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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무경계 경력태도와 경력성공의 관계 및 네트워킹 행동의 매개효과에 대해 고찰하였다. 무경계 
경력태도는 경력경로가 단일 고용상황의 울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력태도를 의미한다.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및 객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하나인 네트워킹 행동 3가지를 두 변수 간의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무경계 경력태도
와 주관적 경력성공은 유의한 정(+)의 관계에 있으며 이 관계를 관계관리, 친교, 업무 네트워킹 행동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경계 경력태도는 객관적 경력성공과 유의한 정(+)의 관계에 있으며 이 관계를 친교, 업무 네트워킹 
행동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석과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무경계 경력태도, 주관적 경력성공, 객관적 경력성공, 네트워킹 행동, 매개효과

Abstract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boundaryless career attitudes and career 
succes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networking behavior.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refers to career 
attitude in which career paths can gain experience in various environments beyond the fence of a 
single employment situation. Based on a prior research review, research hypotheses were establish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boundaryless career attitudes and subjective· objective career success. In 
addition, three networking behaviors, one of the social capital, were set as mediators between the two 
variables. Verifying the research hypothesis shows that the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are in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and that the relationship is completely mediated 
by contact maintaining, friendship, and task networking behaviors. The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is 
a significant positibe effect with objective career success, and this relationship has been shown to be 
completely mediated by friendship and task networking behavior.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nterpretations,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 Boundaryless Career Attitude, Subjective Career Success, Objective Career Success, 

Networking Behavior,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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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의 불안정한 조직환경과 코로나19 상황에서 구

성원은 조직 내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기 어려워지
고 있다. 조직 외적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취업난 등
으로 인해 직무 안정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경력에 
관한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무경계 경력은 개인의 경
력 경로가 단일 고용 상황에서 벗어나 지속된 직무 기회
를 내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
는 개념이다(Arthur, 2008)[1].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불
안정한 조직 환경에서는 종업원들이 자신의 경력을 한 
조직으로 제한하지 않고, 여러 조직으로 이동하면서 자신
의 경력을 발전시키며 기회를 중시하는 무경계 경력 태
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무경계 경력 태도가 조직구성원들
의 경력성공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였다
(Briscoe, Henagan, Burton & Wendy, 2012; 
Volmer & Spurk, 2011; Ha, 2013)[2-4]. 무경계 경력
태도를 갖는 구성원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경력개념 인식
에서 중시되어 왔던 직무 안정성보다는 무경계 경력에서 
고용가능성과 같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높은 관심을 두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력성공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위해
서 객관적 차원의 급여인상이나 승진을 포함한 객관적 경
력성공도 중요시여길 필요가 있다(Dries, Pepermans, 
Hofmans & Rypens, 2009)[5].

경력성공에 기여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 근로
자와 학생뿐만 아니라 조직에게도 주요 관심사가 되었으
며, 자신의 경력이나 고객과 직원들의 경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력성공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
게 되었다(Hirschi 등, 2018)[6]. 따라서 경력 성공에 대
한 선행 변인을 확인하는 것은 경력연구 및 조직의 실행
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주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경
력성공이란 객관적인 성공과 주관적인 성공을 말하며, 객
관적인 경력성공은 외부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일반적
으로 급여 및 승진 측면에서 평가된다(Ng, Eby, 
Sorensen & Feldman, 2005)[7]. 주관적 경력성공은 
자신의 기준에 따른 경력 진행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Ng & Feldman, 2014)[8].

네트워킹 행동은 자신의 경력성공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발하고 유지하려
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Forret & Dougherty, 
2004)[9], 이러한 이유로 무경계 경력에서 자신의 경력
개발 및 경력성공을 위해서 네트워킹 행동은 중요시된다

(Arthur, Khapova & Wilderom, 2005; Kang & Tak, 
2013)[10,11]. 하지만 네트워킹 행동이 경력성공, 직무
만족, 직무성과, 조직유효성 및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연구들이 실시되고 있지만(Kim & Min, 2011; 
Moon, 2013)[12, 13], 네트워킹 행동을 매개변수로 설
정한 개인의 직무성과에 관한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공
간적인 경력 범위를 초월한 것을 의미하는 무경계 경력
태도가 주관적 경력성공과 객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
향과 이 관계에서 직무나 경력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네트
워킹 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본 연구는 의미가 있
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경력태도와 경력성공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더 나아가 관계관리, 친교적 
및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을 통하여 경력태도가 경력성공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경력성공
에 대한 기존연구를 확장하였다는 데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무경계 경력 태도, 네트워킹 행동, 그리
고 경력성공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무경계 경력 태도와 
경력성공 사이에서 네트워킹 행동을 매개변수로 설정하
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
구를 통해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에 관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무경계 경력 태도 

