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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erious economic depression has persisted, the unemployment as well as underemployment has
emerged as social and economic issues in recent years. Overqualification, a mode of underemployment, refers
to the situation where employees possess higher qualifications than job requirements. In general, scholars have
insisted that employees overqualified for their job tend to show negative or counterproductive behaviors. The
current research was aimed at exploring the way to mitigate the negative influence of overqualification and to
turn it into a positive one. Drawing on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person-job fit theory, this research
examined the relations among career adaptability, job crafting, perceived overqualific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irst, the result represented th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job crafting between perceived
overqualific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the moderating impact of career adaptability
significantly enhanced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overqualification and job crafting. Third, the moderating
impact of career adaptability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 relation between job craft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se findings provide meaningful insights into managing the employees’ perception of
overqualification and applying the identified roles of job crafting and career adaptability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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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계청(2017)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서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상승하였다. 실
업률과 고용률은 일반적으로 역방향이라는 고용시장의 일반상식이 깨진 것이다. 고용률은
60.4%로 전년대비 0.1%p 상승하였고, 취업자는 2,623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29만 9천명(1.2%)
증가하였다. 실업률 또한 3.7%로 전년대비 0.1%p 상승하였는데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의
실업률을 다시 갱신한 최고치이다. 실업자는 101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3만 6천명(3.6%) 증가
하였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 고용현상은 5,60대 이상의 고령자나 여성의 취업률 상승에 기인한다.
여성의 취업률이 처음으로 50%를 초과하여 전년대비 14만 8천명이 증가하였고, 50세 이상의
고령자 취업은 31만 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문제는 고령자 및 여성의 취업이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실질적 사회문제인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9.8%
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지표상으로는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질 낮은 일자리
가 늘면서 착시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글로벌경제의 붕괴와 불확실성은 취업기회의 축소로 이어졌고 나아가 고용의 질이 저하되
는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취업이 무직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있지만, 불만족스러운 처우
나 업무로 야기되는 심리적인 비용이 더 클 수 있다(Liem, 1992). 이러한 불완전고용은 점차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불완전고용의 일종인 과잉자격(overqualification)이 선진국
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과잉자격은 지식, 교육, 경험 등의 측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조직구성원이 보유한 능력이 더욱 뛰어난 경우를 일컫는다(우형록, 2017;
Wald, 2005). 미국, 캐나다, 영국의 연구에 의하면 재직자의 3명 중 1명이 과잉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ros, 2016; Quintini, 2011).
아직 한국은 과잉자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지만, 높은 교육열과 소위 ‘스펙
쌓기’나 ‘가방끈 늘리기’를 취업의 돌파구로 여기는 추세를 고려할 때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요
구되는 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을 경쟁적으로 갖추려는 과잉자격의 경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에서도 스스로가 가진 능력에 비해 단순하고 저급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고 느끼는 조직구성원이 급증하였을 개연성이 다분히 높아졌다.
실제적 과잉자격뿐만 아니라, 개인이 과잉자격 상황을 느끼는 방식과 정도가 조직구성원의
행동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Johnson & Johnson, 2000).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와 자신
의 능력을 비교하여 느끼는 인식된 과잉자격(perceived overqualification)은 조직 및 개인의 성과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ine & Nevo, 2008). 인식된 과잉자격은
지루함을 야기하고 업무열의를 떨어뜨려 직무에서의 건전한 태도, 안녕감을 해치거나 결국 조
직을 떠나게 만든다(Anderson & Winefield, 2011; Erdogan, et al., 2011). 인식된 과잉자격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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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과, 팀성과,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 조직몰입, 창의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Bashshur, et al., 2011; Chen, 2009; Erdogan & Bauer, 2009; Lobene & Meade, 2010; Maynard, et al.,
2006), 이직의도와 반생산적 행동을 높이는(Liu, et al., 2015; Lobene & Meade, 2010; McKee-Ryan
