경력성

공에 을 두고자 한다. 이는 경력성공이 업무의 결

과로 축 한 내 , 외  결과  성취[4]이기 때문에 일

반 으로 경력성공을 측정하는데 있어 객   주

 경력성공을 측정한다. 하지만 객  경력성공은 기

업의 규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개인이 이동할 수 있는 객  능력에 있어 

고용가능성과 경력만족을 심으로 경력성공을 측정한 

주  경력성공을 통해 경력성공을 측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력만족은 자신이 지나온 경력에 해 갖고 있

는 태도로 정의하고 본 연구에서는 Greenhaus, 

Parasuraman, Wormley(1990)의 연구에서 사용된 5개

의 항목[40] 모두를 가지고 5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

하 으며 고용가능성은 재 소속된 조직 밖에서 필요

할 경우 구성원들이 자신의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

는 정도로 정의하고 Johnson(2001)과 장은주(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5개의 항목을 가지고 5  척도를 이용

하여 1(매우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2.4 표본선정 및 분석방법

사회과학에서 연구는 심의 상이 되는 모집단의 

사회 , 심리  속성을 수량 으로 기술할 수 있는 상

 빈도나 크기  분포, 변수들간의 계를 규명하

는 것은 물론 정확성, 기술  타당성, 표본의 표성 등

을 고려하여 표본추출방법을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특1 과 특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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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상으로 특정 호텔에 편 되

지 않도록 지역(강남, 강북), 경 형태(체인, 독립경 )

로 구분하여 할당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 으며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호텔 종사원을 연구의 모집단으

로 설정하 다. 표본선정호텔의 지역  경 형태별 수

는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선정

등 특1 특2

지역 강남 강북 강남 강북

경영 체인 독립 체인 독립 체인 독립 체인 독립

개수 5 2 3 3 4 3 3 3

설문지는 등 별로 13개의 호텔을 선정하여 각각 호

텔에 10부씩 총 260부를 배포하 으며, 설문조사기간은 

2010년3월11일부터 2010년3월20일까지 약 10일간 본 

연구자가 직  해당 호텔을 방문하여 배포하 다. 총 

260부를 배포하여 241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지  설

문에 한 응답이 빠져 있거나 응답이 한 곳으로 치우

친 설문지 17부를 제외한 최종 224부를 분석 상으로 

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하

여 사회과학분야에서 리 이용되고 있는 통계 패키지 

로그램 SPSS WIN 13.0을 이용, 다음과 같은 통계분

석 방법을 이용하 다. 첫째, 설문 응답자의 인구 통계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둘

째, 수집된 자료는 Nunnally(1978)가 제시한 측정 타당

화 과정을 바탕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  타당성을 검

증하기 해 신뢰성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셋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 t-test, 단순  조 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V. 분석 결과

1. 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분석

먼  조사 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135명으

로 체의 60.3%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89명으로 체

의 39.7%를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은 20 가 106명으로 

47.3%를, 30 가 78명으로 체의 34.8%를, 40 가 37

명으로 체의 16.5%를, 50 가 3명으로 체의 1.3%

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사 상자

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 15명으로 6.7%, 문 학 

졸업자가 123명으로 체의 54.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 졸업자가 72명으로 32.1%, 학원 졸업자가 14명

으로 6.3%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의 

경우 객실부가 52명으로 23.2%, 식음료의 경우 114명으

로 50.9%, 리부의 경우 14명으로 6.3%, 조리부의 경

우 24명으로 10.7%, 기타가 20명으로 8.9%로 나타났다.