경력에 관한 연구자들은 고용 변동성의 증가에 대응하
여 나타난 적응적 행동 패턴의 범위를 조사하였다. 가장 
널리 연구된 적응적 경력 형태 중 두 가지는 무경계 경력
과 프로티언 경력이다. 무경계 경력은 개인이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외부의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행동
을 취하여 자원이나 기회를 모색하여 조직 자원의 감소
에 대응하는 경력 경로를 말한다(Arthur, 2014)[14]. 프
로티언 경력은 조직의 요구나 물질적 보상을 얻기 위해
서가 아니라 개인의 가치에 따라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
고 경력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Briscoe & 
Hall, 2006)[15]. 또한 무경계 경력이란 경력의 한계를 
벗어나 경력개발과 유지를 위하여 조직을 더욱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의 조직에 의한 경
력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Arthur & Rousseau, 
1996)[16]. 무경계 경력 태도에서는 자신의 경력 태도를 
하나의 조직으로만 제한을 두지 않으며 여러 조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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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면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다는 개념으로 조직 간 
이동을 의미한다(Sullivan, 1999)[17]. 무경계 경력은 두 
가지 요소로 개념화될 수 있다. 첫째, 심리적 이동성은 작
업 환경의 다양성에 대한 열망과 그러한 환경의 전환
(transition) 능력에 대한 신뢰이다(Sullivan & Arthur, 
2006)[18]. 둘째, 물리적 이동성 선호도는 직업이나 직위
에 있어서 빈번하게 이동하는 선호도이다(Gubler, 
Arnold, & Coombs, 2014)[19]. 따라서 무경계 경력의 
개념은 사람들이 사회적 업무 변화에 대응하여 주도적이고 
유연하게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경계 경력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Natasya & Wulansari(2019)[20]은 대학 강의자를 대
상으로 하여 경력태도가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
응력의 매개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무경계 경력태도
와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경력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태도와 경력만족의 관계에
서 적응력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drigues, Butler & Guest(2019)[21]은 종단연구
를 실시하여 무경계 경력태도와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선
행변인을 살펴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핵
심자기평가, 인식된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자본을 선행변
인으로 설정하였고, 핵심자기평가가 경력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식된 고용가능성과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인식된 고용가능성은 
핵심자기평가와 무경계 경력 태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인식된 고
용가능성은 경력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핵심자기평가, 인식된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자본이 경력태도의 선행변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고 제시하였다. 

2.2 무경계 경력 태도와 경력성공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 사이의 차이는 개

념적 정의와 측정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객관
적 경력성공은 급여, 직무 수준, 승진 이력 또는 직업적 
명성에 관한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경력을 비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Arthur, Khapova & 
Wilderom, 2005)[22]. 주관적 경력성공은 경력 행위자
의 의미있는 경력성과 달성에 대한 평가 및 경험으로 정
의된다(Shockley 외, 2016)[23]. 주관적 경력성공은 전
형적으로 경력만족도 또는 인식된 경력만족도로 측정되
며, 최근에는 성장, 개발 및 개인 생활과 같은 다차원적인 

평가로 측정되고 있다(Shockley 외, 2016)[23]. 많은 구
성원들이 객관적으로 성공적이고 안전한 조직 경력의 특
징을 열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력은 여전히 주관적 경
력성공에 대한 높은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최근 
연구들은 제시하고 있다(Dries & Verbruggen, 2012; 
Rodrigues & Guest, 2010)[24],[25].

Smale 등(2019)[26]은 주도적 경력행동이 주관적 경
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에서 국가 문화의 조절역할에 대해
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도적 경력행동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권력거리가 더 높은 국가에서는 권력 거리가 더 낮
은 국가보다 주도적 경력 행동과 재정적 성공 사이의 관
계가 더 강화되었다. 더불어 불확실성 회피성이 더 높은 
나라에서 주도적 경력행동과 주관적 재정적 성공의 관계
는 더 약화되었다. 