& Harvey, 2011)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식된 과잉자격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불완전고
용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경제적 가치와 조직구성원의 건전한 업무활동을 견인하
는 데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식된 과잉자격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은 과잉
자격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키거나 직무설계를 통해 개인-직무 적합성(person-job
fit)을 제고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고찰되었다. 이를 위해 직무재창조((job crafting)를 인식된 과
잉자격과 조직몰입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경력적응력(career adaptability)을 직무재창조의 매개효
과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가설을 수립하였다.
인식된 과잉자격을 개인-직무의 적합성이 낮은 결과로 해석하여, 직무재창조를 통해 직무를
주도적으로 재설계, 재해석함으로써 인식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Berg, Wrzesniewski, et al.,
2010; Tims, et al., 2012)고 기대하였다. 또한 경력구성이론(career construction theory)의 관점에서,
경력적응력은 경력개발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도전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심리적 힘으로,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를 강화하는 역할(Savickas, 2005, 2011)을 예상하였다. 이
상의 경력적응력과 직무재창조의 가설적 역할이 구명된다면, 인식된 과잉자격의 부정적 영향
을 완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차원의 개입과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
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인식된 과잉자격(perceived overqualification)
과잉자격은 조직구성원이 보유한 기술, 지식, 능력, 교육, 경험 등의 자격요건이 직무를 수
행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상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Erdogan, et al., 2011; Wald, 2005). 과잉자
격은 불완전고용의 유형 중 하나이다(Feldman, 1996). 개인-직무의 적합성에서의 실패를 의미하
는 불완전고용에는 과잉자격 외에도 급료가 이전의 임금수준보다 낮은 경우나 비정규직과 같
은 불안정한 일자리도 포함된다(Budría & Moro-Egido, 2014; Thompson, et al., 2013). 이 중에서
과잉자격은 불완전고용의 다른 유형과 밀접하게 연관될 뿐만 아니라 불완전고용을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지표로 여겨진다(Badillo-Amador & Vila, 2013).
자칫 조직구성원의 지식과 경험을 다다익선으로 여길 수 있으나, 과잉자격은 조직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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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고충과 불만족감을 야기하여(Frei & Sousa-Poza, 2011)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
의 업무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reen & Zhu, 2010; Maynard & Feldman, 2011). 자아실현
이라는 관점에서 조직구성원은 단순반복 업무보다 도전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조직에도 공헌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Erdogan, et al.,
2011).
객관적인 과잉자격의 수준은 직무분석의 결과와 개인의 능력을 비교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
다. 하지만 과잉자격의 상태를 당사자가 어떻게,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지하는지, 주관적 인식
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Hu, et al., 2015; McKee-Ryan, et al., 2009). 주관적 인식이나 심리적
판단이 개인의 실제 업무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Kristof, 1996; Kulkarni, et al., 2015).
따라서 대다수 연구자들이 과잉자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정도인 인식된 과잉자격(perceived
overqualification)을 연구대상으로 채택하고 있다(Erdogan, et al., 2015; Liu & Wang, 2012).
인식된 과잉자격이 심각할수록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어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Maynard & Parfyonova, 2013). 이에 대해 Johnson 등(2002)은 과잉자격의 개
념에 아예 ‘성장기회에 대한 제한(no growth)’을 하부요인으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과잉자격이
교육과 자기개발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처우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성장에 대한 욕
구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무성과(Erdogan & Bauer, 2009), 팀성과(Bashshur, et al.,
2011), 조직시민행동(Chen, 2009), 직무만족(Erdogan & Bauer, 2009; Lobene & Meade, 2010), 조직몰
입(Lobene & Meade, 2010; Maynard, et al., 2006), 창의적 성과(Luksyte & Spitzmueller, 2016)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Lobene & Meade, 2010; Maynard, et al., 2006; McKee-Ryan &
Harvey, 2011)와 반생산적 행동(Liu, et al., 2015)은 높아지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까지, 인식된 과잉자격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 실질적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Maynard & Feldman, 2011). 본 연구는 직업환경에 조직구성원 스스로를
조화시켜 나가는 경력적응력(Savickas, 2005, 2011)과 자기주도적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의미를
부여해나가는 직무재창조(Berg, et al., 2008; Tims, et al., 2012)를 인식된 과잉자격의 부정적 영
향을 완충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2. 경력적응력(career adaptability)
오늘날 개인의 경력유형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비선형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Biemann, et al.,
2012). 이에 따라 주어진 업무환경에 개인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능동적으로 통제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업무환경의 변화 때
문에, 경력적응력은 경력개발 분야에서 개인-환경의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열의로 인식되며 성
공적인 경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Savickas & Porfeli, 2012; Woo,

