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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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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focus on an empiricalresearch ofthewomenagementstyleofthe
enterpriseontheorganizationalperformancewithmoderatorroleofwomenemployment
ratioandCEOgender.
Organizational performance valuables are organization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citizenship and behavior:OCB and subjective financial
performance.Independentvaluablesarefamilyfriendlysystem andemotionalleadership.
.Moderatorvaluablesare womenemploymentratioandCEOgender.
21Cbusinessenvironmentneedstotheemotion& aninitiativespiritofemployeesand
managersandthepercentageof marriedfemaleemployee are increasing So,
organization wants to thewoman leadership instead ofthetraditionalleadership to
effectivelymanagetheemployees.
'Womenagement'isanew conceptemergedinbusinessadminstration recently.
ThatmeansthecompoundwordofWomen&Managementthatisthenewmanagement
style.
Totheempiricalresearchofthewomenagementstyleoftheenterpriseontheorganiz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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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distributesurveytotheonehundredandsixtyenterprisesinGwangju․
jeonnam
Thisstudyhasproposedtwelvehypothesis.andtheempiricalresearchresultssupported
three hypothesis.First,family-friendlysystemshavesignificantpositiveinfluenceson
financialperformance.Second,emotionalleadershiphassignificantpositiveinfluenceson
financialperformanceThird,emotionalleadershiphassignificantpositiveinfluenceson
affectiveperformance.Lastly,moderatorroleofwomenemploymentratioandCEOgender
havenosignificant.impact.
Afterall,theresearchresultshavethefollowingimplications.
First,uptothistime,family-friendlysystem wasoperatedforthecorporateimage
improve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But the research result has established
family-friendlysystemshavesignificantpositiveinfluencesonfinancialperformancesothat
CEO needstoreconstructthebusinessmind.Second,emotionalleadershipsuggestedthe
moreimportantthanthefamily-friendlysystem atthechangeoftheactionforthe
employees.Lastly,limitedpointwasmoderatorroleofwomenemploymentratioandCEO
genderhavenosignificant.impactthatwasguessedtherespondentsweremadeofoverthe
majorityoftheman

Toconclude,Theorganizationmustmakefulluseofthewomenbecausethatisa
primaryfactortothecompetitivepowerandprofits.Thatisthroughthefamily-friendly
systemandemotionalleadership

KKKeeeyyy wwwooorrrdddsss :::WWWooommmeeennnaaagggeeemmmeeennnttt,,,fffaaammmiiilllyyy---fffrrriiieeennndddlllyyy,,,eeemmmoootttiiiooonnnaaalll--- llleeeaaadddeeerrrssshhhiiippp,,,fffiiinnnaaannnccciiiaaalll
pppeeerrrfffooorrrmmmaaannnccceee,,,wwwooommmeeennneeemmmpppllloooyyymmmeeennntttrrraaatttiiiooo,,,CCCEEEOOOgggeeennndddeee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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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지난 2005년 5월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주부나 학생 등 취업 의사가 없는 여성을 제외한 15～64세 여성
중 일하는 여성의 비율을 말하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2006년 5월에 50.1%
를 기록했다.상장사 548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미 여성 인력은 20%를 넘
어섰다.경제활동에서 주로 보조자 역할을 했던 여성은 이제 경제를 이끄는 어엿
한 주체가 되고 있다(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7).
경제력과 구매력이 향상된 여성은 똑똑한 소비자로서 시장을 지배하고 선도하

는 역할까지 해내고 있다.여성은 주거 및 생활용품,식품은 물론 자동차,첨단 IT
기기까지 거의 모든 제품의 주된 마케팅 대상이다.뿐만 아니라 여성은 생산과정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슈머(Prosumer.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로서,
기존의 상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키는 공로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심지어 국가 경제가 여성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가리키는 위미노믹스
(Womenomics.여성과 경제학의 합성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리더십의 유형도 변화되고 있다.20세기가 카리스마적이고

권위적이며 하향적 방식의 '힘'으로 상징되는 남성적 리더십을 필요로 했다면,21
세기는 수평적이고 타협적이며 배려를 중시하는 상향적 방식의 '조화'로 대변되는
여성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여성적 리
더십에 대한 역할 및 개념에 대한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여성적 리더십과 관련하여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경

영 관리법이 바로 위미니지먼트(Womenagement)다.위민(women)과 매니지먼트
(management)의 합성어인 위미니지먼트는 표현처럼 성을 넘나들며 남성의 강인
함과 이성적인 토대 위에 여성의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을 조화시킨 효과적인 관
리법으로,양성의 장점을 두루 활용하는 감성 시대에 적합하다.실제로 미국,유럽
등에서는 이미 1908년대부터 'womeninmanagement'가 경영학의 독립된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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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았다.또 1990년대 이후부터는 유연성과 관계성을 강조하는 조직 관리 이
론들이 심도 있게 연구되기 시작했고 이 같은 일련의 연구와 움직임들은 곧 기업
조직의 여성적 특성의 도입과 확산으로 연결되었다.
최근 위미니지먼트의 개념이 도입되고 그 역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러한 위미니지먼트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이다.위미니지먼트는 기업의
경영 스타일로서 일반적으로 위계적이고 강압적이라기보다는 유연하고 수평적인
경영 방식을 말하며 이러한 경영 스타일의 핵심적인 요인은 <표 1>의 내용과 같
다.이와 같은 위미니지먼트의 스타일은 새로운 경쟁력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1>위미니지먼트의 8가지 핵심 요소

출처 :하민회(2007),『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내용을 참고로 재구성하였음

위미니지먼트

 권위의 힘을 이기는 배려와 보살핌

 적극적인 관계를 위한 수평적 의사소통

 소프트시대의 경쟁력, 섬세함

 유연한 경영의 기본기, 멀티태스킹

 아름다운 생활을 만드는 스타일링

 상처와 갈등을 완화하는, 치유력

 급변하는 시대를 헤쳐 나가는 힘, 윤리성

 신속한 적응이라는 경쟁력,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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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절절절 문문문제제제제제제기기기 및및및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및 여성성(femininity)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가
고 있다.조직이론 분야에서도 기존의 관료제적인 조직운영방식과 전통적인 리더
십 이론들이 암묵적으로 내재하고 있던 남성편향적인 시각에 대해 여성주의
(feminism)적인 관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새로운 경영환경 및 조직변
화 추세와 관련하여 이러한 여성성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활발한 재조명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배려,보살핌,대인관계에 대한 민감성,

집단이익의 중시,개방성 등이 여성의 특질로서 거론되어온 반면,효율성과 위계
성,강인함과 책임감,냉철함과 지배성,객관성에 대한 강조 등은 남성적인 특징으
로 인식되어 왔다(Eisler,1987;Gilligan,1993).이처럼 다분히 성 역할 고정관념
(sexrolestereotyping)을 바탕으로 한,조직에 대한 전통적인 관료제적 접근방식
은 남성적인 여러 특질들을 적극 장려하는 대신,여성성에 대해서는 이를 경시하
고 폄하하는 방식을 통하여 가히 '남성들의 세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조직세계를
일반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Alvesson& Billing,1992;Bowles,1993;Gilligan,
1993).

<표 2>남성과 여성의 성(gender)적 차이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산업구조가 점차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또한 기업이 당면하는 환경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커짐에 따라,이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다 유연하고 네트워크적

성(gender) 특질

남성
위계구조, 관료적, 효율성, 위계성, 강인함, 책임감, 냉철함, 

지배성, 객관성, 경쟁, 승리

여성
수평적, 네트워크, 보살핌, 대인관계의 민감성, 집단이익중시, 

개방성, 협력, 포용, 신뢰, 상호지원,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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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러 조직형태들은,기존의 남성적인 여러 특질들보다도 여성적인 원형이나 특
질에 더 가까운 새로운 경영관리 역량을 요구하게 되었다.즉,지식기반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이제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물리적인 힘보다는 지적능력과 감성적
인 지각에 의해 더욱 좌우되게 됨으로써 여성적인 능력과 특질들이 더욱 경쟁력
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Draft,2001).
뿐만 아니라,대부분의 조직들이 수직적인 위계구조와 관료제적인 조직운영방식

을 가급적 축소,지양하는 대신,이를 수평적이고 네트워크적인 팀 조직으로 전환
하게 됨에 따라서,경쟁과 승리만을 강조하는 남성적 특질보다는 타인들과의 협력
및 포용을 강조하는 여성적인 여러 특질들이 조직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새
로운 경영관리 역량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Helgesen,1990;Kotter,1998;
Marshall,1984;Morgan,1997).또한 이러한 논리와 주장을 뒷받침하는 많은 실증
자료도 제시되고 있다.한 예로,1996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100대 기업의 투자
수익률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여성 관리직 비율이 높은 상위 10% 기업의
총 수익률(27.6%)이 여성 관리직 비율 하위 10% 기업(20.7%)보다 유의미하게 높
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맥킨지 보고서,2001).바야흐로,여성성과 여성 인
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단순히 조직 내 남녀평등을 기하기 위한 시혜나 배려 차원
이 아니라,기업의 경쟁력과 이익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현실 경영과정 속에

서의 여성과 여성성은 여전히 많은 제약 속에 놓여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의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사업체들의 전
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는 30.3%를 점하고 있는데 비해,전체 관리직 가운데 여
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혜련,2005).
또한 대기업 105개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성 임원이 있는 기업은 단 17
개사(16%)에 불과했으며,그나마 여성 임원은 있어야 1-2명 정도에 그쳐,이른바
'유리천장 효과'(glassceilingeffect)라고 불리는 조직 내 수직적인 성 분리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우먼타임스,2003).실제로 2006년 노동부 조
사에 따르면,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546개의 사기업과 정부 부처 및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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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우 임원진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3%에 불과했다.더욱이 320개 사
기업과 95개의 공기업 중 사장,최고경영자 등 중역진에는 여성이 단 한명도 없다.
또한 2007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1990년대 53.4%에
서 2006년 63.9%로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이를 보면 2009년까지만 해도 남성의 비율

이 여성보다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2025년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게 되며,여
성의 학위 취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25세 이상 인구의 학력 분포역시 여성
이 남성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이다.이러한 여성에 대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그
에 따른 취업률이 <그림 4>와 같이 증가되면서 여성에 대한,여성을 위한 업무환
경 즉,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표 3>장래인구추계

자료:통계청,「장래인구추계」

<그림 1> 남녀평균임금격차

자료 :노동부,「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연도 총인구 (단위 :1,000명)
전체 여성 남성 성비

2009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48,747
48,875
49,277
49,326
49,108
48,635
47,734
46,343
44,521
42,343

24,265
24,334
24,570
24,646
24,602
24,444
24,087
23,489
22,657
21,609

24,481
24,540
24,707
24,680
24,506
24,190
23,647
22,854
21,864
20,734

100.9
100.8
100.6
100.1
99.6
99.0
98.2
97.3
96.5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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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학위취득자의 여성비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교육통계연보」

<그림 3>25세 이상 인구의 학력분포

주 :2005년 통계
자료:통계청,「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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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전문대,대학교,대학원 졸업생의 취업률

