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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mentor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ing function and career commitment for medical representatives in a
pharmaceutical company. A survey questionnaire for this study was composed of three instruments such
as Mentoring Function Scale(Noe, 1988), Emotional Intelligence Scale(Wong & Low, 2002), and Career
Commitment Questionnaire(Blau, 1988).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251 medical representatives in a
pharmaceutical company. The 246 final data excluding 5 insincere and missing value ones was used for
analysis. Collected data was used to test two research hypotheses drawn from the extant literature
review. Two hypotheses were as follows; First, medical representatives' mentoring function would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areer commitment. Second, medical representative mentors' emotional
intelligence would hav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f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ing function
and career commitment for medical representat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at medical
representatives' mentoring function had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career commitment and
mentors' emotional intelligence had positively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ing
function and career commitment. Based upon these results,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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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기업들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치열한 경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 제약회
사 역시 정부의 규제 강화, 글로벌 제약회사 진출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다양
한 전략들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제약회사와 같이 매출 근간을 영업실적에 두고 있는 기업에
서는 영업사원의 역량 개발을 통한 성과 창출이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차재빈,
류가연, 2013). 제약산업은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가 비대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의약품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사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주요 고객인 의사와 약사들의 다양한 요구 및
시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박풍식 외, 2009). 이러한 이유로 제
약회사들은 우수한 영업사원을 확보하고, 이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은 대부분 전국에 흩어져서 지역 영업소 단위로 근무하고 있으
며,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고객과의 미팅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육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같은 영업사
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나 동료 영업사원과의 멘토링 관계 형성을 통해 자신의 전문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정태영, 최운실, 2009; 지성구, 최선규, 한상숙, 2010).
일반적으로 멘토링은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멘토가 젊고 경험이 부족한 프로테제에게 자
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전수해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관계를 의미한다(Kram, 1983;
Klauss, 1981). 프로테제는 멘토와 상호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직무
관련 지식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관찰과 모델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행동양식과 가치관, 태
도 등을 학습하게 된다(Noe, 1988). 이러한 측면에서 멘토링은 공식적인 교육훈련의 기회가 드
문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현실에 부합하며 실현가능한 인재육성 방법으로, 많은 국내 제약회사
들은 신규 영업사원의 조직 적응과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 공식적인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멘토링은 기업의 인적자원 확보와 유지에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수한 인재
를 확보하고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멘토링
관계에서 프로테제는 멘토로부터 제공되는 지식과 스킬, 태도를 학습하면서 경력에 대한 만족
과 몰입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배을규, 김민주, 김대영, 2013). 특히 전직과 이직이 상대적으
로 잦은 제약산업 환경에서는 멘토링을 통한 영업사원의 경력 몰입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멘토링 관계의 효과는 멘토가 지닌 감성 지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감성 지능은 자
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맥락과 상황에 맞추어 감성을 조절 및 활용하는 능력으로
(Goleman, 1995), 멘토링 관계에서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멘토가 지니고 있는 인식과 태도, 행동은 프로테제가 인식하는 멘토링 관계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데(손수진, 2014), 특히 멘토의 감성 지능은 프로테제와의 공감과 신뢰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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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함으로써 긍정적인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Cherniss, 2007). 또한 감성
지능이 높은 멘토는 프로테제의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함으로써 프로테제가 멘
토링 관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로테제는 정서적 유대감과
신뢰에 기반을 둔 멘토링 관계, 즉 감성 지능이 높은 멘토와의 관계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경력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자신의 경력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따
라서 멘토링 관계가 프로테제의 경력 몰입에 미치는 효과는 멘토의 감성 지능 수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감성 지능은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같이 대인간 상호
작용을 주로 수행하는 업무에서 필수적인 요인(Wong & Law, 2002)으로, 멘토의 감성 지능을
높게 인식하는 멘토링 관계일수록 멘토링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멘토링 관계에서 멘토의 감성 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제약회사 영업사
원이 인식하는 멘토링 기능이 그들의 경력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멘토
링 기능과 경력 몰입의 관계에서 멘토의 감성 지능이 미치는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멘토링 기능, 멘토 감성 지능, 경력 몰입의 관계에 대한 이론
적 논의와 경력 몰입, 감성 지능 제고를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멘토링 기능과 경력 몰입
멘토링은 조직 내에서 경험이 풍부한 멘토가 프로테제에게 조직적응 조력, 경력개발 지원,
역할 모형을 제공해줌으로써 프로테제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개발지원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멘토링은 멘토와 프로테제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3가지 형태의 기능, 즉 경력개발, 심
리사회적 지원, 역할 모형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ram, 1983, Scandura, 1992). 이
와 같은 멘토링 기능들은 프로테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제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