Hirschi 등(2018)[6]은 인적자본, 환경, 동기부여 및 
경력관리 행동 자원을 포함한 경력 자원의 통합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기 위해 이론연구와 메타분석 연구를 통합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873명의 근로자와 691명의 
학생을 포함하여 다단계 프로세스로 근로자와 대학생의 
경력 성공의 지표를 평가하기 위한 경력 자원 설문지
(CRQ)를 개발하였고, 신뢰성과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무경계 경력 태도와 경력성공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im & Kim(2010)[27]의 연
구에서는 무경계 경력 태도가 직무만족과 경력만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함으로
써 무경계 경력 태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력성공을 높
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nache, Sallan, 
Simo & Fernandez(2011)[28]의 연구결과는 조직 이동
성의 선호와 주관적 경력성공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무
경계적 사고방식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와 더불어 Volmer & Spurk(2011)[29]는 
116명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무
경계 경력 태도 및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주관적 경력성
공 및 객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
았다. 이들의 연구는 프로티언 경력 태도의 요소들이 주
관적 경력성공과 더 관련이 있으며, 무경계 경력 태도의 
요소들이 객관적 경력성공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실
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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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무경계 경력 태도는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1-1: 무경계 경력 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무경계 경력 태도는 객관적 경력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무경계 경력 태도와 네트워킹 행동 및 네트워크 
    행동의 매개효과

네트워킹 행동은 자신의 일이나 경력을 지원할 수 있
는 잠재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
하려는 개인의 시도로 정의된다(Forret & Dougherty, 
2001)[30]. 위의 네트워킹 행동의 정의는 지원의 제공 여
부에 관계 없이 개인의 업무나 경력을 지원할 수 있는 '잠
재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설
명한다(Forret & Dougherty, 2004)[31]. 

개인은 조직 내부 및 외부에서 개인과 네트워킹 행동
을 통해 자신의 관계 무리를 형성할 수 있다(Higgins & 
Kram, 2001)[32]. 네트워킹 행동이 개인의 다른 측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네트워킹 행동의 주된 
목적은 경력 이익(benefit)을 받는 것이다(Forret & 
Dougherty, 2004)[31]. 또한 개인은 다양한 관계적 개
발을 구축하기 위해 네트워킹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
(Higgins & Thomas, 2001)[33]. 

고용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경력 목표가 되면서 네트워
킹 행동은 경력관리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력의 
책임 부담이 조직에서 개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네트워킹 
행동이 중요시되고 있다(Sullivan, 1999)[17]. 네트워킹 
행동은 멘토링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네트워킹 행동에 
있어서 관계는 일반적으로 개인을 연결하는 역할이 더 
적다는 특징이 있다(Forret & Dougherty, 2004)[31]. 

일부 학자들은 네트워크를 개인들 사이의 의사소통 연
결로서 검토했으며, 네트워크 내 위치, 네트워크 구성원
의 상호 유사성 및 네트워크의 크기와 같은 속성을 식별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Tichy, Tushman & Fombrun, 
1979)[34]. 네트워킹은 내부(조직 내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 또는 외부(고객 및 공급업체 등 외부자와의 상호 
작용)로 분류되며, 내부 및 외부 네트워킹은 조직의 발전 
속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orret & 
Dougherty, 2001)[[30].  

네트워킹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Forret & Dougherty(2001)[[30]는 네트워킹의 중요

성이 점점 더 잘 인식되고 있지만, 네트워킹 행동에 참여

하는 이들의 속성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하면서, 418명의 관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네트
워킹 행동 참여와 개인 및 직무특성의 관계를 연구하였
다. 이 연구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성별, 사회경제적 배
경, 자존감, 외향성, 직장 정치에 대한 우호적 태도, 조직 
수준 및 직위 유형이 네트워킹 행동에 관여하는 중요한 
예측 변수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킹 행동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네트워킹의 더 완전하
고 정확한 이론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또한 네트워킹의 상관관계를 이해하
는 것은 조직의 선택 및 교육 프로세스에 실제적인 영향
을 미친다(Forret & Dougherty, 2001)[30]. 또한 조직
에서 네트워킹 행동이 성공에 중요한 경우, 효과적인 네
트워킹과 관련된 요소에서 개인을 선별할 수 있다.