주 :2007년 통계
자료:교육인적자원부,「교육통계연보」

<그림 5>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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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처럼 고 연령 여성들의 취업 증가는 미혼 여성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의 취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며,취업여성 중 78.9%가 기혼여
성이라는 보고가 있다(통계청,2004).증가추세에 있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진입은
기업 내 직장과 가정 사이에 갈등을 겪는 근로자의 수를 증가시키고,기업이 근로
자들의 직장과 가정 사이에 조정을 가져오는 제도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함을 말해
준다.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움직임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
다.
Vodanoff(1988)는 이에 대해 기업들이 직장과 가정의 연계를 부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했다.그러나 이러한 갈
등이 결국 직장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
려할 때,이는 더 이상 가족만의 독립적인 문제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Munchinsky(2000)는 기업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감소
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만일 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의
태만,결근,이직률이 늘어나고 직무수행이 저하되기 때문에 결국은 직장에서
의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했다.그러므로 기업은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
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 기업에 대한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특히 그 동안의 기업경영 연구에서 여성 기업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조직특성과 여성경영자의 리더십,여성 기업에서 추진하
고 있는 네트워크 활동등 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미니지먼트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의해 여성
적 리더십중 하나인 감성 리더십을 통한 기업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이
와 더불어 가족 친화적 제도를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성과를
비교해 보고 조절변수로서 CEO의 성별 과 종업원의 성별 비율이 종속변수인
재무적 성과와 정서적 성과(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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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논문이 추구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은 연구 의문점에서 비
롯된다.
첫째,여성의 취업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직장-가정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제도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정서적 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둘째,기업의 CEO나 관리자가 감성리더십을 발휘할 경우 그 기업의 재무
적 성과에는 물론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정서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셋째,가족친화프로그램과 감성리더십을 도입한 기업 가운데 CEO의 성별
과 여성고용비율이 재무적 성과와 정서적 성과에 조절효과로 작용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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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본 논문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기
업을 대상으로 위미니지먼트 스타일을 측정할 변수로 가족친화제도와 감성
리더십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이 변수들이 재무적 성과 및 정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제1장은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연구의 범위 및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은 이론적 고찰에서는 여성적 리더십 및 가족친화프로그램의 개념을
설명하고,선행변수를 통한 결과변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로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4장은 연구방법으로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변수의 측정방법,설문지 구성
및 분석에 사용될 통계적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5장은 실증분석으로 변수의 신뢰도 검증 및 상관관계분석,요인분석,회
귀분석을 통한 연구가설 검증을 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한계점과 시사점을 언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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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제제제 111절절절 여여여성성성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111...여여여성성성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FFFeeemmmiiinnniiinnneeeLLLeeeaaadddeeerrrssshhhiiippp)))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여성의 성 역할과 관련된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그동안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또한 성(gender)고정관념의 관념적 폐해는 물
론,'유리천장 효과'(glassceilingeffect)와 같은 실제적인 피해와 차별에 대
해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문제와 비판을 제기해 온 결과,여성적 성 역할과
여성 리더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사실,초기에는 조직 내 성(gender)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각된 이유가 '희
소성 효과'(scarcityeffect)에 힘입은 바 컸다고 볼 수 있다.즉,여성들의 사
회참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조직 내에서 리더의 위치에 오르는 여성의 수
가 과거보다는 조금씩 늘어났지만,아직도 여성이 리더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여성 리더는 어디까지나 '희소한'존재로서 관심의 대상
이 되기 시작하였다.여기에서 과연 여성이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는가,혹은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적 리더십 스타일은 과연 다른 것인가,그리고 부하들
이 보는 상사에 대한 태도는 상사의 성(gender)과 관계가 있는 가 등이 사람
들의 새로운 관심을 끄는 연구주제가 되어 갔다(김양희,1992).
그러나 여성 리더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한 더욱 중요한 이유는,조
직 자체의 변화 필요성에 있었다.조직이 당면하는 환경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점차 커져 가면서,전통적인 관료제적 조직운영과 가부장적인 리
더십의 비효율성이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불만과 대안적 리더십에 대한 욕구
가 증대되어 갔다는 점이다.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이제는 단순한 남
녀평등의 배려 차원이 아니라,실질적인 조직효과성의 제고를 위하여 여성적
리더십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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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여성적 가치에 의해
주도되는 조직은 한편으로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조직화 양식들과,다른 한편
으로 감성적이고 주직관적이며 유기적인 행동 양식들을 더 잘 조화시키고 통
합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관점에서,날로 증대되어 가
고 있는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한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팀제와 수평적 조직 등 유연하고 네트워크적인 조직형태들은 기존의 남
성적인 특질보다 여성적인 특질들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즉,기
존의 엄격한 관료제적 조직위계를 따뜻한 '포용의 네트워크'(webs of
inclusion)로 대체하고,신뢰와 상호지원,격려와 상호존중으로 특징 지워지는
포용적 관계에 기초한 공동체와 조직문화를 건설해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조
직세계를 지배해 왔던 남성성보다는 여성성과 여성지향적인 여러 가치들이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Helgesen,1990;Morgan,1997;
Rosener,1990).
또한 리더십에 있어서도 여성성이 가진 독자적인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하
였다.이러한 취지에서 Loden은 일찍이 '여성적 리더십'(feminineleadership)
의 효과성을 강조하였다(Loden,1985).그에 따르면 오늘날 조직구성원들은
전제주의적 리더십을 거부하고 팀 위주의 참여적 관리구조를 선호하기 때문
에,팀 구조와 협동적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적 리더십이 위계적 구
조와 전제적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더욱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Loden은 전통적 리더십과 여성적 리더십의 차이를 권력 개념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다.그는 권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우리가 권력을 얻는 원천은 크게 지위에 의한 권력(position
power)과 개인적 권력(personalpower)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이 때,
지위 권력의 원천은 일반적으로 물적,인적,재정적,기술적 차원에 대한 할
당과 통제권한,그리고 조직 내 계층에 따라 규정된 직위 등을 의미한다.반
면,개인적 권력의 원천은 과제에 대한 전문성,대인관계 유능성,그리고 카



- 13 -

리스마 등을 들 수 있다.Loden에 의하면,전통적 리더십은 주로 지위 권력
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반면,여성적 리더십은 개인적인 권력 원천에 기반
하는 경향이 크다.아울러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여성적 리더십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직감이나 공감에 기초한 해결을 시도하며,권한과 정보를
공유하고,구성원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스타일을 보임으로써 협동
적인 팀워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보다 현대적인 조직운영에 더욱 부합하는
리더십 스타일일 수 있다.

<표4>전통적 리더십과 여성적 리더십의 비교

이런 맥락에서 볼 때,Rosener가 주장한 '상호작용적 리더십'(interactive
leadership)역시 사실상 여성적 리더십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
(Rosener,1990).그에 의하면,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빈번하게 거래적 리더
십이라고 일컬어지는 리더십 스타일을 보인다.즉 남성 리더들은 흔히 업무
를 부하직원들과 갖는 일련의 거래로서 인식하고,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불충분한 업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행사
한다.따라서 남성들은 기업조직에서의 직책과 공식적 권한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 보다 변혁적인 성격이 강한 리더라고 판정된 다수의

구구구분분분 전전전통통통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여여여성성성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
활동 스타일 지시와 통제 협동
조직구조 관료제 조직 팀 조직
기본목적 양적 성과 질적 결과물
문제해결 및
권력행사스타일

규칙과 객관적 분석에 의
존,지위권력에 기초한 영
향력 행사

직감,공감의 활용,개인적 권
력에 기초한 영향력 행사

주요 행동특성
높은 통제,지시적,거래적
리더십,일방적,권한과 정
보의 비공유

낮은 통제,감정이입,협동적,
높은 수행기준, 상호작용적,
권한과 정보의 공유,참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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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리더들은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이들은 무엇보다 조직구성원
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는데,이러한 점을 부각시켜
Rosener는 이를 '상호작용적 리더십'이라고 지칭하였다.그가 주장한 상호작
용적 리더십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를 장려하고,권한과 정보의 이동
을 당연시하며,정보와 권한의 공유를 통해서 부하와 동료에게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결론을 도출하게 만든다.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적 리더십을 가진
여성 리더들은 조직 내 권력이 리더가 가진 카리스마나 대인관계 기술,그리
고 열심히 일하고 개인적인 접촉을 잘하는 등의 대인적인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이지,그에게 부여된 직책이나 지위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
고 보았다.이러한 여성 리더들은 그들의 열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신명
나게 만듦으로써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Rosener가 주장한 상호작용적 리더십은 여성 리더들이 남성지배적인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여성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적응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즉,많은 경우 여성들은 조직 내에서 현실적으로 남
성과 다른 경력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이들은 주로 라인과 현업 직책
보다는 지원 스텝,또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인력관리 분야에 주로 종사해 왔
던 것이다.여성 리더들이 처한 이러한 조직 현실은 여성이 다른 사람을 지
배하는 공식적인 권한이나 자원통제 권한 없이 주어진 일을 성취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고,그 결과 이들은 자신이 가진 최대의 이
점,즉 신뢰와 상호존중,격려와 상호지원 등 여성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는 나름대로의 상호작용적 리더십을 발전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Rosener는 기업 조직을 둘러싼 새로운 대외 환경의 변화가 바로
이러한 상호작용적 리더십을 오늘날 조직에게 더욱 긴요한 경영역량이자 실
제 조직성과를 좌우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았다.즉,기업의 외부환경의 변화는 물론,젊은 세대 전문직 종사
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조직 내 새로운 인적 구성의 변화 추세는,명령
과 통제에 기반을 둔 전통적 리더십보다는,상호작용적 리더십이 조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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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고도로 경쟁적이며,다양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
과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22...여여여성성성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의의의 유유유형형형
여성적 리더십 활동 스타일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며,조직구조는 위계조
직 대신 수평으로 된 팀 중심이 된다.여성적 리더십의 기본 목적은 양적 성
장보다 질적 결과물에 있고,문제해결은 직감과 합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결국,여성적 리더십 모델에서는 직급 간 통제를 최소화 하고,조직 구성원간
의 감정이입과 협동을 통해 높은 수준의 수행결과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1)감성 리더십의 개념
여성적 리더십 유형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표 5>와 같이 그 유형을 구분
하고 있는데, Joan(1976)은 여성적 리더십을 '공유적 리더십(Shared
leadership)'이라고 주장한바 있으며,Rosener와 Schwarz(1980)은 전통적인
리더십과 새로운 리더십을 알파 리더십과 베타 리더십으로 칭하여 구분하였
다.알파 리더십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이며,양적인 사고에 기초하며 위계적인
권위관계에 의존하는 반면에 베타 리더십은 통합,직감,질적 사고,적응적
지원관계에 의존한다.알파 스타일은 여전히 특정 조직에서 적합할 것이지만,
베타 스타일은 현대조직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또한 베타
스타일은 리더십이 특정한 성에게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
에게 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Rosener(1990)은 여성적 리더십을 상호작용적 리더십(interactive
leadership)이라고 명명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연구에 응답한 여성리더들이 적
극적으로 조직 구성원들과 상호작용(interactive)함을 들었다.
Seltzer& Bss(1990)는 부하들에게 우호적이고 지원적인 방식으로 행동하
고 관심을 보이는 리더십으로 배려 리더십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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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리더십은 부하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리더와 부하 및 부하들 사이의
신뢰성,온정,친밀감,상호존중,그리고 상호협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는 리
더행동을 말한다(이학종,1998).
Bass(1985)는 상황에 맞게 조직을 변화시켜 나가야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인 전통적 리더십이론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조직원들에게 믿음과 존경을 심
어주어 사명감을 갖게 하는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leadership)을 설
명한다.고학력자들은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지적경험을 자극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과 각성을 시켜주는 리더 아래서 일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는
것이다.단순히 계약한대로만 수행한 것에 보상하는 리더는 개인적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인력들에게는 활력소를 주지 못한다(안한숙․김혜숙,1995:
149-150).
여성리더들이 부하직원의 참여를 장려하고 권한과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에
서 변혁적 리더십이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다.그리고 여성들은 남성 보
다 기득권이 적으므로 개인의 카리스마나 개별적인 배려 등으로 일을 조직하
고 구성원의 변화를 새로운 방법으로 이끌어내는 시도를 하는데 있어 남성보
다 더 적합하다고 인정받는다.
마지막으로 개념이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는 서로 대립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이라고 주장하는 감성리더십
을 여성적 리더십을 대표하는 변수로 본 논문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Ciarrichi,Chan& Capuri,2000).
Goleman,Boyatzis& Mckee(2002)의 감성적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건설적인 노력을 효율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가진 감성
적이고 사회적인 스킬을 개발하여 응용하는 것이라고 했다(Feleman,D,
1999).한마디로 리더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잘 이해하고 부하의 감성 및
필요를 이해하고 배려함과 동시에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자연스럽게 조직
의 구성원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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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여성적 리더십 유형
선행연구 리더십유형

공유적 리더십
와 베타 리더십

상호작용적 리더십
감성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배려 리더십

자료:선행연구를 토대로 논자 재구성

감성적 리더들은 한마디로 높은 감성지능(Emotionalintelligence)을 가진
리더들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절하며,긍정적 결과를 얻기
위해 감정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지금까지 감성지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의 주류는 '능력모형(ability
model)'과 '혼합모형(mixed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능력모형(Mayer,
Salovey,& Caruso,2004;Mayer,Dipaolo & Salovey,1990;Mayer&
Salovey,1993,1997;Salovey& Mayer,1990)은 감성지능을 '사회적 지능의
하위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식별하여,이 정보를 사고와
행동의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Salovey & Mayer,
1990).다시 말해,감정과 이성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성을 촉
진하고 이성적으로 추론하도록 감정을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Mayer&
Salovey,1997).혼합모형(Goleman,1995,1998;Goleman,Boyatzis& Mckee,
2002;Bar-On,1997)은 감성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자신을
동기부여 시키며,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Goleman(1995)은 자기인식(self-awareness),자기조절(self-regulation),동
기부여(motivation),공감(empathy),사회적 스킬(socialskills)등을 감성지능
의 주요한 하위영역이라고 주장했다.이 두 모형의 근본적 차이는 능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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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서와 인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감정으로부터 초래되는 정보를
인식하고 추론하는 감정관리 자체의 능력으로 보는데 반해,혼합모형은 감성
지능을 사회적 행동,기질,역량 등 비인지적 영역을 포괄하는 보다 총체적
능력으로 본다는 점이다.따라서 능력모형은 지능으로서의 개인적 속성을,혼
합모형은 이러한 지능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역량을 보다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감성지능에 대한 학자들 간의 개념적 이견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Ciarrochi,Chan& Capuri(2000)은 감성지능의 문헌
들을 검토하면서 다양한 감정지능의 측정은 결국 자기감성이해,타인감성이
해,감성조절,감성 활용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감성리더십의 4가지 영역
감성지능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네 가지 하위영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Davies,Stankov& Roberts,1998;Law,Wong& Song,2004;Mayer
& Salovey,1997;Salovey& Mayer,1990;Ciarrichi,Chan& Capuri,2000;
Ashkanasy& Dous.2002).
① 자신의 감정에 대한 평가와 표현; 자기감성이해 (Appraisal and
expressionofemotionintheself):이것은 자신의 깊은 감정을 이해하고 자
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이러한 영역에서 뛰어난 개인들
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 자신의 감정을 보다 더 잘 감지하고 인식한다.
② 타인의 감정에 대한 평가와 인식; 타인감성이해 (Appraisal and
expressionofemotionintheothers):이것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이러한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보다 민감할 뿐 아니라 그들의 감정적 반응을 보다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③ 자신의 감정조절;감성조절 (Regulationofemotionintheself):이것
은 심리적인 좌절에서 보다 빠르게 자신을 회복시키는 것 같은 감정조절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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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말한다.이러한 영역에서 뛰어난 개인들은 기쁘거나 화가 난 뒤에 정상
적인 상태로 빠르게 복원할 수 있다.또한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통제하고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④ 성과 촉진을 위한 감정의 사용;감성 활용(Useofemotionoffacilitate
performance):이것은 건설적 활동과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
을 활용하는 능력이다.이러한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 자
신을 격려하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
다.