이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동기와 몰입 정도를 향상시킨다. 즉 멘토와 프로테제의 관
계에서 멘토링 기능이 효과적일수록 프로테제는 자신의 경력목표에 애착을 갖고 몰입하는 경
력몰입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배을규, 김민주, 김대영, 2013).
실제로 백석기(2014)는 경찰공무원 194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기능과 경력 몰입, 팀워크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 경력개발 기능, 심리사회적 지원 기능, 역할 모형 기능 모두 경력 몰입에 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화인, 박수성(2006)은 호텔종사자 355명을 대
상으로 멘토링 기능과 경력태도의 관계 분석을 통해 경력개발 기능과 심리사회적 지원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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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제의 경력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였고, Ragins, Cotton, & Miller(2000)
는 1,162명의 사회복지사, 연구원, 저널리스트를 대상으로 멘토링에 대한 만족과 직무태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멘토링에 높은 만족을 보인 프로테제가 더 높은 경력 몰입을 나타내고 있음
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연구 대상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멘토링 기능이
경력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의 대상인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공식적 교육훈련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 인재육성 방법으로 멘토링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멘토링 기능이 프로테제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 이탈을 예방하여 경력 몰입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과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
약회사 영업사원들의 멘토링 관계에서 멘토링 기능이 경력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 가설로 설정하였다.
가설 1.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멘토링 기능은 경력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멘토링 기능과 경력 몰입의 관계에 대한 감성 지능의 조절효과
감성 지능이란 인지 능력을 의미하는 지능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람의 감성과 느낌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이다(박유식, 채희남, 2011).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성에 대
한 실체와 원인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상황에 적합한 감성으로 조절
하여 문제해결과 성과달성을 위해 조절된 감성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
다(Wong & Law, 2002).
Wong & Law(2002)는 감성 지능의 하위요인으로 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 이해, 감성 조절,
감성 활용을 제시하였다. 자기감성 이해는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
는 개인의 능력을 뜻하며 타인감성 이해는 자기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감성 조절은 자신의 감정에 따른 즉시적·충동적인 행동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감성을 적합한 방향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능력을 뜻하고 감성 활용은 개인의 기
억 속에 있는 감성 정보를 조직하고 활용함으로써 감정을 문제 해결과 건설적인 활동에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감성 지능은 리더 또는 상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과의 인간관계에 있어 감성적 유대감, 애정, 믿음, 신
뢰와 같은 다양한 감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은수, 2015; 조태준,
문성실, 2014). 다양한 리더십 이론 중에서 감성 지능과 관련된 리더십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 이론은 다른 리더십 이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하의 감성을 다루는 측면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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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있다(Yukl, 2002). 변혁적 리더는 감정이입, 동기부여, 자기인식, 그리고 자신감을 부하
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성과향상에 기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리더의 감성 지능은 부하
의 성장과 발달, 동기부여 등 리더십 효과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이상호, 박광철,
2009). 특히 대표적인 개발지원관계인 멘토링 관계에서도 멘토가 지닌 감성 지능에 따라 멘토
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멘토와 프로테제 간의 관계에서 멘토의 감성 지능이 높을
수록 프로테제는 공감과 신뢰 구축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 관계 형성이 가
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Chun 외(2010)는 제조업, 서비스, 교육, 금융/보험, 통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재직
중인 147쌍의 멘토와 프로테제를 대상으로 감성지능, 신뢰, 멘토링 기능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멘토의 감성지능은 멘토에 대한 신뢰, 멘토링 기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멘토에 대
한 신뢰는 멘토링 기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미선, 권일남(2012)
은 멘토의 공감 능력과 멘토링 관계의 분석을 통해 프로테제가 인식한 멘토의 공감 능력이 멘
토링 관계와 정적인 상관관계임을 밝히고, 성공적인 멘토링을 위해서는 멘토의 공감 능력 향
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오아라, 박경규, 김효정(2011)은 302명의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멘토와 프로테제 간의 호의적인 감성인 호감과 멘토링 기능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호
감이 경력개발 기능, 심리사회적 지원 기능과 정적인 상관관계임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멘토링 기능 제공을 통한 경력 몰입 향상에 멘토의 감
성 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직무 특성상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 잦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맥락과 상황에 맞추어 조절
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멘토링 관계에서 멘토가 지닌 감성 지능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제약회사 영업사원 멘토의 감성 지능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멘토링 기능과 경력
몰입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이 연구는 A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프로테제가 인식한 멘토링 기능이 경력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멘토 감성 지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A 제약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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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12개 시 도 전역에 영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영업사원들의 조직 적응 및 역량
개발을 위해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규 영업사원들은 입사 후 영업사무소의 선배 영
업사원을 멘토로 삼아 1년 동안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8월 현재 A제약회사 영
업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영업사원은 총 572명으로, 신뢰 수준 95%, 허용 오차 ±5%를 기준
으로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총 231명이다1). 이 기준을 참고하되 2015년 9월 1일부터 동년 10
월 30일까지 조사협조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영업사무소를 대상으로 총 324부의 설문지를 배포
하였다. 이 중 총 251부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 77.5%), 많은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
답이라고 판단되는 5부를 제외하고 총 246부를 유효 자료로 활용하였다(유효 자료율: 98.0%).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사원급(주임포함)