- 4 -

우형록 / 인식된 과잉자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력적응력의 조절된 매개효과와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
2018).
애초에 경력적응력은 경력성숙(career maturity)이라는 관점에서 Super와 Knasel(1981)이 처음 제
안한 용어이다. 개인이 직면한 환경에 맞추어 자신의 태도, 역량, 행동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
는 능력 또는 의지를 내포하는 개념이다(Savickas, 2005, 2013). 근래까지 경력계획과 경력탐색
(Zikic & Klehe, 2006), 무경계 사고방식(McArdle, et al., 2007), 경력확정과 경력신뢰(Skorikov, 2007)
등의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Savickas(2002, 2005)는 사회구성주의를 적용하여 개인-환경의
적합성을 강조하는 경력구성이론에 기존의 주장들을 통합함으로써 경력적응력 연구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였다(Johnston, et al., 2013). 그는 경력이 감추어진 무엇인가를 발굴하는(unfold) 개
념이 아니며,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과 함께 자아 및 경력정체성을 형성해(construct) 나가는 것
으로 보았다.
Savickas(2005, 2013)는 경력적응력을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력관심(concern)은 경력에 대한 계획수립에 해당한다. 자신의 경력경로에 대한 청사진이나 경
력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다. 단순히 흥미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성찰하여 미래의 경력관련 목표나 포부로 연결 짓는 개념이다.
둘째, 경력통제(control)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 내리는 책임자 또는 의사결정자로서의
인식이다. 따라서 경력통제는 통제소재, 자율성, 적극성의 개념과 연관되며, 경력대안들에 우선
순위를 매기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셋째, 경력호기심(curiosity)은 경력개발을 위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다. 탐색의 대상은 자신
과 환경으로 구분된다. 자기탐색(self-exploration)에는 개인의 욕구, 흥미, 가치관, 목표뿐만 아니
라, 미래의 경력목표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도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기탐색은 경력정체성이
수립되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McArdle, et al., 2007). 환경탐색(environment exploration)은 경력
결정에서 많은 대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기업, 직업,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이다. 한편, 경력호기심과 경력관심은 서로 상반된 속성이 존재한다. 경력호기심은 개방적인
사고, 폭넓은 흥미를 내포하지만, 경력관심은 구체적인 목표에 몰입하여 상대적으로 협소한 방
향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넷째, 경력확신(confidence)은 경력개발과정에서 장애를 극복하거나 도전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믿는 기대감으로 정의되는데, 경력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다(Hirschi,
2009). 높은 경력확신은 자신에 대한 유능감을 고양하며 업무와 환경에서 요구하는 바에 열정
적으로 대처하고 주저하지 않는 태도로 표출된다.
결과적으로 경력적응력은 경력개발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도전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
리할 수 있는 심리적 힘으로서, 취업가능성(de Guzman & Choi, 2013)이나 경력성공(Guan, et al.,
2015; Zacher, 2014), 업무에 대한 자유의지(work volition: Autin, et al., 2017), 창업가적 지향성
(Tolentino, et al., 2014), 사내기업가정신(권정언, 2017), 조직몰입(Ito & Brotheridge, 2005)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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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기된 바와 같이 경력적응력의 개념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업무를 부여받기 전에는 예상
할 수 없었던 과잉자격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경력적응력의 긍정적인 역할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 Yang 등(2015)은 기업의 인사관리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경력적응력이 높
은 경우에 관리자로부터 권한위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잉자격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보다 확대하여 인식된 과잉자격의 부정적 영향
을 완화시키는 경력적응력의 조절효과를 가설로 설정하였다.