333...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의의의 효효효과과과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감성적 리더는 감성지능이 뛰어난 리더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읽고 표현하며,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함은 물론 더 높은 성과를 낳
기 위해 감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리더라고 정의한다(Davies,Stankov&
Roberts,1998;Law,Wong& Song,2004;Mayer& Salovey,1997;Salovey
& Mayer,1990;Ciarrichi,Chan& Capuri,2000;Ashkanasy& Dous.2002).
리더십의 측면에서 볼 때 감성적 리더는 감성지능을 단지 개인적 속성으로
정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효과적인 리더십의 핵심적 역량으로 간주한다
(Goleman,Boyatzis& Mckee,2002;George,2000,Prati,Douglas,Ferris,
Ammeter& Buckly,2003).특히 George(2000)는 감성지능의 각 차원들이 리
더십의 효과성에 다양한 방식으로 공헌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첫째,감성지능이 높은 리더들은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평가하고,이를 효
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때문에 개인 차원의 자기인식과 관
련되어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다.
둘째,감성지능이 높은 리더는 감정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황에
서 감정적 반응을 예측함으로써 팀 구성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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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감성지능이 높은 리더는 감정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역할뿐 아니라 성과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리더의 감정관리 능력은 위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합하여 자신의 방향
을 결정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안내한다.이는 리더의 감정관리가
효과적인 팀을 만들고,팀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량임을 역
설한다.
결국 정서적으로 유능한 감성적 리더들은 부하들에게 높은 공감력을 발휘
하며,부하들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한다(Ashkanasy & Tse,
2000).
더 나아가 집단 수준의 감정인식(awarenessofemotion)과 감정조절의 역
량(regulationofemotion)을 강화하는 규범을 만듦으로써(Druskat& Wolf,
2001)집단 내 정서적 차원을 의미 있게 축적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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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111...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의의의 개개개념념념
현대사회의 많은 연구자들은 직장의 일원으로서 요구와 가정의 일원으로서
요구 사이에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가족친화(Familyfriendly)는 이러한 직장과 가정 사이에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최근 근로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동과 이들의 가족과 개인생
활에 대한 높은 배려 등의 추세 때문에 기업들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가족친화제도라는 개념이다.
가족친화제도는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서구사회가 여성의 사회진
출 증대와 가족형태의 변화,남녀근로자의 의식변화 등을 경험하면서,근로자
의 가정책임에 대한 배려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이다.가족친화제도에 관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는 없으나,일반적으로 남녀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
의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내부의 제도를 말한다.
Rodger(1992)는 가족친화제도에 관한 기업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첫째,노동인력의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둘
째,피고용인의 관점 변화,셋째,비유연성이 생산성에 반비례한다는 증거 등
을 들고 있다.Terry(2000)는 가족친화제도를 인적자원관리의 한 영역으로서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한다.
Galinsky,Friedman과 Hernandez(1991)는 가족친화제도의 발전을 3단계로
서술하고 있다.1단계는 회사에서의 육아 및 소개서비스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복지의 발전,2단계는 직장과 가족 문제에 대한 최고 수준의 몰입
이 나타나고 단편적인 접근에서 통합적인 접근으로 가는 단계로,3단계는 가
족친화제도가 전체 경영전략의 부분이 되는 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가족친화제도에 기반을 둔 가족친화기업이란 일-가족 두 역할이 공
존하여 삶 속에서 통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경영주가 가족 친화적 문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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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마련해주는 기업을 말한다.

222...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의의의 유유유형형형
가족친화제도는 그 내용 면에서 일반적으로 휴가나 휴직제도,탄력적 근무
제도,자녀양육 지원제도,부양가족 지원제도,근로자 지원제도로 분류된다.

1)휴가나 휴직제도
일과 가족 양자의 균형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근로자들은 자녀 양육이나 가
족 간호휴가와 같이 직장을 유지하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나 휴직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이러한 휴가나 휴직제도에는 산전후휴가제
도,육아휴직제도,남성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제도나 육아휴직제도,가족
간호휴가제도,무급휴가제도가 포함된다.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
해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휴가를 주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출산
휴가와 부모휴가를 포함한다.
최근 들어 기업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남성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제
도나 육아휴직제도란 남성근로자가 자녀 양육이나 가사 노동에 참여할 수 있
는 시간을 제공해주는 제도를 말한다.남녀의 가사부담에 대한 인식이 변화
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요구되는 가족친화제도의 한 예이다.
가족간호휴가제도란 육아나 병중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기 위한 휴
가를 의미하며 병가처럼 가정의 일을 위해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는 제도이
다.최근 들어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안녕을 위해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휴가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2)탄력적 근무제도
가족친화제도 중 탄력적 근무제도는 실증연구의 주요 관심의 대상의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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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연구 결과 탄력적 근무제도가 시행될 때 결근 및 이직률이 줄고 직
무만족이나 생산성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Narayanan
& Nath,1982;Pierce& Newstrom,1983).또한 근로자의 사기진작,스트레
스 감소,경영주에 대한 충성심과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한다.
Ralson(1990)의 연구에 의하면 탄력적 근무시간제도는 특히 여성의 직장과
가정의 책임조정,결근율 감소,업무성과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자녀를 가진 여성 관리자들이 탄력 근무시간제도를 이용한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보였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간 탄력성을 제공해줌으로써 직장과
가족 영역의 일을 보다 더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시간 탄력성
이 확보됨으로써 자녀의 양육문제와 노인 부양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준다.
탄력적 근무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직무 공유제,선택적 근로시간제,재
택 근무제,단시간 근로제,직무대체제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
직무 공유제란 두 명의 근로자가 공동 책임을 가지고 하나의 직무를 공유
하는 것으로서,한 쌍의 근로자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연속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들이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이 프로그램을 맞벌이 부부가 서로의
일정을 조정하여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을 자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장-가정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를 준다.
재택 근무제란 컴퓨터 및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사가 아닌 장외에서 근무
가 가능한 제도로서,별도의 탁아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단시간 근로제란 1주일에 40시간미만으로 일하는 조건의 근무제도로,특히
출산과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제도이다.

3)자녀양육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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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육
아의 문제이다.따라서 자녀양육 지원제도는 중요한 가족친화제도의 하나로
근로자들이 부모로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이를 보살피는 데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켜준다.
자녀양육 지원제도에는 보육수당제도,자녀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
직장 탁아제도 혹은 외부 보유기관과 연계제도,취학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보육수당제도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이 이에 관련
된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 탁아제도 혹은 외부 보육기관과 연계제도는 기업이 직접 탁아소를 운
영하거나 탁아 서비스를 찾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보육 서비스는
1950년대부터 활용되기 시작했으나 1980년대 이후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행되
었다.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는 사외의 보육정보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취업 부모들이 희망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이는 육아 및
노인 부양에 대한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제공하고 법률적인 상담제공도 포함
한다.
이처럼 근로자들이 자녀양육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직장과 가정생활의
전형적인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핵심인재 유치와 유지를 향상시키는 등 이용
자들이 비이용자들 보다 더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보인다(Kossek& Victor,
1992).

4)부양가족 지원제도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노인부양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이로 인해 노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기업에
서도 근로자의 노인 가족 부양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노인부양의 책
임이 있는 근로자의 20%가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문제를 일으키고 28%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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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이다(Milford,1992).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노인 부양을 위한 탁노 제도(elder-careprograms)가
활성화 되고 노인을 돌보는 인력 알선 등과 같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해준다.부양가족 지원제도는 탁노 제도,가족 간호 관
련 비용 보조제도,장애 가족을 위한 특별 지원제도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
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제도는 근로자가 아픈 자녀나 노인부양 등의 문제
로 퇴직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드는 교육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근로자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높여준다
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우리나라 기업들의 도입한 가족친화제도 중 가장 언
론에 많이 거론되는 제도 중 하나이다.근로자 지원제도는 가사활동과 관련
된 정보 및 서비스 제도,가사 관련 행정 및 법률상담제도,가족초청행사나
교육 등의 정기적인 가족치화행사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진단해서 이를 지원하는 근로자 지원제도
는 근로자의 결근,지각,이직,사고 등의 개인적인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자
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근로자 지원제도는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교육과
상담 등을 제공해주는 제도로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나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EmployeeCounselingProgram)로 알려
져 있다.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은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치료와 같은 좁은 범
주의 상담으로서 근로자의 직무성과를 방해하는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전략이
다.반면에,근로자상담 프로그램은 노동인력의 다양화에 따라 제기되는 복잡
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좀 더 폭넓은 접근 방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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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근로자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결근,지각,이직,사고,상해 등의
개인적 문제를 완화시키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조직의 직무성과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위와 같은 가족
친화제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가족친화제도 및 유형

333...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의의의 효효효과과과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효과적인 인적자원정책은 생산성 향상이나 근로자의 직무몰입 및 이직률
감소 등을 가져온다(Winters,1995).이에 Perry-Smith와 Blum(2002)은 이러

가족친화제도 유형

휴가나 휴직제도

① 법규 이상의 산전 후 휴가제도
② 육아휴직제도
③ 남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④ 가족간호 휴직제도
⑤ 무급휴가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직무공유제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자유출퇴근제)
④ 재택근무제
⑤ 단시간 근로제
⑥ 직무대체제

자녀양육 지원제도
① 보육수당제도
②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
③ 직장탁아제도,외부 보육기관과 연계제도
④ 취학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서비스

부양가족 지원제도
① 탁노제도
② 가족 간호 관련 비용 보조제도
③ 장애가족을 위한 특별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① 가사활동과 관련된 정보 및 서비스 제도
② 가사 관련 행정 및 법률상담제도
③ 가족초청행사나 교육 등의 정지적인 가족친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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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적인 인적자원정책의 한 영역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제시하였다.<표 7
>과 같이 가족친화제도는 경영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여러 연구
가 이뤄져왔다.
경영성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근로자의 이직률감소 등과
같은 정서적 성과와 시장점유율 향상이나 수익률 증가등과 같은 시장성과이
다(Delaney& Huselid,1996;Perry-Smith& Blum,2000).

<표 7>가족친화제도와 경영성과관계의 선행연구
선행연구 연구결과

와 가족친화제도가 조직성과 및 시장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줌
조직연령과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가족친화제도를 부분적으
로 조절함

와
가족친화제도 도입은 근로자의 조직몰입을 증가시키고 이직
의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유자녀 근로자의 경우 자녀양육지원 및 정보제공이 조직 몰
입에 미치는 효과가 큼

와 근로자 유지효과가 크며 특히 육아휴직제도나 정시 퇴근제
는 근로자 유지에 매우 효과가 큼
가족친화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주식시세에 차이가 있음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관한 발표는 주주들에게 영향을 줌

Narayanan와
Nath(1982)
Pierce와

Newstrom(1983)

탄력적 근무제도는 결근 및 이직률을 줄이고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며,근로자 개
개인의 생활스타일 차이를 허용하고 개성을 존중하여 구속
감의 감소를 줌
가족친화제도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스트레스 감소,충성심
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옴

Farmer(1985) 가족친화제도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조직 지원이 많아,경
력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Orthner와
Pittman(1986)

조직이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함으로써,근로자 자신뿐 아니
라 가족에게까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근로자들의
직무 몰입을 더 높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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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족친화제도 도입의 영향요인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2007

Googins
Gonyea와
Pitt

Catsouphes(1995)

결근율과 이직률의 감소를 가져오고,인재유치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효과를 줌

Beuavais와
Kowalski(1993)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조직의 경우에도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 친화제도는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Osterman(1995)
조직이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한다면 여성 관리자들의 경력
몰입이 높아져 남성들과 동등한 승진이 가능하고 이는 여성
의 동등한 재정적 성공에도 기여할 수 있음

Honeycutt와
Rosen(1997)

근로자들은 가족친화제도를 제공하는 조직을 선호하며,남
성 근로자에게도 효과적임
근로자들은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유연한 작업환경이 되는
것을 요구함

Kossek와
Victor(1992)

직장과 가정생활의 전형적인 불균형을 감소시켜 근로자들은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보임
가족친화제도 도입 이전보다 도입 이후 근로자의 유치와 유
지를 향상시킴

Delaney와
Huselid(1996)