143

58.1

대리급

33

13.4

과장급

40

16.3

차장급

24

9.8

부장급 이상

6

2.4

1년 미만

25

10.2

1년 이상 2년 미만

37

15.0

2년 이상 3년 미만

40

16.3

재직

3년 이상 5년 미만

41

16.6

기간

5년 이상 7년 미만

33

13.4

7년 이상 10년 미만

33

13.4

87.8

10년 이상 15년 미만

27

11.0

12.2

15년 이상

10

4.1

246

100.0

남성

215

87.4

여성

31

12.6

30세 이하

67

27.2

31세 이상 35세 이하

103

41.9

36세 이상 40세 이하

40

16.3

41세 이상 45세 이하

29

11.8

46세 이상

7

2.8

최종

4년제대졸

235

95.5

학력

대학원졸 이상

11

4.5

ETC(전문의약품)

216

OTC(일반의약품)

30

성별
직급

연령

소속

빈도(명) 비율(%)

합계

1) 최소 표본 수 = {(z2×0.25)/허용 오차2}/1+[{(z2×0.25)/허용 오차2}-1/N]
신뢰 수준 90%일 경우 z=1.65, 95%일 경우 z=1.96, N은 모집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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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구성
이 연구의 측정도구는 멘토링 기능에 대해 묻는 문항, 멘토 감성지능에 대해 묻는 문항, 경
력 몰입에 대해 묻는 문항,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측정 도구
의 세부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멘토링 기능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인식한 멘토링 기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Kram(1983)의 이론적 논의
를 바탕으로 Noe(1988)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3개 요인,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경력개발 기능 14문항, 심리사회적 지원 기능 11개
문항, 역할 모형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력개발 기능이란 ‘멘토가 프로테제의 승진 및
경력발전을 미리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심리사회적 지원 기능이란 ‘멘토와 프로테제
상호간의 친근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프로테제가 조직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역할 모형 기능은 ‘멘토가 프로테제의 업무수행과 역할 이행의 전수자로서
프로테제의 바람직한 역할 모형이나 준거의 틀을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설문
도구는 원 측정도구를 번안하고, 학계 전문가 1인과 제약영업 현장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안
면타당도를 검토하여 구성하였다. 각 측정 문항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2) 감성 지능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인식한 멘토의 감성 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Wong과 Law(2002)의 측
정도구를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 이해, 감성활용, 감성
조절의 4요인이 각 4개 문항씩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감성 이해는 ‘자신의 감
성을 잘 이해하며 이를 표현하는 능력’을, 타인감성 이해는 ‘타인의 표정과 행동을 통하여 그
들의 감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감성활용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감성을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감성조절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고 억제하여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으로 감성을 나타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설문도구는 원 측정도구를 번안하고, 학계 전문가 1인과 제약영업 현장 전
문가 3인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검토하여 구성하였다. 각 측정 문항은 5점 척도로 질문하
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3) 경력 몰입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경력 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Blau(1988)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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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는 단일 요인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 측정도구를 번안하고 학계 전문가 1인과 제
약영업 현장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검토하여 구성하였다. 각 측정 문항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마지막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최종학
력, 소속, 직급, 재직기간을 묻는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측정 도구의 구성을 정
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측정 도구의 구성
구분

