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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프로티언 경력 태도,
무형식 학습 활동 및 경력 몰입의 구조적 관계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rotean Career Attitude, Career 
Commitment and Informal Learning Activity: Focusing on Workers 

in Cultural Contents Industry

이형우*, 김만수**, 김정원***

Hyoungwoo Lee*, Mansoo Kim**, Jungwon Kim***

요 약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프로티언 경력 태도와 경력 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 학습 활동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Briscoe, Hall과 DeMuth[21]의 프로티언 경력 태도 측정도구와 Choi[23]의 무형식

학습 활동 측정도구 및 Blau[33]의 경력 몰입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회수 된 총 295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한 8부를 제외하고 총 287부를 결과분석에 활용하였다

(유효 자료율: 68.2%). 연구 결과, 첫째,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프로티언 경력 태도는 경력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무형식 학습 활동은 프로티언 경력 태도와 경력 몰입의 관계에

서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프로티언 경력 태도, 무형식

학습 활동 및 경력몰입의 증대를 위한 이론적 논의 및 실천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문화콘텐츠 산업, 프로티언 경력 태도, 무형식 학습 활동, 경력 몰입,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Informal Learning Ac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ntents Industry Workers’ Protean Career Attitude and Career Commi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rotean career attitude of cultural contents industry workers had 
positive effect on career commitment. Second, Informal learning activity of cultural contents industry workers 
had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tean career attitude and career commitment. Based 
upon these results, several suggestions were suggested to promote cultural contents industry workers' protean 
career attitude, career commitment, and informal learn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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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문화콘텐츠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으로 국가 경제 및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터넷

의 확산과 IT산업의 비약적인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나아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출판, 만화, 영화, 음반, 게임 등과

같은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및 소비 등과 관련

된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콘텐츠 산업 인력

의 역할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의

극대화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문화콘텐

츠 관련 인적자원의 역량 개발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2].

문화콘텐츠산업은 지식, 정보와 더불어 무엇보다 창

의력이 강조되는 창의력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개발은 개인적 성장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의 질적수준 향상에 있어

서도 중요한 이슈로 작용될 수 있다[3]. 따라서 4차 산

업혁명 및 디지털 뉴딜의 확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인재육성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4, 5].

그러나 문화콘텐츠 관련 정규 교육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체제 부실과 사설 교육기관의 기능적 기술 습득을

중심으로한 운영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

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며[5],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제공 또한 미흡한 상

황이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전문 인

력으로서 우수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나

아가 효과적인 경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과 주도성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경력을 계획 및

개발하는 프로티언 경력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

일반적으로 프로티언 경력 태도를 갖춘 개인은 승진

과 연봉 및 지위 상승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보다는 만

족, 성취, 배움과 발전 및 자아실현 등과 같은 심리·주

관적 경력 성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8]. 나아가 경

력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타인에 의한 평가보다는 스스

로의 인식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자신의직무에대한만

족 및 경력 목표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이

나 직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9]. 실제 다수 연구들은 프로티언 경력 태도가 경력 몰입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0-12].

한편, 프로티언 경력 태도를 지닌 개인은 경력목표를

달성하고, 경력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내재화를 위하여 자기주도적으

로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13]. 특히, 대부분이 중소기업

이고, 역량 개발 지원이 어려운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은

현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

하고, 동료, 관계자, 전문가와의 교류 및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업무 노하우를 쌓아가

며 자연스럽게 학습한다[6, 14]. 다시 말해, 조직의 공식

적인 교육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은

자기주도적으로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프로티언 경

력 태도를 가지면 자율성과 주도성을 바탕으로 무형식

학습 활동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프로티

언 경력 태도에 의해 무형식 학습 활동이 촉진되면, 개

인은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더욱 자

신의 경력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1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프로티언 경력 태도는 무형

식 학습 활동을 매개로 경력 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프로티언 경력 태도를 가

진 개인이 경력 몰입을 인식하는 데 있어, 무형식 학습

활동이 중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형식

학습 활동은 개인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기반으로 이루

어지는 학습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의 긍정적 가치 형

성 및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특히, 근래의

경력 개발은 조직 보다는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들과 관련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력 개발 관련 변인과 함께 무형식

학습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16].