가족친화제도는 조직성과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 향상이나
수익률 증가와 같은 시장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Morgan과
Milliken(1992)

더 광범위한 가족친화제도를 제공하는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더 높은 조직효과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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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 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111...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와와와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의의의 범범범위위위
기업 성과는 기업의 성장성,수익성 등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이를 달성한

정도로 정의한다(Venkatraman,1989).전략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성과 변
수는 객관적 성과에 관한 것과 주관적 만족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성과는 시장 점유율,매출 성장률,투자수익률과 같은 성장성과 수익
성 관련 지표가 있다(오세진,김기영,1991).일반적으로 기업성과라는 용어는
수치로 표시되는 재무적 성과로 지칭한다.기업이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 새로운 전략과 혁신적인 운영 프로세서를 도입한 경우에 경영자들은 과
거 수십 년간 사용하였던 투자수익률,매출액 신장률,영업이익과 같은 재무
비율을 활용하여 단기적 재무성과를 측정하고 있다.이러한 단기적 재무성과
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 그야말로 단기적으로 그 효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뿐이다.미래의 환경변화 하에서는 이러한 재무적 성과 측정치들이 경쟁전략
을 수립하는데 계속 활용되어질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재무적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기에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기
업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주관적 만족인 정서적 성과
(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의미하는 조직 몰입이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어 온 이유는 회사에 고(高)몰입하는 종업원들이 이직률이나 결근율이
유의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성과를 향상시키고 또한 조직 행동을 증가시키는
등,조직 내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일 것이다(MathieuandZajac,
1990).이러한 이유로 조직몰입은 국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
어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이은희,2000;장재윤,2004;
Chang,1999;Ko,PriceandMueller,1997).
Osterman(1995)는 소위 고성과(high-performance) 혹은 고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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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commitment)시스템을 실행하려고 하는 기업일수록 종업원의 몰입수
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
웠는데,연구결과 직장-가정 프로그램과 고몰입 작업 시스템의 사용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있음을 밝혀냈다.
여기에 오늘날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조직혁신,유연성,생산성,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이 중요시되면서 그 이론적 관심이 높아진 조
직시민행동(OrganizationalCitizenshipBehavior:OCB)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고자 한다.

222...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의의의 유유유형형형
기업특성별 경영성과에 관련된 기준 연구에서 경영성과의 개념이 다양하

게 제시되고 있는데,재무적 성과는 주로 기업의 수익성,성장성,안정성 등
재무 상태에 관한 것이다.이러한 재무지표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관련 재무제표에서 산출된다.재무적 성과를 포함한 경영성과 또는 기업성과
를 Gupta and Govindarajan(1984)은 총자산이익률과 매출액이익률을,
VenkataramanandRamanujam(1987)은 매출액증가율,투자(총자산 또는 순
자산)수익률,자기자본이익률을,TrailerandHill(1993)은 매출액변동,매출액
이익률,자기자본이익률,매출액,투자수익률,순이익,자산이익률을 사용하였
다.최만기(1989)는 성장성 지표로 매출액증가율과 순이익증가율,수익성 지
표로 매출액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그리고 안정성 지표로 부채비율,유동
비율 및 당좌비율을,조영복(1994)은 기업의 성과지표로 인지적 성과와 재무
적 성과를 측정하였는데,재무적 성과로 4년간의 매출액,매출액증가율,순이
익,순이익증가율을 제시하였다.김인묵(1995)은 효과성 측면에서 매출액성장
률,효율성 측면에서 매출액이익률,총자산이익률로 구분하였다.최종민(2000)
은 인지적 재무성과와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였는데,재무적 성과로 총자산이
익률과 매출액이익률을 제시하였다.Robinson(1998)은 재무적 성과지표로 매
출액변동 또는 매출액증가율,매출액,순이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매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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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총자산이익률,납입자본이익률,자기자본이익률의 3년 평균치를 사용하였
다.유성은(2007)은 기업의 윤리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에서 재무적 성과 측정을 위해 매출성장률,매출영업이익률,시장점유율을 사
용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재무적 성과 변수로 매출성장률,매출영
업이익률,시장점유율을 사용하였다.

<표 8>재무적 성과의 기술 통계치
(단위:%)

333...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의의의 유유유형형형
정서적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의 2가지 유형의

변수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1)조직몰입
① 조직몰입의 개념
몰입(commitment)이라는 것은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지의 결합으로서 개인
이 가지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가치관의 일치를 통하여 심리적인 애착 또는
소속의 욕구를 유발시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소유하거나 특정한 대
상에 공헌 하는 것을 의미한다(O'Reily& Chatman,1986).여기서 조직몰입
을 조직적 차원에서의 몰입(organizationcommitment)이라고 한다면 조직구
성원 개인적 차원의 목표달성과 조직 간의 연속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홍성관,2007).
조직몰입(OrganizationalCommitment)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조직몰입과 관련된

재무적 성과
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중앙값 최소값

매출성장률 3.33 .812 5 3 2

매출영업이익률 3.23 .837 5 3 2

시장점유율 3.40 .858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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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변수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하며,조직몰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조직에 남아 있으려는 성향을 일반적으로 더 잘 나타내어 주기
때문이다(Bateman& Organ,1983).
조직몰입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으며,
조직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로서(Beckeretal.,1995;Hunt&
Morgan,1994)경영학 뿐 아니라 사회학,종교학,정치학,심리학,교육학 등
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하지만,조직몰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연구
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편화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Pobertson& Tang,1995;Reed,Young & Mchugh,1994;Wood&
Albanese,1995).그 결과 조직몰입의 개념은 <표 9>에서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다.

<표 9>조직몰입의 개념
연연연구구구자자자 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의의의 개개개념념념

Williams&
Anderson
(1991)

한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와 몰입의 상대적 정도,즉
개인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 얼마나 일체감을 가지고
몰두하느냐 하는 정도를 가리킨다고 정의

Becker(1980)

교환론에 입각하여 부수적 투자이론을 제시하였으며 조직
몰입이란 "만일 행동이 비연속적일 경우 잃게 되는 부수적
투자의 축적 때문에 개인이 계속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성
향"이라고 정의

Brown(1968)

조직구성원의 의식과 관련이 있고 개인의 현재 직위를 반
영하는 것이며,특별히 예측잠재력이 있어서 성과,직무,동
기,조직에 대한 공헌 등의 조직성과 변수의 예측을 가능하
게하며,동기유발요인들의 차별적인 적합성을 제시하는 것

Buchanan(1974)수단적 가치와 상관없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이와 관련하
여 자기의 역할과 조직 그 자체에 대한 정서적 애착심

Grusky(1966) 조직에 대한 구성원 관계성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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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8

Hallet.
al.(1970)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점진적으로 통합되거나 일치
되는 과정

Hrebiniak&
Alutto(1972)

다른 조직에 가면 현재보다 우호적인 직장풍토가 있다고
해도 현재의 조직을 떠날 의사가 없는 것

Mowday,Poter
&Steers(1982)

조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으로 정의하
고 개념적으로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한 강한 신뢰
와 수요,조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려는 의사,조직의 구성
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한 욕구 등으로 특징

O'relly&
Caldwell(1980)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돌이킬 수 없
고 자의적인 행위로부터 형성되는 것

Poteret.al.(1974)현재의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와 몰입의 강도
Power&
Smith(1970)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와 수용,
조직을 위해 애쓰려는 의사,조직구성원으로 남아 있고자
하는 의욕

Salansick&
Pfeffer(1978)

개인이 자신의 행위가 구속되고 자신의 활동과 몰입을 유
지시켜 주는 신념의 결속상태

Scholl(1981) 조직구성원으로 남아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고 혁신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잠재적인 힘

Sheldon(1971)
개인의 정체성을 조직에 연관시키거나 애착을 갖도록 하
는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일
하려는 의도 및 지향

Streers(1977) 특정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와 상대적 강도
Wiener(1982)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유발시키는 내면화된 규

범적 압력

유기현(1999)

종사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
지고 몰두 하느냐의 정도를 가리키는 개념.즉 조직에 대한
충성,동일화 및 참여의 견지에서 조직구성원이 가지는 조
직에 대한 성향을 의미

이재훈(2000)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과 조직을 위해 상
당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 및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남기를
바라는 강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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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직몰입의 접근방법
조직몰입에 대한 접근 방법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하나는 태도가 행위
를 형성한다는 시각에서 조직몰입을 태도적 측면에서 연구하였고,다른 하나는 행위
가 태도를 결정한다는 기본시각에서 행위적 측면에서 연구하여 왔다.
먼저,심리적 관점을 나타내는 태도적 몰입을 보면,이는 조직몰입을 개인의 자발
적인 심리상태로 보는 관점이다.이러한 관점에서의 정의는 조직몰입을 개인과 조직
의 목표가 점차로 일치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둘째,교환적 관점을 나타내는 행
동적 몰입으로서,이는 조직몰입을 하나의 계산된 결과로 본다.즉,개인의 조직에 대
한 몰입의 정도는 그들이 조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정도와 그들이 조직을
위해서 투입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심리적 관점은 사람들이 특정
조직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조직몰입을 개인들이 자신의
가치와 목표가 조직의 그것들과 얼마나 정합적(整合的)인가를 고려하는 심리적 상태
로 여긴다.이들 접근법에서는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attachment),정체화
(identification),관여(involvement)등이 조직몰입의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한다.이 접
근법의 기본시각은 조직몰입이 결근율,이직률 등의 저하와 생산성 제고 등과 같은
바람직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이들 시각에서는 조직몰입이 높은 근로자는 조
직에 오래 남아 있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자체를 스스로 원하는 상태였
기 때문이다.이 접근법은 이와 같이 중요한 태도변수로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조직적 특성변수들을 찾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행위적 접근법은 개인이 어떤 조직에 몰입되는 과정,즉 개인들이 특정 조직
에 몰입되는 과정을 해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있다.이 시각에서는 개인이 조직에
몰입하게 되는 특정 실체(entity)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취한
일련의 행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즉 조직몰입이 형성되는 것은 특정 행동과
정에 대한 몰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개인이 조직에 몰입하게 되는 것은 그가 조
직을 떠나게 될 때 부담되는 비용을 지각하기 때문이다.가령 어떤 개인이 조직에 몰
입하게 되는 것은 그가 그 조직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보다는 그가 조직에 오래 머물게
되면 그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 조직에 대해 우호적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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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각에서 행위적 접근법은 개인이 자신의 특정한 행동과정에 몰입하게 되는 합
리적 조건을 탐색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③ 조직몰입의 유형
조직몰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는 이유는 조직몰입에 대한 이해와 유형에
따른 조직몰입의 특성과 영향변수의 파악이 보다 쉬워지기 때문이다.주요 학자들이
조직몰입의 유형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이러한 조직몰입의 유형들을
요약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Etzioni(1961)는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조직의 명령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의 내재화에 기초한 긍정적 성향인 도덕적(moral)몰입,
효익과 보상의 합리적 교환관계에 기초한 산술적(calculative)몰입,그리고 착취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부정적 성향인 소외적(alienative)몰입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
Kanter(1968)는 조직에 투여한 노력과 희생으로 인해 조직을 떠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직의 성공을 위한 노력인 근속몰입(Continuance
commitment),집단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식이나 사회적 유대관계의 단념 등
으로 인해 조직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애착인 응집몰입(cohesion
commitment),조직가치관의 관점에서 과거의 규범 또는 자아 개념을 바람직한 방향
으로 행동하려는 조직규범에 대한 애착인 통제몰입(controlcommitemnt)으로 구분하
였다.
Staw&Salancik(1977)는 사회심리학적 접근법과 행위론적 접근법 관점에서,다양
한 요인들에 의한 조직과의 강한 동일시 또는 조직에의 심취인 태도적 몰입
(attitudinalcommitment),조직에 투자된 매몰비용에 의해 조직에 구속된 상태인 행
위적 몰입(behavioralcommitment)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10>조직몰입의 유형
연연연구구구자자자 몰몰몰입입입유유유형형형 개개개 념념념

도덕적 몰입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의 내재화에 기초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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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owday,R.,Poter,L.W.& Steers,R.M.(1992);Meyer,J.P.&
Allen,N.J.(1991).홍성관(2007),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전북대학교 박사학윈 논문,p63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다른 관점으로 구분되었던 접근법을 절충적으로 접근하여 조직
몰입의 구성요소로 전환한 것이 Meyer& Allen(1991)이다.이들은 태도적
연구에 의해 주로 연구되었던 조직에 대한 심리적 태도 측면과 행위적 연구
에 의해 연구되었던 행위적 측면과 그 조건을 각각 조직몰입의 구성요인들
인 정서적 몰입,규범적 몰입,거래적 몰입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보다 다각
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이러한 3가지 몰입유형의 개념을 살펴보면

정적 성향
산술적 몰입 효익 과 보상 의 합리적 교환

관계에 기초한 낮은 성향
소외적 몰입 착취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부정적 성향

근속몰입
조직에 투여한 노력과 희생으로 인해 조직을
떠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한 상
황에서 조직의 성공을 위한 노력

응집몰입
집단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식이나 사
회적 유대 관계의 단념 등으로 인해 조직에 대
해 가지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애착