2.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변수들을 측정하 으

며 사용된 변수에 한 신뢰성은 Cronbach's α로 검증

하 다. 먼  각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결과 비공식  

인간 계, 경력만족, 고용가능성의 Cronbach's α값이 

각각 .887, .827, .834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하 으며 

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을 이용하 다. 요인추출방식으로는 주

성분 분석방법을 선택하 으며 요인 수의 결정은 고유

치가 1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하 다. 요인 재치는 0.5 

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단하 으며 요인회

방식으로는 직각회 방법을 채택하 다. 요인분석결과 

[표 2]과 같이 비공식  인간 계의 경우 모형의 합

성을 단하는 KMO(Kaiser-Meyer-Oklin)측도 결과, 

값이 0.893으로 나타났으며, Battlet의 구형성 검증을 

한 근사 χ2값이 1054.662로 유의수  p가 0.000수 에

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 요인분석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된 총 분산의 값이 59.722로 나

타남으로써, 59.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단일요인으로 수렴되는 요인으로 회 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경력성공의 경우 [표 3]와 같이 모형의 

합성을 단하는 KMO(Kaiser-Meyer-Oklin)측도 결

과, 값이 0.897로 나타났으며, Battlet의 구형성 검증을 

한 근사 χ2값이 1367.198로 유의수  p가 0.000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체 요인분석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된 총 분산의 값이 

60.337로 나타남으로써, 60.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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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변수의 회 은 Varimax방

식으로 3번 반복계산에서 수렴되었다.

표 2. 비공식적 인간관계의 신뢰성 및 요인분석 결과

잠재
요인

측정변수
공통
성

요인 
1

신뢰성
검증

비 공
식 적 
인 간
관계

나는 내가 속한 회사 내에서 폭 넓은 인간
관계를 맺고 있다.

.705 .839

.887

나는 정기적으로 우리 회사 이외의 사람들
과 교류한다.

.672 .820

나는 내 직업분야에서 넓은 인간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

.631 .794

내 주변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고 싶을 
때는 나에게 온다.

.626 .791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580 .761

내거 접촉하는 사람들은 출신지, 학력, 성
별, 직급 등에서 매우 다양하다.

.490 .700

동료들은 내가 다른 회사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477 .691

Eigen-Value(고유값) 4.181

분산설명력 59.722

표 3. 경력성공의 신뢰성 및 요인분석 결과

잠재
요인

측정변수 공통성 요인1 요인2 신뢰성 

고용
안정
성

내가 이제까지 획득한 기술
과 능력을 고려해 볼 때 나에
게는 많은 구직 기회가 있을 
것 같다.

.647 .777

.834

나는 원할 경우 내 분야에서 
새로운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85 .773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정도면 다른 회사에서도 지
금과 동등한 자리를 쉽게 얻
을 수 있을 것 같다.

.637 .745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
력으로 볼 때 다른 회사도 나
를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
는 자원으로 간주할 것 같다.

.544 .693

나는 내 분야에서 시대에 뒤
떨어지지 않는 능력과 기술
을 갖추고 있다. 

.486 .633

경력
만족

나의 직장경력을 경력목표달
성이란 측면에서 돌이켜 볼 
때 만족한다.

.729 .800

.827

나는 직장경력을 돌이켜 볼 
때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

.641 .715

나는 직장경력을 승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만족한다. 

.613 .714

나는 직장경력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만족한다. 

.499 .697

나의 직장경력을 새로운 지
식과 기술의 습득이란 측면
에서 볼 때 만족한다.

.552 .650

Eigen-Value(고유값) 5.022 1.011

분산설명력 50.222 10.114 60.337

3. 가설의 검증

3.1 가설 1: 비공식적 인간관계와 경력성공의 관계

3.1.1 비공식  인간 계와 경력만족의 계

비공식  인간 계가 경력만족에 미치는 향을 검

증하기 하여 다음의 [표 4]와 같이 단순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먼  비공식  인간 계와 경력만족의 

향 계를 검증한 결과 체 회귀식의 설명력을 의미하

는 R2값이 0.318로 나타남으로써 31.8%의 설명력을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F분포를 통하여 분