설문 항목 및 요인 정의

경력개발
기능
멘토링

심리사회적

기능

지원 기능

(Noe, 1988)
역할 모형
기능
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
이해

멘토
감성지능
(Wong & Law,

감성활용

2002)

․멘토가 프로테제의 승진 및 경력발전을 미리 준비하
도록 도와주는 정도

문항 수
14

․멘토와 프로테제 상호간의 친근감과 신뢰를 바탕으
로 프로테제가 조직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정체성을

11

갖도록 도와주는 정도

․멘토가 프로테제의 업무수행과 역할 이행의 전수자
로서 프로테제의 바람직한 역할 모형이나 준거의 틀

4

을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정도

․자신의 감성을 잘 이해하며 이를 표현하는 능력
․타인의 표정과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감성을 인식하
고 이해하는 능력

4

4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며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감성을 건설적으로 활용하

4

는 능력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고 억제하여 주
감성조절

어진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으로 감성을 나타내

4

는 능력

경력 몰입
(Blau, 1988)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력목표를 달성해 나가면
서 동기부여의 제공과 함께 자신의 경력에 대하여

7

지니는 애착심

․성별, 연령, 최종학력, 소속, 직급, 현 직장 재직기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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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검증
이 연구에서 사용된 멘토링 기능 측정 도구, 감성 지능 측정도구, 경력 몰입 측정 도구의
구인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측정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체 측
정 모형의 검증을 위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멘토링 기능, 감성지능, 경력 몰입을 상위의 잠재
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경력개발 기능, 심리사회적 지원 기능, 역할 모형 기능을 멘토링
기능의 하위요인으로, 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 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을 감성지능의 하위요
인으로 설정하고, 경력 몰입은 단일 요인이므로 경력 몰입 측정 문항들을 하위 요인으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들 간 경로가 연결된 상태에서 확
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멘토링 기능, 감
성지능, 경력 몰입의 개념은 여러 선행 연구들(배을규, 김민주, 김대영, 2013; 이형룡, 이용문,
안윤영, 2009; 이현민, 정진철, 2012; Chang, 1999; Goulet & Singh, 2002)을 통해 각 개념들을 탐
색하는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전체 측정 모형 검증 결과
잠재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

회귀계수

오차

경력기능

1.000

-

.845

-

심리사회적지원 기능

1.107

.049

.941

22.544***

역할 모형 기능

1.074

.059

.882

18.109***

자기감성이해

1.000

-

.847

-

타인감성이해

1.079

.069

.817

15.587***

감성활용

.929

.066

.764

14.064***

감성조절

1.008

.073

.756

13.855***

CC2

1.000

-

.575

-

경력

CC4

1.405

.170

.691

8.272***

몰입

CC5

1.829

.196

.910

9.352***

CC6

1.603

.180

.778

8.898***

변수

멘토링
기능

멘토
감성
지능

관측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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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기각비