통제몰입
조직가치관의 관점에서 과거의 규범 또는 자
아개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조직
규범에 대한 애착

정서적 몰입 조직에 대한 종업원의 감정적 애착 조직과의
동일시

규범적 몰입 조직에 남으려는 의무감

거래적 몰입 종업원이 조직을 떠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한 몰입

태도적 몰입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조직과의 강한 동일시
또는 조직에의 심취 조직 행위론적 접근법

행위적 몰입 조직에 투자된 매몰비용에 의해 조직에
구속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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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정서적 몰입
정서적 몰입(affectiveorganizationalcommitment)은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애정(attachment),일체감(identification)및 관여(involvement)를 말하
는 것으로서,조직에 대한 강한 정서적 몰입을 가지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은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wanttodo)조직 구성원으로 남는다
는 것이다.정서적으로 몰입된 구성원들은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동
일시하고,공동의 목표달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데 긍지
를 갖는다.따라서 정서적 몰입이란 스스로 자신의 직무에 몰두할 때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정서적 몰입이 되어있는 조직구성원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꺼이 참여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조직몰입은 단순히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넘어서 조직이 성공하고 번창하도록 개인이 조직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는 적극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 몰입
규범적 몰입(normativeorganizationalcommitment)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
에서 갖는 지위의 상승이나 만족에 관계없이 조직에 남아야 한다는 의무감
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범적 몰입의 수준이 높은 조직 구성원은 조직에 남아
야 한다는 책임감(feelingofobligation)또는 남아야 한다(oughttoremain)
는 당위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직에 남는다는 것이다.조직에 몰입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조직구성원이 한다고
풀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직몰입의 규범적 차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규범적 몰입은 입사 전 개인이 선험적으로 경험한 가정교육이나 문화적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거나 입사 후 조직의 가치,기대를 조직구성원들
에게 전달하는 조직 사회화나 기업문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Chen& Fransisco,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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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적 몰입
거래적 몰입(continuanceorganizationalcommitment)은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과의 관계를 손익 계산에 따라 인식하여 현재의 조직에 남을 필요가 있
기 때문에(needtodo)조직에 남는 다는 것이다.Becker(1960)의 부수적 보
수(side-bet)이론에서 유래된 거래적 몰입은 조직원이 조직을 떠나는 편보다
더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약 떠나게 된다면 손해가 될 것이라는 뜻이
며,이는 자신의 직장을 바꿀 경우 그가 받게 될 손실을 염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거래적 몰입은 개인이 조직에 남으려는 것은 개인의 정서적인 동기가 아
니라 조직을 떠날 때 발생하는 비용과 결부되어 조직구성원으로 계속해서
잔류하고 싶어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즉,시간이 지날수록 구성원은 조직에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이 많아지고 조직에 남음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이
증가하거나 조직을 떠날 때 발생하는 비용이 클 때,조직에 더욱 몰두한다는
것이다.
한편 Meyer& Allen(1991)은 위와 같은 3가지 조직몰입의 유형을 types
(유형)으로 보지 않고 components(구성요소)로 보았는데,이는 이 3가지 유
형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보다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몰입의 유형이 서로 다른 특징과 몰입의 이
유를 보이고 있지만 조직몰입의 결과면 에서 나타나는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상당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직몰입
을 변수로 사용한다.

2)조직시민행동
오늘날 기업들은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조직혁신,유연성,생산성,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이 중요시되면서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Behavior:OCB)에 대한 이론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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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설명해 주는 여러 개념이 등장하였는데,예를
들면 자발적 역할 외 행동(extra-rolebehavior:VanDyne& Cummings,
1995;Werner,1994),친 사회적 조직행동(prosocialorganization behavior;
Brief& Motowidlo,1986),조직에 대한 자발성(organizationalspontaneity;
George & Brief,1992),반 생산적 작업행동(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등의 다양한 용어가 이에 해당된다.
Organ(1998)은 사회적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조직시민행동을 설명하였다.
개인과 개인,또는 개인과 조직 간의 교환관계는 크게 경제적 교환관계
(economicexchange)와 사회적 교환관계(socialexchange)로 구분하였다.경
제적 교환관계에서는 상호간의 신뢰(trust)와 암묵적인 의무(obligation)를 기
반으로 하여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보상에 주된 관심을 가지는 관계이다.따
라서 조직시민행동은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Konovsky& Pugh,1994).
조직시민행동(OCB)이란 일반적으로 조직의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
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발적인 행동(discretionary)
으로서,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에 공헌하는 개인의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Bateman& Organ,1983).
Smith,Organ& Near(1983)은 조직시민행동은 자기 자신의 성과보다 다른
사람들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결국 조직 내에서 자기 자신
을 희생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고 하였다.그들은 더 나아가서 조직시민행
동은 사회전반에 자발적이고 공정한 행위의 형태로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적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Brief& Motowidlo(1986)은 조직시민행동이란 자신이 속한 조직의 동료들
을 기꺼이 도와주고,공유하고,협동하고,자원 봉사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
하는데,이는 조직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역할을 초월하여 개인이나
집단,그리고 조직의 복지를 증진시킬 의도로 행해지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
다.연구자들의 대부분이 조직시민행동을 조직의 사회적 기능을 원활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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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동으로 보고 있으며,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동료 작업자를 돕거나 도움
요청을 받거나 또는 동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담을 지는 행위 등이 조직
시민행동에 포함된다고 보았다(MacKenzie,Podsakoff& Fetter,1991).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에서 나타난 공통된 특징들은 ① 조직 내 역
할 외 행동이며,②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재량 행위이며,③ 조직의 공식적 보상체
계에서 직접적 혹은 명백히 인정되지 않은 행동이며,④ 조직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기능을 증진시키는 행동(MacKenzie,Podsakoff&Fetter,1993;Organ,1988;Organ
&Konovsky,1989;Podsakoff&MacKenzie,1994)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정의는 <표 11>에서 제시하였다.

<표 11>조직시민행동의 개념

자료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8

연연연구구구자자자 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의의의 개개개념념념
공식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고 그에 따른 보상을 조장할 수
도 없는 조직에 유익한 행동
조직에 의해 규정된 직무범위를 뛰어 넘는 조직구성원의
자유 재량적 행위로서 조직의 공식적 보상 시스템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 직무 외의 행동
조직원 개인이 조직에 보여주는 모든 긍정적인 행동을 포
함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개념
조직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직접적 또는 명확히 인식되지
않으면서 조직의 효과적 기능 수행으로 촉진되는 자발성을
가진 개인적 행위
임의적이며 공식적 보상 시스템에 의해 직접적 또는 명확
히 인식되지 않으면서 조직의 효과적 기능수행을 전체적으
로 촉진하는 자발성을 가진 개인적 행위
강압되지도 않고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행동
과업수행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및 심리적 환경을 지원해
주는 행동

이희자 조직내에서 구성원에게 주어진 업무역할은 아니지만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자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기능적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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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절절절 CCCEEEOOO성성성별별별과과과 구구구성성성원원원 성성성별별별비비비율율율 :::조조조절절절변변변수수수

111...CCCEEEOOO의의의 성성성별별별의의의 중중중요요요성성성
여성경영자의 조직구조나 문화,제도 및 관행,의사결정 스타일 등은 남성
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즉,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은 위계적이 아닌 수
평적 구조를 지향하며,정보를 공유하고,경쟁적 분위기보다는 가족적이며,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강혜련,2003).경영자의 특성은 경영목표나 전
략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영특성은 최종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차이
를 가져오게 한다(Bamberger,1983;Kotey& Meredith,1997).여성기업의
경영성과에 선행연구들은 남성기업의 경영성과가 여성 기업에 비해 높다는
연구들(Miskin& Rose,1990;Fasci& Valdez,1998)과 여성기업과 남성기업
의 경영성과가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Kalleberg& Leicht,1991)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여성기업의 성과가 남성기업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연구로 Miskin&
Rose(1990)는 손익분기점을 이용하여 남녀기업의 창업 후 2년간 수익성을 비
교하였다.분석결과 여성 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 손익분기점(BEP;Break
evenpoint)이하로 떨어지는 비율이 더 높아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Fasci
& Valdez(1998)의 연구결과,남성기업의 수익성(순이익/매출액)이 여성기업보
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들은 이러한 원인은 여성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관념,가족 내의 역할,네트워크 부족 등의 장애요인들 때문이라
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경영성과가 차이가 없다는 연구로 Kalleberg &
Leicht(1991)는 3개의 서비스산업(음식료,컴퓨터 및 소프트웨어,건강)에 속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특성,조직특성,경영자 특성이 기업의 생존율,이
익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분석 결과,경영자의 성별에 따라 기
업의 생존율과 이익증가율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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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에 성별에 따른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비교한
연구로 곽성호․신용하(2000)가 있다.그들은 성별차이에 의한 영향만을 고려
하기 위해 업종,기업규모,설립년도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기업의
경영성과 지표로는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5개의 요인으로 분류하고 차이분석
을 수행하였다.분석결과 경영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요인들을 발
견하지 못하였다.이들은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기업이 남
성기업 못지않은 경영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성기업의 경영성과가 남성기업의 경영성과보다 높다는 연구로 김경조․
김태훈․최진배(2007)가 있다.그들은 신용보증기금의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
위험,경영성과 등을 분석하였다.신뢰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도 다른 논의와 구분되며 여성기업의 경우 총자본경상이익
률,총자산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총자본투자효율이 모두 남성기업보다 우
수하며 신용위험도도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22...구구구성성성원원원 성성성별별별비비비율율율의의의 중중중요요요성성성
일찍이 Hersy& Blanchard(1982)의 이론에 의하면 리더십이 조직 효과성
(구성원의 성과 만족 등)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달리 나
타난다.상황이론에서도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의해 리더십의 효과는 변할
수 있다고 한다.Butterfield& Powell(1981)은 남녀리더의 리더십이 조직 효
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중 상황변수(조절변수)로 비교적 자주 이
용 되는 것이 '구성원의 성'인데,선행연구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리더십의 평
가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이 '평가자의 성'으로 나타났다(박천오
외,2001).
구성원의 성이 조절효과로 작용한다는 이론적 근거는 '유사성-매력 패러다
임'(similarity-attractionparadigm)에서 찾을 수 있다.이 패러다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이미 다수 있는데,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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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사성과 개인적 매력 간에는 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에
는 개인의 인구 통계적 특성,태도,활동 등 다양한 차원의 유사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이러한 측면에서 개인 간 이질성은 상호 반발을 초래하고 대
인관계의 매력과 좋아함을 저하시키고 상호작용의 빈도를 감축시킴으로써 직
무관련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Tsui& O'Reilly,1989).
리더십의 효과성 연구에서는 특히 평가자가 부하일 경우 유사성의 차원으
로 '리더와 부하 간 성'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Tsui& O'Reilly의 경험적
연구에서 리더와 부하의 성이 동일하면,부하의 성과가 향상되고 부하에 대
한 리더의 호감도가 향상되며,부하가 인식하는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결국 리더십의 효과도 높게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반대로 리더와 부하의 성이 다르면 리더십의 효과는 낮게 평가된다고
하겠다.
리더와 부하의 성이 상이한 경우가 동일한 경우보다 효과성이 떨어지지만
특히 리더가 여성이고 부하가 남성일 때 리더십의 효과는 가장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전의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Petty& Lee(1975)
의 조사에서 유독 여성리더에 대해서만 남성부하와 여성부하가 인식하는 태
도가 상이했으며,이 경우 여성리더의 구조주도 리더십과 남성부하의 직무만
족은 부정적(-)관계를 이루었다.
남성부하가 여성리더의 리더십을 낮게 평가하는 현상은 남성지배적 조직에
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더구나 조직 내에서 그동안 남성이 주로
차지해 왔던 직위에 여성이 앉았을 때는 여성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를 심각
하게 위반한 것으로 인식되어 여성리더의 리더십은 효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
게 된다.이 경우 전통적으로 리더십은 남성들의 특권이었다고 생각했기 때
문에 여성 보다는 남성 부하가 여성리더에 대해 보다 위협적인 침범을 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경험으로 여기게 된다(Eaglyetal.,1995).
더 나아가 Eaglyetal.(1995)의 메타분석결과 여성평가자는 한 쪽 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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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편파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결과와 같이 '성 편견'(genderbias)은 특히
남성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남성중심 문화에서는 많은 경우에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gender)이 사회적
지위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한다.즉 어떤 사람의 사회적
지위보다는 그 사람의 성(gender)이 우리의 인식 속에 더 중요한 것으로 자
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여성상사는 남성부하에게 상사로서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여성이라는 '성(gender)'즉,
남성보다 낮은 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남성부하들의 하극상을 자주 경험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임윤경,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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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및및및 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의의의 설설설계계계

본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의 논의에 기반 하여 실증연구를 위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로 감성리더십과 가족친화제도를 그리고 종속변수로 재무적 성과
와 정서적 성과(조직만족,조직시민행동)를 설정하여 각 변수간의 영향 관계
를 검증하고자 한다.또한 조절변수로는 종업원의 성별 비율과 CEO의 성별
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결과에 기초하여
<그림 6>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6>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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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의의의 설설설정정정