따라서 이 연구는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프로티언

경력 태도와 경력 몰입의 관계, 그리고 이들 관계에서

무형식 학습 활동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

리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프로티언 경력 태도와 경력 몰입의 관계

과거의 전통적인 경력개발은 장기적인 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에 의해 정해진 선형적인 경력 경로에 따

라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17].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의 다운사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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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글로벌화 등 조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로 인하여 평생직장의 개념은 평생직업 또는 고용가능

성으로 대체되고 있으며[7], 더 이상 조직구성원의 경력

개발을 조직이 전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력개념으로 프로티언 경력이

등장하게 되었다[18, 19].

프로티언 경력은 경력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접근 방

법으로 오늘날 현대 사회의 환경이 개인의 주도성을 중

요시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 중요성은 최근 들어

더욱 부각되고 있다[20]. 특히 Briscoe et al(2006)[21]에

의하여 프로티언 경력 태도 측정도구가 개발된 이후 프

로티언 경력 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개념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실증 연구로 확장되었다[7]. 이러한 과정에서 프

로티언 경력 태도는 개인이 일생에 걸쳐 경험하는 일

관련 활동들에 대한 감정적인 유대감이나 태도를 의미

하는 경력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

는데[10], 고종식(2014)[11]은 기업재직자(사무직)를 대

상으로 프로티언 경력 태도의 구성요인인 자기주도성

과 가치지향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경력 몰입은 프로티언 경력 태도와 직무만

족의 관계를 부분 매개, 프로티언 경력 태도와 조직몰

입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복지

사를 대상으로 경력 몰입 결정요인에 대한 다층분석을

실시한 전희정과 이동영(2016)[12]은 개인 수준에서 프

로티언 경력이 경력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이신주(2020)[22]는 보육교사의 자기주도성과

가치지향성이 높을수록 경력에 대한 자아정체성을 인

식하고 자기주도적으로 경력을 관리함으로써 경력에

몰입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프로티언 경력 태도를 지

닌 개인일수록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성과 주도적인 경

력개발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력과 관련된 목표를 성

취하고 나아가 경력에 몰입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상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

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프로티언 경력 태도

는 경력 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프로티언 경력 태도와 경력 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

학습 활동의 매개효과

일터학습 유형 중 하나인 무형식 학습은 일터에서의

환경, 맥락속에서 개인이 경험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일

어나는 학습을 의미한다[23]. 형식 학습이 계획되고 구

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자로부터 지식, 기술

이 전달되는 방식이라면, 무형식 학습은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지식, 기술을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4].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

는 상황에서 개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

만의 학습 전략과 방법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25]. 특

히, 개인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동료와의 대화, 타인과의 상호작용, 업무

경험에 대한 자기성찰 및 외부 탐색과 같은 다양한 실

천행동을 통해 무형식 학습이 발생하며[23], 경력개발을

위한 주요 학습활동으로 무형식 학습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8], 프로티언 경력 태도는

무형식 학습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일학습병행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대영과 이형우(2020)[26]의 연구와 호텔 외식

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소영과 이수영(2017)[28]의

연구에서 프로티언 경력 태도는 무형식 학습 활동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개인은 무형식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직무와 경

력 및 조직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는 무형식 학습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사건 및 문제들

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증가와 더불

어 자신의 직무와 경력에 대한 의미가 확장되기 때문이

다[27]. 실제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

구에서 활발한 무형식 학습을 하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직무 몰입과 경력 몰입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29-31], 항공사 승무원의 경

우 무형식 학습 활동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타인과의

학습과 자기성찰이 경력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2].

형식 학습에 대한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며, 주로 업

무 수행 중 자기 성찰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역량을 개발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특성을 고려

하였을 때,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일터에서의 경험을 바

탕으로 학습하는 무형식 학습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

다. 따라서 아래의 가설과 같이 무형식 학습 활동의 촉

진 및 결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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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무형식 학습 활동은

프로티언 경력 태도와 경력 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프로티언 경력 태

도와 경력 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 학습 활동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proposed

model)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Proposed model

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모집단은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으로 2018

년 기준 사업체 수는 총 105,310개이며 종사자 수는

667,437명이다[5]. 그러나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구대상

표본수를산정한후, 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α) .05, 효과크기 .15,

통계적 검정력 .95, 예측변수 3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

과, 최소 필요 표본 수는 119명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문화콘텐츠 관련 커뮤니티 이용자 및 관련 기업 인사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설문 참여 의사를 밝힌 총 421명

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한 후 295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한 8부를 제외 한

287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유효 자료율: 68.2%).