3. 직무재창조(job crafting)
안정적인 산업환경에서는 직무기술서에 규정된 역할과 업무범위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진 기업환경에서는 맡은 업무의 경계를 자발적으로 조정
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행위가 중요하게 되었다(Berg, Wrzesniewski, et al.,
2010; Oldham & Hackman, 2010). 아직 ‘job crafting’에 대한 한국어는 학술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영어 그대로 ‘잡 크래프팅’이라고도 부르며 ‘자율적 직무재조정’, ‘장인적 직무수행’,
‘직무창조’, ‘직무의미창조’ 등으로도 불린다.
직무재창조는 ‘조직구성원 스스로 일이나 일을 둘러싼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신체적, 인
지적 행동’으로 정의되지만(Wrzesniewski & Dutton, 2001), 전통적인 직무재설계와는 구분된다
(Berg, Grant, et al., 2010). 직무재설계는 인사관리부서에서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주도하지
만, 직무재창조는 조직구성원 개인이 공식적 승인 없이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다(Hornung, et
al., 2010; Tims, et al., 2016). 즉, 주어진 업무를 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태도와는 달
리, 조직구성원이 업무에서 변화를 자발적으로 시도하는 적극적 행위이다(Plomp, et al., 2016;
Tims, et al., 2012). 직무재창조를 처음 제안했던 Wrzesniewski와 Dutton(2001)은 표면적으로 직무
재설계에 근원을 두지만, 상의하달식이 아니라 조직구성원이 자기주도적으로 직무의 특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직무의 의미를 발견하는 인식의 전환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직무재창조를 구성하는 하부요인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주장이 지배적이다. 먼저
Wrzesniewski와 Dutton(2001)은 과업재창조(task crafting), 관계재창조(relational crafting), 인지재창조
(cognitive crafting)로 세분하였다. 먼저 과업재창조는 과업의 수를 변경하거나 일의 경계를 조정
하여 과업의 절차, 방법, 형태를 개선하는 활동이다. 둘째, 관계재창조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사
람들과 만나는 범위, 횟수, 강도와 같은 상호작용의 수준을 조정하는 활동이다. 셋째, 인지재창
조는 직무에 대한 재해석, 의미부여, 재정의하여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활동이다.
개인이 직무재창조를 수행하는 동기는 세 가지로 설명된다(Wrzesniewski & Dutton, 2001). 첫
째, 통제욕구이다. 업무로부터 소외되는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고 스스로 업무의 과정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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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제하려는 욕구이다. 둘째, 자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구축하려는 욕구이다. 업무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명예롭고 가치 있어 보이도록 업무의 의미와 정체성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한
다. 셋째, 사회적 관계 형성의 욕구이다. 주변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하여 맡
겨진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업무에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한다.
이에 비해 유럽의 직무재창조 연구는 직무의 특성을 요구와 자원으로 분류한 ‘직무 요구-자
원 모델(job demands-resources model: Demerouti, et al., 2001)’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직무요구는 업
무상황에서 조직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인지적, 정서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업무강도, 업무복잡
도, 시간압박, 역할모호성 등과 같이 직무 난이도나 심리적 비용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포함된
다. 이와 달리, 직무자원은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가용할 수 있는 각종 물자와 지
원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상사와 동료의 사회적 지지뿐만 아니라 피드백, 자율성과 같은 직무
특성모델(job characteristics model: Hackman & Oldham, 1976)의 요인들이 포함된다.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균형을 이룰 때 조직구성원이 원활하고 평안하게 업무수행이 가능하지만, 불균형
일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직무 요구-자원 모델의 관점에서, 직무재창조는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려
는 행위로 해석된다. 조직구성원이 업무에 필요한 자원이나 도전적인 과업을 찾아 나설 뿐만
아니라 업무에서 요구하는 물리적 노력이나 심리적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균형을 잡아가는
주도적인 행동이, 곧 직무재창조이다(Petrou, et al., 2012; Tims, et al., 2015). Tims 등(2012)은 직
무재창조의 네 가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장애가 되는 직무요구를 줄이거나, 도전적인
직무요구를 증가시킨다. 또는 직무다양성, 자율성, 성장기회 등의 구조적 자원을 증가시키거나,
코칭이나 피드백과 같은 사회적 자원을 증가시킨다.
요컨대 직무재창조는 조직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직무의 특성을 재정의하고 직무의 의미를
재인식함으로써 개인-직무의 적합성을 제고하는 활동이다. 더불어 직무재창조는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유연성, 정서적 만족감, 나아가 정신건강, 업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조성인,
송해덕, 2016; Bond, et al., 2008). 과잉자격을 인식한 조직구성원 대다수는 업무의 내용을 개선
하는 혁신적 활동이나 직무재창조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g., Agut, et al., 2009; Liu &
Wang, 2012; Petrou, et al., 2012). 직무재창조에 나선 조직구성원은 과잉자격에 대한 인식에 변
화를 경험하고 조직몰입과 같은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Russell, et al., 2016). 이
는 인식된 과잉자격과 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하는 직무재창조의 역할을 시사한다.