가족친화 제도는 기본적으로 종업원들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한다는 시
각의 반영으로 이러한 정책이 활용되는 경우 종업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
일 것이다.가령,종업원들은 주어진 시간을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양분해야
하는데 있어서 쉽게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이 직무에 대한 만족
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Adams,Kingand
King,1996;이형실,2001;한경혜․차승은,2004).따라서 기업이 가족 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여 종업원들이 직장과 가정 생활간의 조화를 갖게 하고,이들
간의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인적자원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가족친화적인 작업장 분위기의 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Thomas과 Ganster의 연구(1995)는 작업 스케줄링이 탄력적이
거나 직장 상사가 이에 협조적인 경우에는 종업원들의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질 뿐 아니라 종업원들이 인지하는 직장과 가정생활에 대한 관리능
력을 증가시키고 직장과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갈등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보
여주고 있다.탁아지원의 경우 종업원들의 이직의도를 낮추고 몰입이나 만족
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들도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Milkovich &
Gomez,1976).Grover와 Crooker의 연구(1995)도 가족 친화적 제도를 종업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보았을 때에도 조직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감을 유도하
며,특히 탁아 관련 정보의 제공은 이직 의도를 낮추는 효과가 크다는 결과
를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가 않았
다.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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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는는는 재재재무무무적적적성성성과과과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는는는 구구구성성성원원원의의의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а 가족친화제도는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족친화제도는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Smith,Organ과 Near(1983)등
의 연구를 보면 리더의 후원적인 행동은 이타성과는 관계가 없으나 양심성과
는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하동현․박은진
(2008)은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OCB)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감성지능의 경우 크게 리더의 특성으로 작용하며,리더십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감성지능이 작용함으로써,직원의 지각과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umphrey,2002).Boyatzis(1982)는 뛰어난 수행능력
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량을 분석해 본 결과 역량중의 75%가 감성적 특성
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Mayer,Salovey& Caruso(2002)에 의하면 감
성지능은 리더의 인간관계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은 리더의 선발과 개
발에 있어서 감성지능을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고려한다고 주장하였으며,
Goleman(1998a)은 높은 감성지능을 지닌 리더들이 조직의 공유가치를 부하
들에게 심어주고 열중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감성과 관련된 국내 기업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
과를 보면,노현재(2006)의 연구에서는 감성지능과 변혁적 리더십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고,이화용(2004)은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조절변수인 감정인식,감정표현,감성조절,감성 활용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
쳤으며,정현영(2005)은 감성리더십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장경선(2006)은
감성리더십이 직무만족에,정현우(2007)는 감성지능의 타인감성을 제외한 자
기감성이해,감성조절,감성 활용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조
직몰입에는 감성지능의 자기감성이해,타인감성이해,감성조절,감성 활용이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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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 연구결과에서 보듯이,감성지능이나 감성리더십은 직무만족이
나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에 본 논문에서
는 직무만족 대신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감감감성성성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은은은 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감감감성성성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은은은 구구구성성성원원원의의의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감성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감성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족 친화적 제도가 종업원들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일반적이지만,그러한 결과가 항상 일관적이지는 않다는 지적도 있다(Goff,
MountandJamison,1990).Sullivan과 Gilmore(1991)는 노약자 부양 지원정
책을 예로 들면서 종업원들의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는 가족 친화적 제도의 활용에 있어서
상황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가족 친화적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변수로서 가장 많이 회자
되는 것이 구성원(종업원)의 성(gender)이다.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전체 종업원 중에서 여성 근로자들의 비중 또는 회사 내 핵심 인력
에서 차지하는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가족 친화적 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예를 들어,Perry-Smith&
Blum,2000).또한 가족 부양자(singleparent)인 여성 종업원의 경우에 가족
부양 제도를 보다 더 활용한다는 결과가 있다(Blair-Loy& Wharton,2002).
가족 친화적 정책이 반드시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아와 가사가 전통적으로 여성의 업무로 인식되어온 상황에서 가족 친화적
제도의 활용은 여성 근로자의 비중과 관계가 깊다는 믿음인 것이다.
Osterman(1995)의 연구도 핵심 노동 인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할수록 가족 친화적 정책의 활용 정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한
편 Ingram & Simons(1995)의 연구는 단순히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가족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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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제도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관리직급에서의 여성 근로자의 비
율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종업원들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예를 들어,
김태홍(2001)연구에 따르면,이직경험이 있는 여성근로자들은 육아 및 자녀교
육 문제를 이직 사유로 가장 많이(33.3%)지적 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
(3.6%)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장재윤(2004)의 연구에서도,여성들의 경우에
직장-가정간의 갈등이 직무 특성보다 직장에 대한 애착감에 더욱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이러한 결과들은 여성 종업원(구성
원)들이 가족 친화적 정책의 활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을 시
사 하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와와와 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는는는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
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와와와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는는는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
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는는는 의의의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는는는 의의의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사회적 성역할의 차이가 리더십 유효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이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은 리더십을 지각하는 종업
원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리더십을 리더와 종업원의 관계가 관건
임을 주장하는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베치오(Vechio,2002)는 그의 논문에서
결국 미래 리더십의 사회적 성역할에 관한 연구는 팔로워십(종업원)의 관점
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순 등(2004)은 리더십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서 종업원
(팔로워)의 성별을 상황 이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이글리 등
(eaglyetal.,1995)도 메타분석을 통해 그 동안의 연구를 보면 수적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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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많은 조직은 남성성의 효과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멕퍼슨 등(Mcperson
etal.,2001)은 남성이 성별 적으로 더욱 네트워크상의 동질성을 가지는 경향
이 강하며,특히 그들이 강한 주요 집단일 때는 더욱 그렇다고 하였다.이글
리 등(Eaglyetal.,1995)은 여성 종업원은 특정성을 선호하지 않지만 남성
종업원은 남성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하였다.이 밖에도 종업원의
성별이나 구성 비율에 따라서 리더십 유효성에 조절효과를 준다는 연구는 지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이는 리더십 스타일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리더십
인식도 리더십 유효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감감감성성성 리리리더더더십십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는는는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
이이이다다다
감감감성성성 리리리더더더십십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는는는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
이이이다다다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는는는 의의의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는는는 의의의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이상과 같이 총 12가지의 연구가설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연구가설

번번번호호호 연연연 구구구 가가가 설설설

가가가설설설111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는는는 재재재무무무적적적성성성과과과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222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는는는 구구구성성성원원원의의의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2-1 가족친화제도는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가족친화제도는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가가설설설333 감감감성성성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은은은 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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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설설설444 감감감성성성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은은은 구구구성성성원원원의의의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4-1 감성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감성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가가설설설555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와와와 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는는는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
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666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와와와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는는는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
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777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는는는 의의의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
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888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는는는 의의의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
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999 감감감성성성 리리리더더더십십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는는는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111000 감감감성성성 리리리더더더십십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는는는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111111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는는는 의의의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
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111222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는는는 의의의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
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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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전남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써 광주․전남경영
자 총협회에 등록된 회원사 16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다.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population)의 사회적,
심리적 속성을 수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상대적 빈도나 크기 및 분포,변
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물론 정확성,기술적 타당성,표본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였다.설문조
사방법은 표준화된 설문을 이용함으로써 결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즉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므로 측정도구의 변화에
따른 측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의 비교 가능성도 높아지
게 되는 것이다.또한 빠른 시간에 핵심적인 정보만을 선별하여 비교적 객관
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조사 수준은 기업체 단위이다.설문은 기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설문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직접회수방법,우편회수방법,Fax그리고
E-mail회수 방법 등을 이용하였다.광주전남 경영자 총협회에 가입되어 있
는 업체 160개 기업에 설문을 배포하였으며,총 47%에 해당하는 75개 기업으
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이들 75개 기업들 가운데 본 연구 설문
내용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응답을 한 5개 기업은 최종 조사 대상에서 제
외시켰다.결국 본 연구를 위해 최종적으로 활용한 데이터는 70개 기업으로
개인단위 수준이 아닌 조직단위 수준의 분석으로서 타당한 표본의 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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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설설설문문문지지지 구구구성성성

실증연구를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계량적인 측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측정
을 통해서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특정변수의 상태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이 다양한 의미
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목적에 따라서도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기존의 정의된 개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하도록 조작적 정의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위미니지먼트 스타일 측정을 위해 감성
리더십,가족친화제도를 변수를 구성하였고,결과변수로 조직몰입,조직시민
행동,재무적 성과의 총 5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포함하여 총 24개의 문항으로 <표 13>과 같이 구성되었다.
위미니지먼트 스타일 측정을 위해 2가지 변수를 사용한 이유는 감성리더십
의 경우 응답자의 주관적 견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 지표인 가족친화제도를 같이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Likert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평가방법은 Likert의
합산척도를 사용하였다.

1)감성리더십
여성적 리더십에 대한 학자마다의 견해가 다양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에 의해 정의된 감성적 리더십 즉 리더 스스로가 자신의 내
면을 잘 이해하고 부하의 감성 및 필요를 이해하고 배려함과 동시에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자연스럽게 조직의 구성원을 이끌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측
정도구로 12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감성리더십 측정도구는 Wong & Law(2002)가 개발한 36문항의
WLEIS(Wong& Law EmotionalIntelligenceScale)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12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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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족친화제도
본 연구에서는 Morgan과 Milliken(1992)이 사용한 항목을 기초로 해서 가족
친화제도를 휴가나 휴직제도,탄력적 근무제도,자녀양육 지원제도,부양가족
지원제도,근로자 지원제도를 포함한 가족친화제도 도입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제공하고 있으면 1제공하고 있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여 점수에 대한 합에
따른 가족친화제도 도입수준을 측정하였다.

3)조직몰입
Porteretal.(1974)는 조직몰입이란 "특정한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참여
하려는 정도"라고 정의하고,Becker(1960)는 "몰입이란 계속해서 일관된 방식
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라고 하였다.Meyeretal.(1991)은 세 가지 개념이
구분된다고 하면서 각각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거래적 몰입"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가족 문화가 종업원의 가정생활에 호의적이라면 종업원
은 심리적으로 애착감을 가질 것으로 생각해서 정서적 몰입의 개념을 사용하
였다.측정도구는 Meyer& Allen(1991)이 정서적 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사
용한 5개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4)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은 자유 재량적 행동으로서 공식적 보상 시스템에 의해 직접적
으로 명확히 인식되지는 않으나,전반적인 조직기능의 유효성이나 효율성을
증진 시키는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정의한다(Organ,1988). Organ은 조
직시민행동을 설명하는 하위차원으로서 이타주의,양심,비불평성,예의,공익
성 등을 강조하였는데,본 연구에서는 이들 5개 하위차원 가운데 이타주의
혹은 타인도움에 초점을 두고 조직시민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구체적으로
이타주의 조직시민행동은 업무와 관련하여 조직 내 특정인(상사,동료)을 돕
는 행위로서 신입사원을 도와주거나 아픈 동료 등을 도와주는 친사회적인 행
동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3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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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무적 성과
Kaplan& Norton(1996),전경련(2003)의 연구와 오세진,김기영(1991)연구,유
성은(2007)연구에서 사용한 객관적 성과를 측정하는 재무적 성과로 사용된
변수 가운데 3가지 변수인 매출성장률,매출영업이익률,시장점유율을 업계최
하위에서부터 업계최상위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하여 그에 대한 합으로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앞에서 언급한 측정도구들을 근거로 하여 자유

응답이 없는 자기보고식 설문지(self-reportingquestionnaire)형식으로 작성되
었다.
설문지를 통한 자료 수집은 응답 당시의 상황이나 응답자의 기분상태 등의
외생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함으로써 결
과의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표 1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13>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연구
연구변수 조작적정의 관련문헌

독립

변수

위미니지

먼트

 

감성 

리더십

리더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잘
이해하고 부하의 감성 및 필요를
이해하고 배려함과 동시에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자연스럽게 조직
의 구성원을 이끌 수 있는 능력

가족

친화제도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내부의 제도

Morgan&Millik

en(1992)

종속

변수
재무적성과

객관적 성과지표인  매출성장률, 

매출영업이익률, 시장점유율 

K aplan&
Norton (1996)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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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설문의 구성
변수 근거 문항번호 문항 수

감성리더십 Wong& Law(2002) Ⅲ1-12 12
가족친화제도 Morgan과 Milliken(1992) Ⅰ1-1 1
조직몰입 Ⅱ1-5 5

조직시민행동 Organ(1988) Ⅱ6-8 3
재무적 성과 Kaplan& Norton(1996) Ⅳ1-3 3

정서적 

성과

조직

몰입

조직에 대한 종업원의 감정적 

애착, 조직과의 동일시

Meyer &

Allen(1991)

조직시민

행동

이타주의 조직시민행동은 업무와
관련하여 조직 내 특정인(상사,동
료)을 돕는 행위로서 신입사원을
도와주거나 아픈 동료 등을 도와주
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의미

Organ(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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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 통통통계계계적적적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를 위해 수거된 설문은 사회과학 통계 프로그램인 SPSSWIN15.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
다.
먼저,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yanalysis)을 실시하
였으며,각 변수들의 구성요인과 내적 신뢰도 측정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성 분석(reliability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신뢰성 검증은
Cronbach's� 를 이용하였다.다음으로 가설검증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 분석(correlationanalysis)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고,회귀
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여 각 변수들 간의 가설을 검증해 보았다.자료 분
석 방법과 통계기법을 정리해 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자료의 분석방법
구분 분석내용 통계기법

표본특성 인구통계학적 분석 빈도분석
변수구성 변수구성의 적정성 요인분석
신뢰성 변수의 신뢰성 신뢰성분석
변수관계 변수간의 상호관계 상관관계분석
가설검증 가설의 검증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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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제제제 111절절절 표표표본본본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는
<표 >에 나와 있다.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업종은 제조업(28.6%),서비
스업(40.0%),금융업(11,4%),교육업(5.7%),건설업(14.3%)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경우 최고경영자가 남성인 경우가 84.3%를 차지하였으며 여성
CEO는 15.7%로 나타났다.
회사규모는 1～49인 규모 47.1%,50～99인 11.6%,100～299인 18.6%,300인
이상은 22.7%였다.
여성종업원의 경우 1～9인이 47.2%,10～29인이 35.7%,50～99인이 4.2%,
100인 이상은 12.9%로 나타났다.
여성종업원 비율은 남성종업원 비율 77.1%,여성종업원비율 22.8%로 나타
났다.