Macintosh & Krush(2017)[35]는 네트워킹 행동과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문적인 네트워킹
과 고객 네트워킹은 주관적인 성과와 관련이 있었고, 고
객 네트워킹만이 객관적인 성과와 관련이 있었다.

무경계 경력 태도와 네트워킹 행동의 관계에 관한 선
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무경계 경력에 속한 사람들에게 소셜 네트워크 구축은 
새로운 구직 기회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Arthur, Inkson & 
Pringle, 1999)[36]. Ha(2013)[4]는 연구에서 무경계 경
력 태도와 경력성공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무
경계 경력 태도와 사회적 자본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경계 경력 태도가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인 구조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 관계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 인지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과 긍정적인 관
계를 갖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무경계 경력 태도는 규범
이나 가치체계의 인식 등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zarova 
& Taylor(2009)[37]의 연구에서는 무경계 경력태도와 
사회적 자본이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결과를 나타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무경계 경력
태도가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과 사회적 자본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네트워킹 행동과 경력성공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네트워킹은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Forret & Dougherty, 
2001)[30]. 또한 지속적인 네트워킹 행동이 구성원들의 
경력성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프로세스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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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Hwang, Kessler & Francesco, 2004)[38]. 
Luthans, Rosenkrantz & Hennessey(1985)[39]은 조
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 외부의 사람들
과 접하는 다양한 네트워킹 행동이 관리자의 경력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Forret & 
Dougherty(2004)[9]는 관리자들과 전문직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행동이 주관적 경력성공 그리고 객관
인 경력성공(승진 횟수, 임금성장, 인지된 경력성공)에 영
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네트
워킹 행동이 객관적 경력성공 뿐만 아니라 주관적 경력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olff & Moser(2009)[40]는 조직 내 관계 유지가 총임
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연
구결과는 네트워킹 행동은 종업원들이 현재 받고 있는 
임금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임금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인 네트워킹 행동을 
통해서 종업원들의 경력만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으로 밝혀졌다.  

네트워킹 행동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
다. Kang & Tak(2013)[11]은 개인욕구 중 성취욕구와 
친교욕구가 네트워킹 행동에,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과 친
교적 네트워킹 행동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개인 욕구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
에서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과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와 더불어 Lee & 
Jung(2020)[41]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구성원을 대
상으로 하여 무경계 경력태도와 조직몰입 사이에서 네트
워킹 행동의 매개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무경계 경력 
태도는 네트워킹 행동과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쳤으며, 무경계 경력태도와 조직몰입 사이에서 네트워킹 
행동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실증되었다. 위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네트워크 행동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2: 무경계 경력 태도와 경력성공의 관계를 네트워킹 행
동이 매개할 것이다.

H2-1: 무경계 경력 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를 관
계관리 네트워킹이 매개할 것이다.

H2-2: 무경계 경력 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를 친
교적 네트워킹이 매개할 것이다.

H2-3: 무경계 경력 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를 업
무적 네트워킹이 매개할 것이다.

H2-4: 무경계 경력 태도와 객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를 관

계관리 네트워킹이 매개할 것이다.
H2-5: 무경계 경력 태도와 객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를 친

교적 네트워킹이 매개할 것이다.
H2-6: 무경계 경력 태도와 객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를 업

무적 네트워킹이 매개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무경계 경력태도와 네트워킹 행동이 경력성
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이와 더불어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및 객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네트
워킹 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ing 

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통계분석 도구로는 SPSS 25.0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붓스트래핑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
상은 국내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06부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무경계 
경력태도와 네트워킹 행동 및 주관, 객관적 경력성공 간
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젊고 근무
경력이 길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젊은 층에서 무경계 경력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인식이 경력
성공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였다. 구체적
인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들의 특성은 남성 32%, 
여성 68%, 연령은 20대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학
력에서는 대졸이 49%로 가장 많으며 직위는 일반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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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근무경력에서는 5년 미
만인 경우가 약 46%를 차지하며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
진 것으로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6%로 나타났다. 