계수

개념
신뢰도

분산
추출
지수

.966

.905

.942

.804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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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석결과, 8개 요인 52개 문항 중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ex)를 고려하여 요인 부하량
이 .4 이하로 나타나는 경력 몰입 3개 문항(CC1, CC3, CC7)을 제거하였다. 2차 분석 결과, 모든
관측 변수의 요인 부하량이 .5 이상(C.R>1.965, p<.001)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구인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그리고 모든 잠재 변수의 평균분산추출2)(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지수가 .5 이상, 개념 신뢰도3)(construct reliability)가 .7 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과 집중 타당도(convergent validity)가 확보되었다(김계수, 2007).
주요 적합도 지수는 χ2=72.441(p<.05), RMR=.029, CFI=.982, GFI=.949, RMSEA=.056
(.034~.077)으로 나타났다. χ2의 유의확률이 .05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χ2를 통한 모형의 유의성
검정은 표본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다(우종필, 2012). 따라서 χ2를 통한 모형 유의성 검
정의 대안으로 사용되는 Q값(χ2/df)을 확인한 결과, 1.767로 나타났다. Q값이 5 이하인 경우 적
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Arbuckle, 2006). 그리고 RMR 값이 .05 이하, CFI와 GFI 값이 .90
이상, RMSEA 값이 .1 이하로 나타나 적합도가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 전체 측정 모형 적합도
χ2

df

χ2/df

RMR

CFI

GFI

72.441

41

1.767

.029

.982

.949

RMSEA
.056
(.034~.077)

<표 5>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
구분

신뢰도 계수(Cronbach α)

멘토링 기능

경력개발 기능

.925

심리사회적 지원 기능

.914

역할모형 기능

.848

전체

.961

자기감성 이해

.783

타인감성 이해

.857

감성활용

.737

감성조절

.850

전체

.922

멘토 감성지능

∑
∑

경력 몰입

.830

전체

.968

∑
∑

2) 평균분산추출 = ( 요인부하량2) / [( 요인부하량2) + (오차분산의합)]
3) 개념 신뢰도 = ( 요인부하량)2 / [( 요인부하량)2 + (오차분산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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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α)를 산
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전체 신뢰도는 .968, 멘토링 기능의 영역별 신뢰도는 .848~.925, 멘토 감성지능의
영역별 신뢰도는 .737~.857, 경력 몰입의 신뢰도는 .830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변인별 수준 및 변인 간 상관관계
먼저 측정 도구 타당화를 통해 검증된 데이터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
석한 결과, 왜도는 -.844~-.466, 첨도는

–.433~127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멘토링 기능(독립 변인), 경력 몰입(종속 변인), 멘토

<표 6>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멘토링 기능, 멘토 감성 지능 및 경력 몰입의 상관관계
변인

M

SD

1

2

3

1. 성별

-

-

1

2. 연령

-

-

-.273**

1

3. 학력

-

-

.155

.025

.057

.113

1

.053

.042

.763**

.083

5. 직급

-

-

-.142* .766**

-

-.165

.219

**

.686

7

8

**

1

*

-.158 -.166**

7. 멘토링 기능

3.96

.60

.020

8. 멘토 감성지능

3.91

.55

.093 -.183** .007 -.266** .116 -.164** .766**

.89

**

9. 경력 몰입
*

3.37

.012

-.171

.027

9

1
1

-

-

6

.021

-

6. 재직기간

5

**

4. 소속

**

4

.026 -.323

.006

.021

.005

.114

1

.392

1
.388**

1

**

주 1) : p<.05; : p<.01
주 2) 성별: 남자=1, 여자=2; 연령대: 30세 이하=1, 31세 이상 35세 이하=2, 36세 이상 40세 이하
=3, 41세 이상 45세 이하=4, 46세 이상=5; 학력: 4년제 대졸=1, 대학원졸(석사) 이상=2; 소속:
ETC=1, OTC=2; 직급: 사원급(주임포함)=1, 대리급=2, 과장급=3, 차장급=4, 부장급 이상=5; 재직
기간: 1년 미만=1, 1년 이상 2년 미만=2, 2년 이상 3년 미만=3, 3년 이상 5년 미만=4, 5년 이상
7년 미만=5, 7년 이상 10년 미만=6, 10년 이상 15년 미만=7, 15년 이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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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성 지능(조절 변인) 인식 수준 및 각 변인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및 Pearson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A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멘토링 기능, 경력 몰입, 멘토의 감성 지능을 모두 긍
정적인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경력 몰입(3.37)은 멘토링 기능(3.96), 감성 지능(3.91)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멘토링 기능과
멘토 감성지능(r=.766), 멘토링 기능과 경력 몰입(r=.392), 멘토 감성지능과 경력 몰입(r=.388)은
모두 상호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2. 가설 검증
먼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멘토링 기능이 경력 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멘토링 기능, 경력 몰입을 상위의 잠재 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경력개발 기능, 심리사회적
지원 기능, 역할 모형 기능을 멘토링 기능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고, 경력 몰입은 단일 요인이
므로 경력 몰입 측정 문항들을 하위 요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멘토링 기능과 경력 몰입의 하위 변수는 경로계수가 모두 .4 이상이
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또한 경로의 계수는 .436(p<.001)으로 멘토링 기
능이 경력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합도 지수는 χ2=72.441(p<.05), RMR=.029, CFI=.982, GFI=.949, RMSEA=.056(.034~
.077)으로 나타났다. χ2의 유의확률이 .05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Q값(χ2/df)을 확인한 결과, 1.767
로 나타났다. 그리고 RMR 값이 .05 이하, CFI와 GFI 값이 .90 이상, RMSEA 값이 .1 이하로 나
타나 적합도가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 멘토링 기능과 경력 몰입의 경로계수
다음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멘토링 기능이 경력 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멘토 감
성 지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첫째, 멘토의 감성 지능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과 낮게
인식하는 집단의 경로계수를 비교하고 둘째,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계수를