<표 16>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변수 빈도수 비율(%)

업종

제조업 20 28.6
서비스업 28 40.0
금융업 8 11.4
교육업 4 5.7
건설업 10 14.3

최고경영자 남성 59 84.3
여성 11 15.7

회사규모
1～49인 31 47.1
50～99인 1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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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99인 13 18.6
300인 이상 16 22.7

여성종업원

1～9인 33 47.2
10～49인 25 35.7
50～99인 3 4.2
100인 이상 9 12.9

여성종업원비율
과반수이하 54 77.1
과반수이상 16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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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기기기초초초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111...변변변수수수의의의 신신신뢰뢰뢰도도도 검검검증증증

신뢰성이란 유사한 측정도구 혹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
념을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채서일,2007).
신뢰성의 측정방법에는 재검사법,복수 양식법,반분법,내적 일관성 등이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문문항에서 변수들 간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Cronbach's� 계수를 이용
하여 신뢰성을 측정하였다.
Cronbach's � 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높을수록 바람직하나
반드시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흔히 0.8～0.9이상이면 바람
직하고 0.6～0.7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그러나 0.6보다 작으면
내적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이학식․김영,2004).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표 17>과 같이 Cronbach's� 계수가 모두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표 17>변수의 신뢰성 분석
변수 문항 수 평균 Cronbach's�

감성리더십 12 3.701 .929
조직몰입 3(5) 3.731 .850

조직시민행동 3 3.692 .878
재무적 성과 3 3.294 .911

주)()안의 값은 타당도 검증 이전의 설문 문항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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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사회과학에서는 측정대상을 간접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의 문제가 중요시된다.여기서 타당성은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측정도구가 그 개념과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는가를 말한다.
아무리 측정값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측정된 값 자체가 다른
속성이나 다른 개념을 측정한 것이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타당성
은 평가 방법에 따라 내용 타당성,기준에 의한 타당성,개념 타당성으로 나
누어 볼 수 있으며,이중 개념 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 하
였는가 또는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정도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론적 연구를 하는데 있어
서 가장 중요하다(채서일,2007).
본 연구에서는 개념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요인추
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주성분분석(principlecomponentanalysis)과
공통요인분석(commonfactoranalysis)이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손실
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적은 수의 요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총 분산을
분석해 주는 주성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회전방식은 종속변수의 경우 조
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개념이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유사한 개념이기에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에서 요인들이 서로 독립인 경우는 매우
드물며 직각회전의 가정은 비현설적인 경우가 많다.Iacobucciet.al.(2001)은
"거의 항상 비 직각 회전이 직각회전보다 선호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비 직각 회전 방법 중에서 최근 SPSS에서 제공되고 있는
Promax(cf.이순묵 1995)을 사용하였다.하지만 독립변수와 재무적성과 변수
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회전방식인 상호 독립성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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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 회전하는 베리맥스(verimax)방식의 직각회전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고유값(eigenvalue)을 기준으로 하였으며,원
칙적으로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을 선택하였다.

<표 18>감성리더십에 대한 요인분석

<표 19>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변수명 항목 성분

1 2

조직시민행동
1 .911 -.040
2 .907 -.014
3 .867 .070

조직몰입
4 -.081 .942
5 -.007 .925
6 .083 .714

eigenvalue 3.724 1.036
설명 분산(%) 62.071 17.274
누적분산(%) 62.071 79.345

변수명 항목 성분
1 2 3

감성리더십

타인감성이해
1 .886 .132 .309
2 .884 .238 .109
3 .871 .113 .331
4 .792 .258 .344

감성조절
5 .216 .915 .140
6 .258 .902 .222
7 .099 .890 .199
8 .103 .694 .562

감성행동
9 .220 .270 .836
10 .259 .296 .813
11 .311 .333 .722
12 .427 -.011 .641

eigenvalue 6.794 1.970 1.133
설명 분산(%) 9.445 16.420 56.615
누적분산(%) 56.615 73.034 8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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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재무적 성과에 대한 요인분석
변수명 항목 성분

재무적성과
1 .909
2 .902
3 .895

eigenvalue 2.441
설명 분산(%) 81.380
누적분산(%) 8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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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 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의의의 검검검증증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Pearson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상관관계 분석은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변화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며,변수들 간의 밀접한 관련성
정도는 특정변수의 분산 중에서 다른 변수가 같이 변화하는 분산이 어느 정
도냐에 따라 좌우된다.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할 경우,독립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
관계가 나타나는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어야 한다.즉 독립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가 0.8이상을 보이면 이들은 서로 같은 영향을 종속변수에
준다는 뜻이다.그러므로 다중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관관계 분석을
해야 한다.
<표 21>은 Pearson상관계수를 이용한 1차적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나타낸
다.
분석결과 <표 21>과 같이 다른 변수와의 상관계수가 .800이상인 변수는 없
는 것으로 보아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재무적 성과와 가족친화제도 요인과의 상관은 r=.327(p<.01),감성리더십
요인과의 상관은 r=.393(p<.01)로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따라서
가족친화제도와 감성리더십이 높을수록 재무적성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
다.
조직몰입과 감성리더십 요인과의 상관은 r=.303(p<.05)의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따라서 감성리더십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시민행동과 감성리더십 요인과의 상관은 r=.488(p<.01)로 높은 정적인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따라서 감성리더십이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은 높아진다
고 할 수 있다.
결과로 보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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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1>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명 1 2 3 4 5

1 가족친화
2 감성리더십 .239
3 재무적성과 .327 .393
4 조직몰입 .198 .303 .376
5 시민행동 .149 .488 .210 .249

p<.05,p<.01

111...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와와와 결결결과과과변변변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영영영향향향 검검검증증증

가설 1 가족친화제도는 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가족친화제도는 구성원의 정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즉 회귀분석은
두 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식을 찾아내고,이 관계식의 정확도 등을 검토하는 통계적
방법을 가리킨다.따라서 표본으로부터 둘 또는 그이상의 변수의 변수 값을
알면,회귀분석을 통해 그들 간 관계의 형태를 알 수 있다(홍두승,1998).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모형1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였고,모형2에서는 선행
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보면 가족친화제도는 재무적 성과에 (�=.250,p<.05)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1은 지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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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머지 정서적 성과변수인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는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아 가설 2는 기각되었다.

222...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과과과 결결결과과과변변변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영영영향향향 검검검증증증

가설 3 감성리더십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감성 리더십은 구성원의 정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감성리더십의 경우 재무적 성과에(�=.332, p<.01)로 정(+)의 유의한 영향
력을 미치고 있으며,정서적 성과의 경우 조직몰입(�=.239,p<.05)과 조직시
민행동(�=.468,p<.001)로 정(+)의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따라서 가
설3과 가설4는 지지되었다.
가설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2>독립변수와 결과변수와의 회귀분석

p<.001 p<.01 p<.05�는 표준화 회귀계수

구분 변수 명

종속변수
재재재무무무적적적성성성과과과 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 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 t � t � t � t � t � t

통제변수
(constant) 17.432 3.269 6.663 .197 20.249 3.465
업종 -.019-.152-.009 -.078 .030 .261 .053 .427 -.091-.756.007 .060

종업원 수 .069 .566 -.002 -.015 .2962.525 .2472.143 .160 1.327.074 .674

독립변수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 .250 2.078 .121 .977 .034 .285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 .332 2.723 .2391.911 .4683.922
R² .005 .213 .087 .170 .036 .245
F .179 4.386 3.192 3.318 1.242 5.274
⊿R² .208 .083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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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와와와 결결결과과과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절절절효효효과과과 검검검증증증

조절변수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의 방향이나 정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를 말한다.보통 어떤 변수가 조절변수로서 조절효과(moderation)를
나타내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종속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하는데(Baron& Kenny,1986),일반
적으로 계층적 회귀분석(hierarchicalregressionanalysis)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계층적 회귀분석은 먼저 인구 통계적 변수 중 일부인(업종,종
업원 수)를 통제하고,다음으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투입하였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 작용 항을 투입하
여 설명력의 변화,즉 R²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가설 5 가족친화제도와 재무적 성과의 관계는 여성고용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가족친화제도와 정서적 성과의 관계는 여성고용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재무적 성과는 관계는 CEO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8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정서적 성과는 관계는 CEO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5,가설6,가설7,가설8을 검증하기 위해 <표 23>,<표 24>,<표 25>,
<표 26>,<표 27>,<표 28>의 분석 자료를 보면,가족친화제도와 재무적 성과
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성고용비율이 독립적으로 여성고용비율(�=.260,
p<.05)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CEO성별(�=.416,p<.001)또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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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하지만 조절변수로서의 (가족친화제도 × CEO성
별),(가족친화제도 ×여성고용비율)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5,가설6,가설7,가설8은 모두 기각되었다.

<표 23>가족친화제도와 재무적 성과와의 여성고용비율의 조절효과

p<.001 p<.01 p<.05�는 표준화 회귀계수

<표 24>가족친화제도와 조직몰입과의 여성고용비율의 조절효과

p<.001 p<.01 p<.05�는 표준화 회귀계수

구분 변수 명

종속변수
재재재무무무적적적성성성과과과

모형1 모형2 모형3
� t � t � t

통제변수
(constant) 15.059 11.586 10.222
업종 -.113 -.944 -.054 -.454 -.024 -.198

종업원 수 .053 .460 .102 .891 .100 .878
독립변수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 .356 2.972 .322 2.749 .114 .493

조절변수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 .260 2.230 .294 .506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xxx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

.099 1.037

R² .123 .185 .199
F 3.076 3.690 3.170
⊿R² .076

구분 변수 명
종속변수
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

모형1 모형2 모형3
� t � t � t

통제변수
(constant) 5.263 3.663 3.473
업종 -.022 -.182 .013 .104 .036 .284

종업원 수 .287 2.478 .315 2.687 .314 2.669
독립변수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 .197 1.644 .177 1.475 .016 .067

조절변수
CCCEEEOOO성성성별별별 .152 1.274 .228 .134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xxx
CCCEEEOOO성성성별별별

.027 .782

R² .123 .144 .152
F 3.083 2.740
⊿R²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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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가족친화제도와 조직시민행동과의 여성고용비율의 조절효과

p<.001 p<.01 p<.05�는 표준화 회귀계수

<표 26>가족친화제도와 재무적 성과와의 CEO성별의 조절효과

p<.001 p<.01 p<.05�는 표준화 회귀계수

구분 변수 명

종속변수
재재재무무무적적적성성성과과과

모형1 모형2 모형3
� t � t � t

통제변수
(constant) 15.059 7.111 4.195
업종 -.113 -.944 -.091 -.834 -.090 -.821

종업원 수 .053 .460 .106 .999 .107 .998
독립변수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 .356 2.972 .244 2.157 .129 .369

조절변수
CCCEEEOOO성성성별별별 .416 3.799 .348 1.546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xxx
CCCEEEOOO성성성별별별

.152 .348

R² .123 .282 .283
F 3.076 6.384 5.063
⊿R²

구분 변수 명

종속변수
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

모형1 모형2 모형3
� t � t � t

통제변수
(constant) 17.523 14.342 11.191
업종 -.139 -1.126 -.136 -1.068 -.185 -1.425

종업원 수 .151 1.269 .154 1.255 .156 1.291
독립변수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 .182 1.473 .180 1.437 .519 2.112

조절변수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 .013 .100 .276 1.340

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xxx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

-.479 -1.597

R² .066 .067 .102
F 0.565 1.159 1.459
⊿R²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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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가족친화제도와 조직몰입과의 CEO성별의 조절효과

p<.001 p<.01 p<.05�는 표준화 회귀계수

<표 28>가족친화제도와 조직시민행동과의 CEO성별의 조절효과

p<.001 p<.01 p<.05�는 표준화 회귀계수

구분 변수 명

종속변수
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

모형1 모형2 모형3
� t � t � t

통제변수
(constant) 5.263 3.394 1.098
업종 -.022 -.182 -.023 -.194 -.026 -.214

종업원 수 .287 2.478 .283 2.406 .281 2.388
독립변수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 .197 1.644 .205 1.640 .542 1.415

조절변수
CCCEEEOOO성성성별별별 -.030 -.246 .171 .692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xxx
CCCEEEOOO성성성별별별

-.447 -.932

R² .123 .124 .135
F 3.083 2.294 2.006
⊿R² .012

구분 변수 명

종속변수
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

모형1 모형2 모형3
� t � t � t

통제변수
(constant) 17.523 10.282 4.435
업종 -.139 -1.126 -.136 -1.093 -.140 -1.138

종업원 수 .151 1.269 .159 1.315 .156 1.303
독립변수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 .182 1.473 .165 1.287 .407 1.916

조절변수
CCCEEEOOO성성성별별별 .061 .487 .747 1.617

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xxx
CCCEEEOOO성성성별별별

-.770 -1.578

R² .066 .070 .105
F 1.565 1.220 1.496
⊿R²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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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과과과 결결결과과과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절절절효효효과과과 검검검증증증

가설 9 감성리더십에 따른 재무적 성과는 여성고용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0 감성리더십에 따른 정서적 성과의 관계는 여성고용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감성리더십에 따른 재무적 성과는 관계는 CEO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감성리더십에 따른 정서적 성과는 관계는 CEO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9,가설10,가설11,가설12를 검증하기 위해 <표 29>,<표 30>,<표
31>,<표 32>,<표 33>,<표 34>의 분석 자료를 보면 감성리더십과 재무적성
과에 여성고용비율(�=.251,p<.05),CEO성별은 (�=.407,p<.001)로 각각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감성리더십x 여성고용비율),(감성리더십x
CEO성별)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9,가설10,
가설11,가설12는 모두 기각되었다.