석한 분산추정량의 모형 합성 확인에서는 F변화량이 

144.168로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유의수 이 p=.000으

로 분석되어 p<.01수 의 유의수 이 확보되었다. 한편 

Durbin-Watson통계량은 1.079로 임계치인 2.000에 가

까우므로 통계 으로 합한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구체 으로 비공식  인간 계가 경력만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비공식  인간 계는 경력만족에 

해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쳤으며, 비공식  인간

계의 회귀계수에 한 t값은 12.007로서 p<.001의 수

에서 유의하 다. 이는 비공식  인간 계에 해 높

게 지각할수록 경력만족이 높아진다고 지각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한편 VIF값은 1.000으로 독립변수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계

가 명확하게 분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비공식적 인간관계와 경력만족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 P-value VIF

B
표
오차

β

상수항 1.404 .161 8.706 .000

1.000비공식적 
인간관계

.546 .046 .564 12.007 .000

종속변수: 경력만족, R
2
=.318 수정된 R

2
=.316, F=144.168 유의확

률=.000

3.1.2 비공식  인간 계와 고용가능성의 계

비공식  인간 계와 고용가능성의 향 계를 검증

한 결과 체 회귀식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이 

0.366으로 나타남으로써 36.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F분포를 통하여 분석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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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정량의 모형 합성 확인에서는 F변화량이 178.650

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유의수 이 p=.000으로 분

석되어 p<.01수 의 유의수 이 확보되었다. 한편 

Durbin-Watson통계량은 1.228로 임계치인 2.000에 가

까우므로 통계 으로 합한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구체 으로 비공식  인간 계가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비공식  인간 계는 고용가능성에 

해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쳤으며, 비공식  인

간 계의 회귀계수에 한 t값은 13.366으로서 p<.001

의 수 에서 유의하 다. 이는 비공식  인간 계에 

해 높게 지각할수록 고용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각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VIF값은 1.000으로 독립변

수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의 계가 명확하게 분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비공식적 인간관계와 고용가능성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 P-value VIF

B
표
오차

β

상수항 1.480 .147 10.038 .000

1.000
비공식적 
인간관계

.556 .042 .605 13.366 .000

종속변수: 고용가능성, R
2
=.366 수정된 R

2
=.364 , F=178.650 유의

확률=.000

3.2 가설 2의 검증: 성별의 조절효과

먼  성별에 따른 비공식  인간 계와 경력성공의 

계를 검증하기 해 독립변수로 비공식  인간 계, 

종속변수로 경력성공을 그리고 조 변수로 성별을 투

입하여 가설2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선 으로 

조 효과 검증을 하기에 앞서 성별에 따른 비공식  인

간 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보기 해 T-검증을 

수행하 고 그 결과 [표 6]와 같이 나타났다.  T-검증 

결과 남성이 여성 보다 비공식  인간 계를 높게 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유의수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별에 따른 비공식적 인간관계의 t-test 결과

표본 평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남 135 3.5699 .72784
3.159 .002

여 89 3.3073 .70297

성별에 따라 비공식  인간 계가 경력성공에 미치

는 향을 악하기 해 조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

며 검증 결과 [표 7]와 같이 나타났다. 먼  비공식  인

간 계와 경력만족의 계에서 성별의 조 효과를 검

증한 결과 조 변수를 포함하여 추가 인 회귀분석을 

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p>.05) 한 상호 작용 항을 투입하 을 경우에도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다음

으로 비공식  인간 계와 고용가능성의 계에서 성

별의 조 효과를 검증한 결과 조 변수를 포함하여 추

가 인 회귀분석을 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p<.05) 한 상호 작용 항을 투입하 을 경우에도 유

의하게 나타났다(p<.05). 따라서 가설 2는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표 7. 비공식적 인간관계와 경력성공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