4.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본 연구는 인식된 과잉자격이 직무재창조와 경력적응력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
는 과정을 검증하고자 조직몰입을 결과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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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무설계 분야와 경력개발 분야에서 공통으로 연구되어 온 대표적인 결과변인이다. 조직몰
입은 인식된 과잉자격(e.g., Lobene & Meade, 2010; Maynard, et al., 2006), 직무재창조(e.g., Bond,
et al., 2008), 경력적응력(e.g., Ito & Brotheridge, 2005)의 영향을 받거나 서로 연관성이 높다는 연
구가 이어지고 있다.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애착하여 성실히 일하려는 경향이다. Steers(1977)는 조직
몰입을 특정 조직에 대한 개인의 소속감(involvement)과 동일시(identification)로 설명하였다. 조
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애착, 충성심, 헌신, 근속의지로 표명된다(Astakhova, 2016). Meyer 등
(1993)은 조직몰입이 정서몰입(affective commitment), 잔류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규범몰입
(normative commitment)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정서몰입은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애착, 일체감 등의 감정을 의미한다. 잔류몰입은 조직을 떠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한 근속의지이다. 규범몰입은 고용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무감이다.

5. 가설적 연구 모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인식된 과잉자격, 직무재창조, 조직몰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영향
관계를 설정하고,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는 주요한 조건적 변인으로 개인 차원의 경력적응력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한 본 연구의 가설적 연구모델은 [그림 1]과 같다. 과잉자격에 대
한 인식이 직무재창조를 유발하여(e.g., Agut, et al., 2009; Liu & Wang, 2012; Petrou, et al., 2012),
조직몰입의 제고를 견인한다(조성인, 송해덕, 2016; Bond, et al., 2008)고 가정하였다.
한편, 경력적응력은 조직구성원이 직면한 업무환경에 맞추어 자신의 태도, 역량, 행동을 주
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과 의지이다(Savickas, 2013). 따라서 경력적응력이 높다면, 과잉자격을
인식한 후 이를 건전하게 해결하려는 직무재창조 활동이 촉발될 것이다(Liu & Wang, 2012;
Russell, et al., 2016). 이와 함께 직무재창조가 조직몰입으로 실현되는 과정에 긍정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1] 가설적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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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직무재창조는 인식된 과잉자격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인식된 과잉자격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매개하는 직무재창조의 영향은 경력적응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가설 2-1: 인식된 과잉자격과 직무재창조의 관계는 경력적응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강화
될 것이다.
가설 2-2: 직무재창조와 조직몰입의 관계는 경력적응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수집은 국내 제조업 S사, K사, L사를 대상으로, 2018년 1월 중순부터
약 1개월간 실시되었다. 선정된 3개 기업에 대하여, 근속년수 5년 이하의 전체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5년의 근속년수는 새로운 직장 및 직무에 적응하기 이전에 과잉
자격을 자각할 가능성이 높은 기간으로 여겨져,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각 기업의 인사팀
및 관할 부서의 승인을 거쳐 공개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한 후에 각 개인에게 무선할당식으로
설문이 실시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개인 전자우편으로 배포 및 수집하였다. 총 435개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하고 403개 자료를 유효표본으로 정하
고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설문항목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6점 척도를 적용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Chomeya(2010)에 의하면 6점 척도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응답자의 성별, 학력, 소속기업에 대한 정보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연령과 함께 통제변인으로
적용하였다.
먼저, 인식된 과잉자격의 측정은 Maynard 등(2006)이 개발한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교육, 경험, 지식, 기술, 능력의 관점에서 과잉자격에 대한 인식수준을 평가한다. 직무재창
조의 측정은 Slemp와 Vella-Brodrick(2013)의 JCQ(Job Crafting Questionnaire)를 한국어로 번역한
JCQ-K(임명기 등, 2014)를 사용하였다. JCQ-K는 Wrzesniewski와 Dutton(2001)이 주장한 직무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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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3가지 하위요인(과업재창조, 관계재창조, 인지재창조)을 각각 5개 문항으로 측정하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력적응력의 측정은 Savickas와 Porfeli(2012)가 개발한 CAAS(Career Adapt-Ability Scale)를 사용
하였다. CAAS는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의 각 하위요인별 6문항씩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는 Tak(2012)이 한국어로 번역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인으로 선정된 직
무몰입은 Meyer 등(1993)이 제시한 문항을 한국문화에서 적합하게 번역한 Lee 등(2001)의 1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와 경력적응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모델에 내포된
매개 및 조절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자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한 사후분석을 실시하
였다.