본 설문의 응답자 특성 중 성별은 남성이 166명(57.8%),

여성이 121명(42.2%)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 87명

(30.3%), 30대(42.5%), 40대 이상(27.2%)이었으며, 경력

은 3년 미만 46명(16.0%), 3년 이상 5년 미만 87명

(30.3%), 5년 이상 10년 미만 95명(33.1%), 10년 이상

59명(20.6%)으로 나타났다. 직무는 기획 71명(24.7%),

제작 92명(32.1%), 경영관리 69명(24.0%), 연구개발 27

명(9.4%)), 마케팅/사업 28명(9.8%)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구성

연구모형 검증을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각 변

인 별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모든

측정도구는 원 문항을 번안하되 학계 전문가 2인과 현

장 전문가 2인의 검토를 거쳐 문화콘텐츠산업 맥락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 하였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

였으며 변인별 측정도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3.1 프로티언 경력 태도

독립변수인 프로티언 경력 태도의 측정을 위하여

Briscoe, Hall과 DeMuth(2006)[21]의 프로티언 경력 태

도 척도를 활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자기주도적 경력 관

리 8개 문항과 가치지향적 태도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나는 나의 경력을 스스로 책임진다, 조직이 아

닌 나의 우선순위에 따라 경력의 방향을 설정한다).

3.2 무형식 학습 활동

매개변수인 무형식 학습 활동의 측정을 위해 Choi

(2009)[23]의 무형식 학습 활동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외부 탐색 4개 문항, 자기 성찰 4개 문항,

타인과의 학습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업무

수행을 위한 상사, 동료와 적극적으로 논의한다, 어려운

업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반추한다,

지식 획득을 위해 관련 서적 또는 전문 잡지를 읽는다).

3.3 경력 몰입

종속변수인 경력 몰입의 측정을 위해 Blau(1988)[33]

의 경력 몰입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

요인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나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현재 직업과 관련된 경력을 쌓고 싶다).

4.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프로티언 경력 태도, 무형식

학습 활동 및 경력 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척도

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최초분석결과, χ2=114.216(p<.001), RMR=.085, GFI=.735,

NFI=.815, CFI=.712, RMSEA=.12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

기준인RMR .05 이하, GFI, NFI, CFI .9 이상, RMSEA .1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표준화 회귀계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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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문항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ex) 10을 초과할

경우부적합한문항(경력몰입 2번, 3번, 7번)으로판단하

고, 이 문항들을 제거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하

였다.

그 결과, χ2=83.253(p<.001), RMR=.005, GFI=.944,

NFI=.923, CFI=.943, RMSEA=.096으로 모형 적합도는

권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프로티언 경력 태도 .903, 무형식 학습 활동

.886, 경력 몰입 .791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분산추출

지수는 모든 변수에서 .5 이상, 개념 신뢰도 .7 이상으

로 나타나 연구 모형에 대한 내적 일관성과 집중 타당

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34].

표 1.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Variables Items Estimate S.E. t CR AVE

Protean
Career
Attitude

PCA1 .870 - -
.782 .651

PCA2 .583 .095 7.504***

Informal
Learning
Activity

ILA1 .845 - -

.846 .651ILA2 .761 .066 12.859***

ILA3 .589 .083 9.776***

Career
Commitment

CC1 .738 - -

.903 .702
CC2 .687 .070 11.366***

CC3 .916 .084 11.912***

CC4 .723 .071 8.468***

χ2 RMR GFI NFI CFI RMSEA

83.253*** .005 .944 .923 .943 .096

Note. *** p<.001

Ⅳ. 연구결과

1. 변인별 수준과 상관관계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프로티언 경력 태도, 무형식

학습 활동 및 경력 몰입에 대한 인식 수준과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와 상관관계 분

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인식 수준을 분석 한 결과 프

로티언 경력 태도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형

식 학습 활동이 4.05, 경력 몰입 3.88의 순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무형식 학습 활동

과 경력 몰입이 .595(p<0.01), 프로티언 경력 태도와 무

형식 학습 활동이 .528(p<0.01), 프로티언 경력 태도와

경력 몰입이 .449(p<0.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
Variables M S.D 1 2 3

1. PCA 4.25 .691 1

2. ILA 4.05 .747 .528** 1

3. CC 3.88 .787 .449** .595** 1

Note. ** p<.01
PCA = Protean Career Attitude
ILA = Informal Learning Activity
CC = Career Commitment

2. 가설 검증

구조 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인력

의 프로티언 경력 태도, 무형식 학습 활동 및 경력 몰

입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 모형(부

분 매개 모형)의 우수함을 확인하고자, 경합 모형(완전

매개 모형)과의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3과

같다. 연구 모형과 경합 모형 간의 자유도(df) 값 차이

는 1이었으며, χ2값의 차이는 4.955로 임계치인 3.841을

초과하였으며, 각 모형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모형 간의 적합도

를 고려하여 연구 모형(부분 매개 모형)을 최종 모형으

로 선정하였다.