종속변
수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비공식
적 

인간관
계

.564*** .558*** .607*** .605*** .586*** .718***

성별 -034 047 -.111* .109*

비공식
적 

인간관
계*성
별

-088 -.240*

R2 .318 .319 .320 .366 .378 .380

수정된 
R2

.316 .315 .313 .364 .374 .374

F 144.168 72.225 48.056 178.650 93.662 62.798

***p<.001, **p<.01, *p<.05

추가 으로 비공식  인간 계와 고용가능성의 계

에서 성별의 조 효과 방향을 구체 으로 알아보기 

해 그래 를 작성하여 조 형태를 분석하 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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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성별로 비공식  인간 계를 독립변수로 고용가

능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이러한 단순회귀분석으로부터 얻어진 회귀식을 이용하

여 독립변수인 비공식  인간 계를 X축으로 종속변수

인 고용가능성을 Y축으로 하는 그래 에 성별에 따라 

분류된 두 집단의 회귀선을 그린 뒤 그 조 형태를 분

석하 다.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고용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비공식  인간 계가 고용가능성에 미

치는 향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

용

가

능

성

비공식적인간관계

남

여

그림 2. 비공식적 인간관계와 고용가능성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호텔종사원을 상으로 비공식  인

간 계가 경력성공에 어떠한 향을 미치며 더욱이 성

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먼  비공

식  인간 계와 경력성공의 계를 검증한 결과 비공

식  인간 계에 해 높게 지각할수록 경력만족과 고

용가능성에 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Collins, 1993; Seibert, 

Kraimer & Liden, 2001; 장은주, 2003; 윤하나․탁진국, 

2006; 수진․박경규, 2009; 김정진, 2009)하는 것으로 

비공식  인간 계를 잘 한다는 것은 다른 부서나 상  

직 과의 다양한 을 한다는 것이고 이들 통해 다른 

경쟁자보다 더 많은 정보나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승진이나 고용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결과 으로 조직구성원들 간의 계에 있어 비공식  

인간 계가 형성된다면 조직 내 구성원들 간에 신뢰  

지지 인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

시민행동 등과 같은 정 인 조직성과를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무나도 비공식  인간 계가 조직

구성원들 간에 요한 경력성공의 기반으로 인식된다

면 서기, 벌 등 조직와해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

을 것이다. 즉 부서 이기주의, 타부서와의 배타  계 

등의 형성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정성에 기반을 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회

인 네트워크를 원만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멘토링  

조직 내 동아리 활동이나 자원 사활동 등과 같은 구성

원들간의 유 감을 형성할 수 있는 로그램의 실행이

나 개인이 속한 부서나 을 뛰어 넘어 조직 체의 구

성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직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성별에 따른 비공식  인간 계와 경력성

공의 계를 검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비공식  인

간 계를 더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선행

연구와 유사한 것(Cannings & Montmarquette, 1991; 

Powell & Butterfield, 1994; Krichmeyer, 1998)으로 이

는 일차 으로 유교  서열문화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의 사회  편견  고정 념이 낳은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여성들은 직장생활보다는 가정생활이 더 요하다

는 선입견 때문일 것이다. 한 이와 련해서 여성들

은 업무 후 비공식  인간 계가 형성되는 회식  기

타 모임에 참여하는 부분이 조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

해 비공식  인간 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별에 따른 조

효과를 검증한 결과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비공식  

인간 계가 고용가능성에 더 많은 향을 다고 지각

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비공식  인간 계와 경

력만족과의 계에서 성별의 조 효과는 나타나지 않

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첫째, 모든 설문

지를 통한 표본조사에서 나타나는 한계 으로 설문지

를 통한 자기보고에 의한 자료수집으로 인해 객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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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연구결과를 왜곡시킬 가능

성이 있으며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계량  분석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지를 통해 측정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할 때 질 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

다. 둘째, 연구결과에 한 일반화 가능성에 한 한계

로 먼  연구표본에 있어서 서울에 치한 특  호텔 

이용객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표본의 지역  특

성  일반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연구에서는 지

역  표본을 확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는 비공식  인간 계가 경력성공에 미치는 일차 인 

계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공식  인간 계가 경력성공을 거쳐 조직성과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의 확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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