Variable Frequency Percentile(%)
Gender male 66 32.0

female 140 68.0

Age levels

under 25 21 10.2
26-30 97 47.1
31-35 15 7.3
36-40 21 10.2
41-45 14 6.8

more than 46 38 18.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ion 25 12.1

junior college 
graduation 42 20.4
university 
graduation 101 49.0
more than 

graduate school 38 18.4

Position

Staff 127 61.7
Assistant

Section Manager 27 13.1
Administrative

Manager 16 7.8
Section Chief 3 1.5

Chief∼Manager 5 2.4
the others 28 13.6

work 
experience

under 1 year 27 13.1
1-3 69 33.5
3-5 17 8.3
5-10 17 8.3
10-15 21 10.2

more than 15 
years 55 26.7

sum 206 100.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3.3 변수 측정
3.3.1 무경계 경력 태도
무경계 경력 태도는 조직 차원에서의 유연성, 이동성, 

직무환경에 대해 중요시하며, 조직 내 경력 경로나 승진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는 경력 관리를 하
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Briscoe, Hall & DeMuth, 
2006)[42]. 즉, 무경계 경력태도란 공간적인 경력 범위를 
초월한 것으로 개인이 할 직무나 직업 그리고 조직 내에
서 경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경계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역할을 갖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riscoe, Hall & DeMuth(2006)[42]의 
연구로부터 8문항을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무경계 경력태도의 설문문항은 “나는 다양한 여러 
회사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회사와 관계된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
한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3.3.2 네트워크 행동
Forret & Dougherty(2004)[9]에 따르면 네트워킹 

행동은 자신의 직무나 경력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개인의 
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Forret & 
Dougherty(2004)[9]의 연구로부터 네트워킹 행동을 3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관계관리 네트워킹, 친교
적 네트워킹, 업무적 네트워킹으로 구성하여 각 5문항씩 
총 15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네트워킹 
행동의 설문문항은 “나는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자주 
전화를 하거나 카드, 팩스, 이메일 등을 자주 보낸다”, 
“나는 업무와 관련된 세미나나 워크숍에 자주 참석한다”, 
“나는 대학 선후배 또는 동기 모임에 자주 참여한다”등으
로 구성되었다. 

3.3.3 경력성공
경력성공은 지속적인 업무 경험의 결과로 축적된 긍정

적 심리상태나 업무 관련 산출물 또는 성취로 정의내릴 
수 있다(Judge, Cable, Boudreau & Bretz, 1995)[43]. 
경력성공은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으로 구
분할 수 있다(Hirschi 등, 2018)[6]. 객관적 경력성공은 
직업적 명성에 관한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경력을 비교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Arthur, 
Khapova & Wilderom, 2005)[22]. 주관적 경력성공은 
경력 행위자의 의미있는 경력성과 달성 평가 및 경험을 
뜻한다(Shockley 외, 2016)[23]. 주관적 경력성공은 
Greenhaus, Parasuraman & Wormley(1990)[44]과 
Johnson(2001)[45]가 연구에서 사용한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객관적 경력성공은 Munson & 
Posner(1980)[46]의 연구로부터 8개의 문항을 구성하
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설
문문항은 “나는 경력목표달성과 관련하여 볼 때, 지금까
지 이룩한 것에 만족한다”, “나는 직위 측면에서 지금까
지의 경력에 만족하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객관적 경력
성공의 설문문항은 “내가 받은 임금은 다른 직원들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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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할 때 공정하다”, “승진은 정해진 원칙 하에서 공정하
게 이루어진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4. 분석 결과
4.1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
하였고 AVE(평균분산추출) 값을 통해 수렴타당도, 개념
신뢰도(C.R) 값을 통해 집중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cronbach’s α값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Table 2
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의 부하량은 0.5 이상, AVE는 
0.5 이상, C.R.값은 0.79 이상, cronbach’s α값은 
0.795 이상으로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factor estimates C.R. Construct 
Reliability AVE Cronbach’s 

α
boundary-

less 
career

A6 1.145 9.179
0.81 0.52 0.835A5 1.155 9.339

A4 1.288 9.249
A2 1 -

contact 
maintaining 
networking

C5 1 -
0.79 0.55 0.795C4 0.984 10.643

C3 0.745 8.724

friendship 
networking

D5 1 -
0.84 0.51 0.868

D4 1.017 11.079
D3 1.043 10.69
D2 1.06 10.458
D1 0.832 9.256

task
networking

H5 1 -
0.86 0.60 0.853H4 1.318 9.589

H2 1.584 9.571
H1 1.623 9.382

subjective
career
success

F5 0.838 8.663
0.84 0.52 0.867

F4 1.05 10.831
F3 1.213 12.586
F2 0.882 11.821
F1 1 -

objective
carrer

success

G8 1 -
0.88 0.61 0.898

G7 1.15 15.846
G6 1.079 14.59
G5 1.034 14.264
G4 0.596 7.902

chi-square/df = 429.460/273 = 1.573(p=.000)
NFI=0.877, TLI=0.941, CFI=0., GFI=0.