Ⅳ. 연구결과
1.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인들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는 .70 이상으로 도
출되었다. 다만, 조직몰입의 초기 Cronbach’s α는 .682로 다소 낮았지만 ‘지금 이 회사를 떠난다
면 나는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의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Cronbach’s α는 .718로 개선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의 표준적재치가 .50 이상으로 나타나 개념타당성을 확보
하였다고 판단되었다. 개념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는 .848~.962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또한 .519~.905로 모두 일반적인 기준 .50 이상
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분산추출지수의 제곱근이 각 변인 간의 상관계수
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었다.

<표 1> 내적 일관성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ronbach’s α

분산추출지수(AVE)

개념신뢰도(CR)

인식된 과잉자격

.831

.841

.906

경력적응력

.852

.905

.962

직무재창조

.826

.794

.890

조직몰입

.718

.519

.848

- 10 -

우형록 / 인식된 과잉자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력적응력의 조절된 매개효과와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
Harman(1967)이 제안한 단일요인검증(single factor test)을 실시하여 표본자료의 동일방법편향
(common method bias)을 확인하였다. 회전하지 않은 주요인분석(Podsakoff & Organ, 1986)을 수행
한 결과, 고유값 1.0 이상인 요인이 5개로 검출되었다. 고유값이 가장 큰 요인의 설명분산이
30.84%에 거쳤다. 이에 표본자료가 동일방법편향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2.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59.8%)이 여성보다 다소 많았다. 학력은 고
졸(23.4%), 대졸(48.9%), 석사(19.9%), 박사(7.9%)로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은 평균 32.9세, 표준편
차는 5.8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기초통계량 및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1. 성별

1.000

2. 연령

-.047

1.000

3. 학력

.067

-.109*

1.000

4. 기업더미1

.027

.022

.022

1.000

5. 기업더미2

-.012

.032

-.007

-.539

1.000

6. 인식된 과잉자격

.066

.079

-.010

-.026

.008

(.917)

7. 경력적응력

-.044

.088

-.069

-.009

.024

-.030

(.950)

8. 직무재창조

-.017

-.012

-.027

-.068

.090

.023

.372**

(.891)

**

9

-.014

.024

-.036

.044

-.015

.054

.376

.489**

(.721)

평균

-

32.86

-

-

-

4.17

4.02

3.99

3.62

표준편차

-

5.80

-

-

-

.88

1.13

.96

.96

9. 조직몰입

괄호의 수치는 AVE의 제곱근. N=403,

*

p<0.05,

**

p<0.01

조직몰입과 직무재창조의 관계(r=.489, p<.01)는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경력적응력 또
한 직무재창조(r=.372, p<.01), 조직몰입(r=.376, p<.01)과 높은 양의 상관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가설의 방향이 모순되지 않음을 지지한다. 그러나 인식된 과잉자
격은 경력적응력(r=-.030, p>.05), 직무재창조(r=.023, p>.05), 조직몰입(r=.054, p>.05)과의 상관
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여타의 변인들을 통제한 회귀분석을 통해 의미를 정교하게 해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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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직무재창조를 종속변인으로 수행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을 포함한 통
제변인들은 직무재창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무재창조에 대한
인식된 과잉자격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지만(β=.040, p>.05), 경력적응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β=.369, p<.01). 다음으로 인식된 과잉자격과 직무재창조의 관계를 조절하는 경력적응
력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088, p<.05).

<표 3> 다중회귀분석 결과(종속변인: 직무재창조)
p-value

S.E.