표 3. 모형 적합도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model fit
Variables χ2 df RMR GFI NFI CFI RMSEA

Proposed model
(Patial mediation)

83.253
(p<.001)

23 .050 .944 .923 .943 .096

Alternative Model
(Full mediation)

88.208
(p<.001)

24 .051 .941 .919 .939 .097

최종 모형(부분 매개 모형)에 대한 각 변수 간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프로티언 경

력 태도가 무형식 학습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699

(p<.001)로 나타났다. 무형식 학습 활동이 경력 몰입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89(p<.001)이었으며, 프로티언 경

력 태도가 경력 몰입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18(p<.001)

로 나타났다. 나아가 프로티언 경력 태도가 무형식 학

습 활동을 경유하여 경력 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411(p<.01)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

여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의

상, 하한값이 .233과 .65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그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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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프로티언경력태도와경력몰입의관계에대한무형식
학습 활동의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Table 4.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Informal
Learning Activity between Protean Career Attitude and
Career Commitment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CA ILA .699*** - .699***

ILA CC .589*** - .589***

PCA CC .218*** .411** .629**

Note. ** p<.01; *** p<.001
PCA = Protean Career Attitude
ILA = Informal Learning Activity
CC = Career Commitment

그림 2.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Figure 2. Mediating Effect of the Proposed Model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프로티언 경력 태도는

경력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경력에 대해 자기주도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태도를 지닌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은 본인의 경력에 대

한 지속적 발전 의지, 정서적 만족감 등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프로티언 경력 태도가 경력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10-12]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동안 주로 논의되지 않았던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프로티언 경력 태도와 경력 몰입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프로티언 경력 태도가 경력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문화

콘텐츠산업 인력에게 있어 개인이 주도하는 경력 개발

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산업

인력들은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하

여 높은 품질의 문화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등 스스

로의 경력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 컨퍼런스, 세미나에 참여하고, 학위 과정 진학 등

을 통해 문화콘텐츠 트렌드를 파악하여 실무에 적용 하

는 등 자발적인 학습을 통한 경력 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둘째,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프로티언 경력 태도가

경력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무형식 학습 활동

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무형식 학습 활동은 프로

티언 경력 태도와 경력 몰입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프로티언

경력 태도는 경력 몰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만, 무형식 학습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술한 프로티언 경력 태도

와 경력 몰입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프로티언 경력 태

도와 무형식 학습 활동의 관계[26, 28], 무형식 학습 활

동과 경력 몰입의 관계[29, 30, 32]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프로티언 경력 태도, 무형식 학습 활동, 경력 몰입

을 구조적 관계로 보고 무형식 학습 활동의 매개 효과

를 검증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경력 개발에

서 무형식 학습 활동이 가지는 중요성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경력 개발을 촉

진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무형식 학습 활동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 외 동료, 관계자, 전문가들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업무 회의

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업무 노하우나 고민,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5]. 이는 문화콘텐츠산업 인력 개인들의 노력도 필요

하지만, 문화콘텐츠산업 관계 기관들의 지원 체계 구축

도 요구된다. 즉, 문화콘텐츠산업 인력 간 상호작용을

통한 자연스러운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학습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문화콘텐츠산업

전문가들을 멘토 팀으로 구성하고, 멘토링을 필요로하

는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신청을 받아, 분야별, 경력별

로 매칭하는 ‘문화콘텐츠 멘토링 제도’의 구축은 문화콘

텐츠산업 인력의 경력 개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프로티언 경력 태

도와 경력 몰입의 관계에 대한 무형식 학습 활동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고,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시사점을 제

시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으며, 향후 연구를 위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산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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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프로티언 경력 태도, 무형식 학습 활동 및 경력

몰입을 자기보고식 설문 방식으로 동일 시점 측정한 횡

단 연구이기 때문에 동일 방법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36].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측정 시점

을 달리하거나 구체적인 업종, 사업형태, 지역 등에 따

라 세분화하여 설문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인인 프로티언 경력 태도, 무형

식 학습 활동 및 경력 몰입 수준은 개인이 처한 맥락이

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내재적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한 연구

수행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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