RMSEA=0.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4.2 상관관계 분석 
측정 변인들에 대해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유의한 수치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Variables Mean S. D. 1 2 3 4 5
1 3.6019 .88720 1
2 3.0162 .87591 .380** 1
3 3.3049 .89458 .436** .591** 1
4 3.5655 .82821 .499** .470** .650** 1
5 3.0981 .87985 .194** .268** .367** .405** 1
6 3.2718 .92377 .139* .100 .318** .299** .572**

1.boundaryless career, 2.contact maintaining networking, 3.friendship 
networking, 4.task networking, 5.subjective career success, 

6.objective career success
**p< .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4.3 가설 검증 및 연구결과
Table 4는 가설1 검증결과이다. 무경계 경력태도가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β=0.194(p<.01)로 가
설1-1은 지지되었고, 객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β=0.139(p<.05)로 나타나 가설 1-2도 지지되었다.  

Table 5, Table 6은 가설2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전체효과는 가설1에서 확인하였다. Model 1, 2, 3에서
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고, 
model 4, 5, 6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하여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때, model 4, 5, 6
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관계인 직접효과의 
유의성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Table 5에서 종속변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매개
효과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설2-1에서 무경계 경력
태도는 관계관리 네트워킹이 투입된 이후 β값이 0.147
→0.108로 감소하였고, 가설2-2에서 친교적 네트워킹이 
투입된 이후 β값이 0.147→0.042로 감소하였으며, 가설 
2-3에서 업무적 네트워킹이 투입된 이후 β값이 0.147→
0.010로 감소하였다. 감소된 β값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값으로 확인되어,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네트워킹 변수는 완전매개효과로 볼 수 있다. 

Table 6에서 종속변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매개
효과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설2-4에서 무경계 경력
태도는 관계관리 네트워킹이 투입된 이후 β값이 0.139
→0.118로 감소하였고, 가설2-5에서 친교적 네트워킹이 
투입된 이후 β값이 0.139→0.000으로 감소하였으며, 가
설 2-6에서 업무적 네트워킹이 투입된 이후 β값이 
0.139→0.014로 감소하였다. 감소된 β값은 모두 유의하
지 않은 값으로 확인되어,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킹 변수는 무경계경력태도와 객관적 
경력성공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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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subjective CS)

Model 2 
(objective CS)

β t β t
(con) 9.516 10.277
무경계 .194** 2.829 .139* 1.999

F 8.003** 3.997*
R2 .038 .019

Adj.R2 .033 .014
*p< .05, **p< .01, ***p< .001

Table 4. Result of hypothesis 1

Variables Model 1
(N1)

Model 2
(N2)

Model 3
(N3)

Model 4
subjective 

C.S
Model 5

subjective 
C.S

Model 6
subjective 

C.S
β β β β β β

무경계 .108 .042 .010
N1 .380*** .227**
N2 .436*** .349***
N3 .499*** .410***
F 34.372***47.899***67.690*** 9.068*** 16.034*** 19.868***
R2 .144 .190 .249 .082 .136 .164

Adj.R2 .140 .186 .245 .073 .128 .155
*p< .05, **p< .01, ***p< .001

Table 5. Result of hypothesis 2-1∼2-3

Variables Model 1
(N1)

Model 2
(N2)

Model 3
(N3)

Model 4
objective 

C.S
Model 5

objectiveC.
S

Model 6
objectiveC.