상수

2.729

.358

성별

-.007

.092

-.003

.943

연령

-.008

.007

-.049

.298

학력

-.006

.053

-.005

.911

기업더미1

-.040

.112

-.020

.721

기업더미2

.150

.111

.075

.176

인식된 과잉자격

.043

.051

.040

.395

경력적응력

.315

.040

.369

.000

인식된 과잉자격 × 경력적응력

.091

.045

.088

.040

2

.157
2

Adj. R

p<0.05,

**

.000

**

R

*

β

B

.140

p<0.01

경력적응력의 조절효과를 단순기울기분석을 통해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인식된 과잉
자격이 직무재창조로 이어지는 경향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이지만, 경력적응력이 증가할수록 강
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직몰입을 종속변인으로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을 포
함한 통제변인들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무재창조(β
=.417, p<.01)와 경력적응력(β=.218, p<.01)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직무재창조와 조직몰입의 긍정적인 관계를 조절하는 경력적응력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β=.09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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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순기울기분석(종속변인: 직무재창조)
<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종속변인: 조직몰입)
p-value

S.E.

상수

.933

.350

성별

-.008

.084

-.004

.924

연령

.001

.007

.008

.861

학력

-.004

.048

-.003

.939

기업더미1

.124

.102

.061

.225

기업더미2

-.076

.102

-.038

.455

인식된 과잉자격

.048

.047

.044

.300

직무재창조

.419

.046

.417

.000

경력적응력

.187

.039

.218

.000

직무재창조 × 경력적응력

.071

.034

.090

.037

2

**

R

.309
2

Adj. R
*

β

B

p<0.05,

**

.29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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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재창조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적응력의 조절효과를 단순기울기분
석을 통해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직무몰입에 대한 직무재창조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양
(+)의 방향이지만, 경력적응력이 증가할수록 더욱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단순기울기분석(종속변인: 조직몰입)
사후분석으로서, SPSS PROCESS macro 58번 모델(Hayes, 2017)을 적용하여 조건적 과정분석
(conditional process analysis)의 포괄적인 결과(Fairchild & MacKinnon, 2009)를 재점검하였다. 5,000회
재추출한 부트스트래핑으로 분석한 결과, 인식된 과잉자격과 직무재창조의 관계를 조절하는
경력적응력의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02, p<.05). 이는 <표 3>과 동일한 결과이다.
직무재창조와 조직몰입의 관계를 조절하는 경력적응력의 효과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2.10, p<.05). 이는 <표 4>와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1, 2-2는 통계적으
로 지지되었다.
추가로, 조직몰입에 대한 인식된 과잉자격의 직·간접효과는 <표 5>와 같다. 직접효과
(effect=.043,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식된 과잉자격의 간접효과는 대체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경력적응력이 높아질수록 간접효과가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결과적으로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를 가정했던 가설 1은, 경력적응력의 조건에 따라 통
계적 유의미성이 상이하므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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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식된 과잉자격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직접효과(인식된 과잉자격 → 조직몰입)
Effect

S.E.

t

p-value

.043

.046

.951

.342

간접효과(인식된 과잉자격

→ 직무재창조 → 조직몰입)

경력적응력

Effect

S.E.