․

통제하는 제약모형을 설정하여 자유모형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감성 지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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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을 기준으로 하여 멘토의 감성 지능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평균 이상)과 멘토의 감성 지
능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평균 미만)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집단 구분 결과, 멘토의 감성 지
능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127명, 멘토의 감성 지능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은 119명으로 나타
났다.
각 집단별로 멘토링 기능이 경력 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2],
[그림 3]과 같다. 분석 결과, 멘토의 감성 지능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멘토링 기능과 경력
몰입의 하위변수는 경로계수가 모두 .4 이상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한편 멘토의 감성 지능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멘토링 기능과 경력 몰입의 하위변수는 경
로계수가 모두 .4 이상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멘토링 기능이 경력 몰
입에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멘토의 감성 지능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287(p<.01), 멘토의
감성 지능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147로 나타났다. 즉, 멘토링 기능이 경력 몰입에 미치는

주 1) 경로계수는 표준화 경로계수를 나타냄.
주 2)

**

: p<.01;

***

: p<.001

[그림 2] 멘토의 감성지능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의 경로계수

주 1) 경로계수는 표준화 경로계수를 나타냄.
주 2)

**

: p<.01;

***

: p<.001

[그림 3] 멘토의 감성지능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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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멘토의 감성 지능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이 멘토의 감성 지능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보
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분석된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멘토링 기능과 경력 몰입을 연결하는 모
형을 자유모형으로, 멘토링 기능에서 경력 몰입을 연결하는 경로계수를 통제하는 모형을 제약

․

모형으로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자유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값이 47.301(p<.05), RMR=.062, CFI=.969, GFI=.945,
RMSEA=.058로 비교적 양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제약모형 적합도 지수는 χ2값이 105.261
(p<.05), RMR=.220, CFI=.888, GFI=.889, RMSEA=.106으로 나타났다. 차이검증의 경우 자유도가
1이 낮아질 때, χ2값이 3.841 이상의 변화를 보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Hair et al., 2006). 두 모형의 χ2값의 차이는 3.841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유모형이 더 우세하다
고 할 수 있다. 즉, 멘토의 감성 지능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멘토링 기능이 경력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멘토의 감성 지능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멘토링 기능이 경력 몰입에 미치
는 영향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자유모형과 제약모형 분석
2

구분

χ

df

χ2/df

RMR

CFI

GFI

자유모형

47.301

26

1,819

.062

.969

.945

제약모형

105.261

27

3.899

.220

.888

.889

RMSEA
.058
(.030~.084)
.106
(.085~.128)