S
β β β β β β

무경계 .118 .000 .014
N1 .380*** .055
N2 .436*** .318***
N3 .499*** .306***
F 34.372***47.899***67.690*** 2.264*** 11.445*** 10.000***
R2 .144 .190 .249 .022 .101 .090

Adj.R2 .140 .186 .245 .012 .092 .081
*p< .05, **p< .01, ***p< .001

Table 6. Result of hypothesis 2-4∼2-6

Table 7에서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붓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
였다. 검증결과,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하여는 관계관리, 친교, 업무네트워킹 모두가 LLCI값
과 ULCI값이 95%의 유의수준에서 모두 양의 값을 가지
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무경
계 경력태도와 객관적 경력성공에 대하여는 관계관리 네
트워크를 제외한 친교네트워크와 업무네트워킹에서 
LLCI값과 ULCI값이 95%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값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
다. 

The Path of Mediating 
effect

indirect 
effect S.E CI 95%

LLCI ULCI
nonboundary career 
→ N1 → sub.C.S. .0856  .0380 .0214 .1694 H2-1
nonboundary career 
→ N2 → sub.C.S. .1509 .0467 .0708 .2551 H2-2
nonboundary career 
→ N3 → sub.C.S. .2027 .0533 .1046 .3134 H2-3
nonboundary career 
→ N1 → obj.C.S.  .0218 .0385  -.0493 .1047 H2-4

nonboundary career 
→ N2 → obj.C.S.  .1446  .0495 .0609 .2561 H2-5

nonboundary career 
→ N3 → obj.C.S. .1592 .0568 .0540 .2769 H2-6

Bootstrap N=5000

Table 7. Mediating effect of networking on bootstrap 
test

5. 결론
본 연구는 무경계 경력태도가 주관적 및 객관적 경력

성공에 미치는 영향과, 네트워킹 행동의 매개효과에 대하
여 이론·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가설에 대한 분
석결과 및 해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경계 경력태도는 주관적 경력성공과 객관적 
경력성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무경계 경력태도 수준이 높을수
록 주관적 및 객관적 경력성공을 높게 인지한다는 [4], 
[27] 등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따라서 조직구조의 
틀 안이 아니라 계속되는 직무기회와 다양한 환경에서 
형성되는 경력을 선호하는 조직구성원일수록 자신의 경
력사실에 대해 긍정적 감정이나 태도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무경계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와 관계에 
대하여 3가지 매개변수인 관계관리, 친교, 업무네트워킹 
행동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16]에 따르
면 무경계 경력태도의 특징 중 하나는, 고용주와 조직의 
범위를 벗어나, 외부의 네트워크나 정보에 의해 경력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경계 경력태도는 관계관리
나 친교,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킹 행동을 촉진하
며 이를 통해 주관적 및 객관적 경력성공을 인식함을 이
해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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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첫째는 조직적 차원에서 무경계 경력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구성원의 경력성공 인식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력성공은 직위, 임금 등에 대
한 공정성 및 만족과 관련된 것으로 구성원들이 현재의 
경력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장기
적으로 조직 내에서 잠재력을 발휘하고 조직에 기여하고
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경력성공의 선행요인으로는 무경
계 경력태도가 포함된다. 조직은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 
머무르면서 무경계 경력태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구성
원들이 부서나 조직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구성원들의 경
력성공을 높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성원들이 조직에 
머무르면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유도하여 조직성과를 높
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47, 48].  

둘째, 무경계 경력태도는 네트워킹 행동을 통해 경력
성공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및 정부주도
의 다양한 네트워킹 행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개인주도적인 네트워킹 행동도 필요하나, 
조직에 의해 공식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친밀하고 우호적
인 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이는 폭넓은 네트워킹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표본의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2-30대의 젊은 조직구성원들은 특히 연결성을 
통한 경력의 확장과 주관적 성공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들의 네트워킹 행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동기부여를 높이고 경력성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자 향후 연구방향이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무경계 경력태도와 네트워킹 및 
경력성공의 관계를 다양한 표본을 통해 연구의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30대 중심의 표본
에서 연구가설이 대부분 지지되었다. 4-50대 중년 이후
의 근로자들이 지각하는 경력성공에 대한 경력태도와 네
트워킹 행동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코로
나19와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산업구조와 노동시
장의 변화가 그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2-30대의 경우 
기존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고용되는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여 특수고용이나 창업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출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50대의 경우 기업들의 구
조조정으로 인해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경력이동을 요구
받고 있다. 두 집단의 주관적, 객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견
해와 경력성공에 대한 경력태도와 네트워킹 행동의 영향

력의 차이를 검토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문제
의식을 확장된 표본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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