LLCI

ULCI

-1.095

-0.018

0.025

-0.069

0.030

-0.04

0.018

0.022

-0.023

0.061

1.160

0.075

0.044

0.003

0.171

Ⅴ. 논의 및 시사점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로 공고화되면서 직장의 안정성, 실직에 대한 불안감, 불완전고
용, 실업률 등이 동시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사회불안요인들의 부정적인 효과를 밝
히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를 완화하는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고용
의 질이 낙후되는 경향과 함께, 소위 ‘스펙 쌓기’나 ‘가방끈 늘리기’로 취업의 돌파구를 찾는 구
직자들의 자격과 교육수준은 높아지는 현상이 엇물리면서 과잉자격이라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
다. 스스로 ‘좁다란 연못에 큰 물고기(a big fish in a small pond: Hu, et al., 2015; Zhang, et al.,
2016)’라고 인식하는 조직구성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사회심리적 비용이 상승하고 생산
성이 저하되는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과잉자격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으로 전
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식된 과잉자격과 조직몰입 사이에 직무재창조의 매개역할을, 직
무재창조의 매개효과를 강화하는 경력적응력의 조절역할을 실증하였다. 따라서 경력적응력이
높고 직무를 재창조할 수 있는 인재라면, 과잉자격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초기적응단계에서
발생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극복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과잉자격으로
야기되는 제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불완전고용을 완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차원의 개입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경력적응력과 직무재창조를 활성화함으로써 과잉자격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을 도출하였다. 이 메커니즘을 선발 및 배치, 교육훈련, 코칭 및 멘토링 등에 적용하
여 경력개발과 직무설계 관점의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력적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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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재창조와 관련된 선행요인이 포함된 진단도구를 개발함으로써, 무경계적 직무와 조직의
맥락에서 채용 및 배치과정에 효과적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실질적 또는 인지적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여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안녕과 나아가 조
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경력적응력과 직무재창조를 핵심역량으로
자산화함으로써 과잉자격으로 초래되는 반생산적 행위, 저조한 조직몰입, 사회심리적 비용발생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건전한 조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실무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과잉자격에 직면한 조직구성원에게도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한다. 스스로 직무의 특성을 재정의하고 의미를 재인식하려는 노력을 통해 개
인-직무의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과잉자격에만 매몰되지 말고 미래의 경력을
주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도전적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심리적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상이한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연구되었던
경력적응력과 직무재창조를 하나의 연구모델로 통합하였다. 경력적응력과 직무재창조는 각각
경력개발 분야와 직무설계 분야의 주요한 주제로서,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업무환경을 극복하
는 긍정적인 동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변인을 통합하는 실제적 연구는 미
흡하며, 인식된 과잉자격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검증한 연구도 아직 없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제적 접근방식과 분석결과는 관련 분야에 새로운 관점과 연
구방향을 확대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경력구성이론과 개인-직무의 적합성이론을 접목하여 인식된 과잉자격을 해소하는 과
정에 두 이론의 보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경력
구성이론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강조한다. 즉, 경력개발이
나 경력적응에 있어 이미 정해진 올바른 경로를 부정하고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발굴·발전을
강조한다. 반면에, 구체적인 방향 및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다소 방임적 관점이므로 자신의 역
할과 역량이 정립되지 않은 조직구성원에게 오히려 부담과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비판받았다.
본 연구는 인식된 과잉자격을 맥락으로 경력구성이론의 이러한 실무적 약점을 개인-직무의 적
합성이론으로 보강하였다.
상기의 연구성과와 시사점을 발굴하였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개인 차원의 경력적응력 외에 연구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및 팀 차원의 변인
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연구결과의 실제적 설명력을 확보하려면 조직 및 팀 차원의 자율성이
나 권한위임(Erdogan & Bauer, 2009), 소속 팀이나 동료의 과잉자격(Hu, et al., 2015; Liu & Wang,
2012) 등의 상황적 변인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식된 과잉자격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r=.054, p>.05)와 직접효과(effect=.043,

p>.05)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확인되었다. 이는 인식된 과잉자격이 조직몰입을 포함한 결
과변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대치된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조직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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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미치는 인식된 과잉자격의 영향이 완화되어 중립적으로 도출된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
다. 한국적 맥락일 가능성, 근속년수 5년 이하로 제한했던 자료의 범위, 역 U자 관계(inverted-U
relation)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설문대상이 3개의 기업으로 한정되어 연구의 일반화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 및 기업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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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적응력의 조절된 매개효과와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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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저성장 경제가 공고화되면서 실업률뿐만 아니라 불완전고용 또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고용의 질이 낙후되는 경향과 함께, 소위 ‘스펙 쌓기’나 ‘가방끈 늘리기’로 취업의
돌파구를 찾는 구직자들의 자격과 교육수준은 높아지는 현상이 엇물리면서 과잉자격이 사회
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과잉자격은 지식, 교육, 경험 등의 측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조직구성원이 보유한 능력이 더욱 뛰어난 경우를 일컫는다. 이에 과잉자격
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조직구성원의 인식된 과잉자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직무재
창조의 매개역할과,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를 강화하는 경력적응력의 조절역할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식된 과잉자격이 긍정적인 성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인식된 과잉자격은 개인-직무의 적합성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직무재창조를 통해
직무를 주도적으로 재설계, 재해석함으로써 과잉자격의 격차를 감소시킨다. 둘째, 경력구성이
론의 관점에서 경력적응력은 경력개발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도전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심리적 힘으로서, 인식된 과잉자격과 조직몰입을 이어 주는 직무재창조의 매
개효과를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 구명된 경력적응력과 직무재창조의 역할을 바탕으로, 과잉
자격을 해소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차원의 개입과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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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2027).

†교신저자: 우형록, 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교수, hrwoo@kgu.ac.kr

논문접수일 : 2018. 05. 11 / 논문수정일 : 2018. 06. 13 / 게재확정일 : 2018. 06. 20

-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