Ⅴ.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멘토링 기능이 경력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
멘토의 감성 지능이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통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멘토링 기능 촉진, 멘토 감성지능과 경력 몰입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멘토링 기능은 경력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멘토로부터 경력 개발을 지원받고, 심리적 안정을 조력 받으며, 역
할 모형을 제공받을 때 프로테제는 자신의 경력에 대한 애착심이 형성되고 자신의 경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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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경향이 강화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백석기, 2014; 이화인, 박수성, 2006;
Ragins, Cotton, & Miller, 2000)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개인의 자기주도적인 경력
개발과 관리가 중요시되는 기업 사정을 감안할 때, 조직 차원의 집체 교육훈련 보다는 업무
현장에서 상사와 부하간의 개발지원 관계 형성에 의한 개인과 조직의 성과 창출이 절실한 실
정이다. 특히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업무 성과가 개인적 역량에 의해 좌우되고, 형식적 교육훈
련 기회도 부족한 상태이며, 이직과 전직이 잦은 상황이어서 직무성과 향상과 경력몰입 증진
을 위해서 멘토링을 전략적인 경력개발 방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A 제약회사

․

가 활용하고 있는 의무적 공식적인 형태의 멘토링 제도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자연적으로 멘
토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강명희, 유영란, 유지원,
2013). 또한 공식적인 멘토링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의
선발과 양성, 멘토링 성과에 대한 조직 차원의 보상과 장려책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멘토의 감성지능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멘토링 기능과 경력 몰입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멘토링 기능은 멘토의 감성 지능을 높게 인식한 집단
이 멘토 감성 지능을 낮게 인식한 집단보다 경력 몰입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조직 내에서 멘토링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지라도 멘토가 자신은 물론 프로테제의 감
성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적합한 감성을 발휘하는 행동을 할수록 프로테제의 경력 애착심이
보다 강화되고 경력목표 달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에
서 입증된 멘토링 기능과 조직 몰입(이규태, 심성우, 권한조, 2011), 멘토링 기능과 조직 적응
(김명옥, 2014)의 관계와 유사하게 감성 지능이 멘토링 기능과 경력 몰입의 관계도 조절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그러나 앞선 연구 결과들이 프로테제의 감성 지능을 조절 변수로 다룬 반
면 이 연구는 멘토링 기능과 경력몰입 관계에서 멘토의 감성 지능이 중요한 조절변수로 작용
한다는 것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최초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멘토링을 실시하는 기업들은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자체도 중요하지만, 효과
적인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멘토의 감성 지능 개발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인간관계훈련, 공감훈련, 집단상담 등 다양한 감성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멘토의
감성 지능 향상과 프로테제의 경력 몰입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멘토로 활동할 리
더나 관리자들이 커뮤니케이션, 코칭, 피드백 등 멘토링 효과 향상을 위한 스킬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멘토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더라도 프로테제와의 상호작
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멘토링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이다. 그리
고 멘토링 관계에 있어 매칭은 멘토와 프로테제의 경력 관심사, 개발 목표, 개인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멘토링 기능과 경력 몰입 관계에서 멘토의 감성 지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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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체 측정 모형 검증을 통해 통
계적 측면에서 동일 방법 편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나(Widaman, 1985), 동
일한 시점에서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동일 방법 편의의 문제
를 완전히 해결했다고는 볼 수 없다(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 2003).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감성 지능을 멘토의 입장에서 측정하는 등 각 변수들의 측정 시점을 달리하거나
응답의 출처를 다양화하는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라는 특정 산업 분야 구성원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특
성을 가지는 조직이나 산업군으로 일반화하여 적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에는 다양한 조직과 산업군을 대상으로 멘토링 기능과 경력 몰입, 감성 지능의 관계를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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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인식하는 멘토링 기능과 멘토 감성 지능, 경력 몰입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나아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멘토링 기능이 경력 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 관계에 있어 멘토 감성 지능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이론적 및 실천적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제약회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Noe(1988)의 멘토링 기능 측정
도구, Wong과 Law(2002)의 감성 지능 측정도구, Blau(1988)의 경력 몰입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회수된 251부 중 불성실한 응답이라고 판단되는 5
부를 제외하고 총 24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인식한 멘토링 기능은 경력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멘토의 감성 지능은 멘토링 기능과 경력 몰입의 관계를 조절하며, 멘토링 기능이 경력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멘토의 감성 지능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이 멘토의 감성 지능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멘토링 기능, 멘토 감성 지능, 경력
몰입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력 몰입, 감성지능 제고를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언
하였다.

주제어 : 제약회사 영업사원, 멘토링 기능, 감성 지능, 경력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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