<표 29>감성리더십과 재무적 성과와의 여성고용비율의 조절효과

p<.001 p<.01 p<.05�는 표준화 회귀계수

구분 변수 명
종속변수
재재재무무무적적적성성성과과과

모형1 모형2 모형3
� t � t � t

통제변수
(constant) 2.936 2.678 2.424
업종 .076 .652 .116 1.041 .105 .904

종업원 수 -.005 -.043 .047 .410 .055 .479
독립변수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 .413 3.489 .378 3.255 .284 1.683

조절변수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 .251 2.188 -.228 -.359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여여여
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

.506 .766

R² .160 .218 .225
F 4.198 4.525 3.714
⊿R²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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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감성리더십과 조직몰입과의 여성고용비율의 조절효과

p<.001 p<.01 p<.05�는 표준화 회귀계수

<표 31>감성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과의 여성고용비율의 조절효과

p<.001 p<.01 p<.05�는 표준화 회귀계수

<표 32>감성리더십과 재무적 성과와의 CEO성별의 조절효과

구분 변수명

종속변수
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

모형1 모형2 모형3
� t � t � t

통제변수
(constant) .062 -.108 .647
업종 .094 .808 .117 .991 .101 .853

종업원수 .246 2.130 .275 2.338 .286 2.425
독립변수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 .278 2.348 .259 2.170 -.512 -.788

조절변수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 .140 1.192 .131 .758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xxx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

.690 1.020

R² .157 .175 .189
F 4.109 3.456 2.975
⊿R² .032

구분 변수 명

종속변수
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

모형1 모형2 모형3
� t � t � t

통제변수
(constant) 3.484 3.461 3.421
업종 .019 .168 .014 .123 -.006 -.051

종업원 수 .074 .675 .068 .601 .082 .732
독립변수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 .479 4.265 .483 4.231 .321 1.950

조절변수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 -.030 -.262 -.858 -1.387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xxx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

.876 1.362

R² .244 .245 .266
F 7.104 5.270 4.643
⊿R² .022

구분 변수 명

종속변수
재재재무무무적적적성성성과과과

모형1 모형2 모형3
� t � t � t

통제변수
(constant) 2.936 2.024 .825
업종 .176 .652 .045 .426 .046 .431

종업원 수 -.005 -.043 .060 .566 .062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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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p<.05�는 표준화 회귀계수

<표 33>감성리더십과 조직몰입과의 CEO성별의 조절효과

p<.001 p<.01 p<.05�는 표준화 회귀계수

<표 34>감성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과의 CEO성별의 조절효과

p<.001 p<.01 p<.05�는 표준화 회귀계수

독립변수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 .413 3.489 .312 2.819 .177 .392

조절변수
CCCEEEOOO성성성별별별 .407 3.824 .143 .166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xxx
CCCEEEOOO성성성별별별

.321 .308

R² .160 .314 .315
F 4.198 7.454 5.899
⊿R² .155

구분 변수 명
종속변수
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

모형1 모형2 모형3
� t � t � t

통제변수
(constant) .062 .163 .146
업종 .094 .808 .097 .828 .098 .824

종업원 수 .246 2.130 .239 2.030 .239 2.017
독립변수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 .278 2.348 .289 2.354 .237 .472

조절변수
CCCEEEOOO성성성별별별 -.044 -.371 -.146 -.153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xxx
CCCEEEOOO성성성별별별

.124 .108

R² .157 .159 .159
F 4.109 3.076 2.425
⊿R² .002

구분 변수 명
종속변수

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
모형1 모형2 모형3

� t � t � t

통제변수
(constant) 3.484 3.335 1.201
업종 .019 .168 .019 .171 .020 .179

종업원 수 .074 .675 .073 .652 .075 .665
독립변수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 .479 4.265 .480 4.126 .322 .678

조절변수
CCCEEEOOO성성성별별별 -.007 -.059 -.348 -.348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xxx
CCCEEEOOO성성성별별별

.343 .343

R² .244 .244 .246
F 7.104 5.249 4.166
⊿R²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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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연구가설 검증결과
번번번호호호 연연연 구구구 가가가 설설설 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가가가설설설111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는는는 재재재무무무적적적성성성과과과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채채채택택택

가가가설설설222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는는는 구구구성성성원원원의의의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기기기각각각

2-1 가족친화제도는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2 가족친화제도는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가가설설설333 감감감성성성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은은은 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채채채택택택

가가가설설설444 감감감성성성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은은은 구구구성성성원원원의의의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채채채택택택

4-1 감성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2 감성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가가가설설설555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와와와 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는는는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
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기기기각각각

가가가설설설666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와와와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는는는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
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기기기각각각

가가가설설설777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는는는 의의의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기기기각각각

가가가설설설888 가가가족족족친친친화화화제제제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는는는 의의의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기기기각각각

가가가설설설999 감감감성성성 리리리더더더십십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는는는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기기기각각각

가가가설설설111000 감감감성성성 리리리더더더십십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는는는 여여여성성성고고고용용용비비비율율율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기기기각각각

가가가설설설111111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는는는 의의의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기기기각각각

가가가설설설111222 감감감성성성리리리더더더십십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성성성과과과는는는 의의의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기기기각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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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시시시사사사점점점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의의의 요요요약약약

무한경쟁에서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의 전환점에 선 기업들
은 경직된 조직 대신에 유연하고 대응력과 적응력이 뛰어난 조직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기업이 생존하는데 거대한 조직이나 규모는 더 이상 기업의
경쟁력을 창출하는데 결정인자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현재의 경영환경이 요
구하는 성공요인은 순발력과 창의력,유연성을 갖춘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적합한 인재상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사고와 행
동,예측 밖의 상황에도 유연하게 적응하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릴
줄 아는 능력,이제껏 보지 않았던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창의성과 같
은 소프트한 스킬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의미한다.그런데 이와 같은 인재상
은 과거 산업시대에서 요구한 인재상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이들은 감성
과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소프트 파워를 갖춘 인재라고 할 수 있다.즉,새로
운 인재상은 '여성성을 닮은 감성'내지 '여성적 속성',즉 부드럽고 따뜻하
고 섬세하면서도 유연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미국 '창의적 리더십 센터
(CenterforCreativeLeadership)의 연구학자인 마리안 루더만은 민주적이고
부드러운 여성의 리더십이 친밀하고 관계 지향적이며 감성과 상상력이 이끌
어갈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실제로
이러한 여성적 속성이 사회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여성에 대
한 사회적인 패러다임과 새로운 변화의 틀이 필요하다(하민회,2007).
여성의 리더십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유는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이 높아지
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추
월하게 된다고 한다.더구나 베이비붐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우리사회는 고
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고 노동수요에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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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직면한다.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
책이 바로 여성인력의 효과적 활용이다.본 논문에서는 단지 여성인력의 무
조건적인 활용이 아닌 기업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성과측정을 통해 여성인
력 활용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구체적으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강조되고 있는 위미니지먼트(Womenagement)의
속성을 구별하고 이러한 구성개념의 측정을 위한 대리변수(proxy)로서 기업
차원에서 가족친화제도의 실행정도와 감성리더십 존재 구현이 과연 기업의
재무적 성과 및 종업원들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가족친화제도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 주기 위해 기업이 제도적으로 도입
하는 새로운 인적자원관리 방안으로서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또
한 감성리더십은 여성성이 강조되고 창의성을 제고시키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리더십
요인이다.이와 같은 가족친화제도의 도입과 감성리더십은 기업이 위미니지
먼트 스타일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본 논문은 한정하고 그 효과성을 검토
하였다.
이에 광주․전남에 소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델
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구체적으로 독립변수인 가족친화제도와 감
성리더십이 종속변수인 재무적 성과와 정서적 성과(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
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분석하였고,조직에서 총 종업원들 가운데 여성이 차
지하는 비율 및 CEO성별을 조절변수로 설정한 후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이 연구를 위해 전체 12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실
시하였고 그 결과 3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가족친화제도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검증하였다.
가족친화제도를 많이 도입한 기업일수록 재무적 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은 예상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다.하지만 가족친화제도가 구성원의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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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인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은 유의성 있
게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감성리더십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검증하였다.
CEO가 감성적 리더십을 발휘할 경우 그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높아질 것이
라는 가설은 예상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다.또한 가족친화제도와는 달리 감
성리더십의 경우 정서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되었다.
셋째,조절변수로써 여성고용비율과 CEO의 성별이 재무적 성과 및 정서적
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가설에서는 가족친화제도와
감성리더십이 발휘되는 조직에서 여성고용비율과 CEO의 성별이 조절효과로
서 결과변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하지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의 경우 (가족친화제도 ×여성고용비율),(가족친화제도 ×CEO성별),(감성
리더십 × 여성고용비율),(감성리더십 × CEO성별)은 결과변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다만,가족친화제도와 여성고용비율이 각각 독립적
으로 여성고용비율(�=.260, p<.05)이 재무적 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CEO성별(�=.416,p<.001)또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감성리
더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무적 성과에 여성고용비율(�=.251,p<.05),
CEO성별은 (�=.407,p<.001)로 각각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제제제 222절절절 시시시사사사점점점 및및및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점점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측면과 경영 관리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이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 제고나 사회적인 의무
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증명되었기에 기업의 CEO들은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의 경쟁력과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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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좌우하는 요인이라는 경영자의 마인드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가족친화제도의 효과성을 판단하는데 행동적 변수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 재무적 성과와 같은 변수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현실적 상황
에서 본 연구 결과는 가족친화제도가 재무적 성과를 높이는데 결정요인이 됨
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족친화제도가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바와 같이 감성리더십은 명령과
통제를 강조하는 위계적인 리더십이 아니고 부드러움과 순응을 강조하는 리
더십으로서 이와 같은 소프트파워의 리더십이 그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무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원들에게 명령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닌 종업원
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쩨,하지만 가족친화제도와 감성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
행동과 같은 행동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가족
친화제도의 도입정도는 조직몰입과 이타적인 행동에 기초한 조직시민행동에
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감성리더십은 이들 행동변
수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러한 연
구결과를 통해 구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의 제도적 측면보
다는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는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다
시 말해서 제도적인 측면의 구조적인 도입 정도의 효과성은 원격적(distal)이
라고 한다면 감성리더십은 근거리(proximal)요인이 작동함을 알 수 있다.따
라서 구성원의 행동은 제도에 의해서보다는 리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본 설문대상의 경우 개인이 아닌 기업단위로 설문이 이루어지다보니
표본의 수가 많지 않았다.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광주전남 기업체 전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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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설문특성에 맞게 기업의 CEO가 응답할 항목과 관리자들이 응답할
항목이 있지만 설문응답자의 구분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예를 들면 감성리
더십은 CEO가 응답하고,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응답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연구수준의 차이로 인한 분석의 어려움으
로 인해 모든 항목에 대해 관리자가 동일하게 응답하였다.이로 인해 동일인
에 의한 동일설문 항목 응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통방법변량(common
methodvariance)이 발생할 가능성이 배제하지 못했다.
셋째,광주․전남에 소재한 기업체가 연구대상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광주전
남지역에 소재한 기업체의 80%이상이 남성CEO이고 종업원의 남녀비율에 있
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 조절효과로 사용된 CEO성별과 여성고용비율의 효
과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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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은 직직직원원원들들들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복복복지지지와와와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제제제도도도들들들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사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
를 모두 (O)하시요

①육아휴직제도 ②남성근로자의 산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③가족간호 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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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기적인 가족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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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음은 귀사의 직원들에 관한 질문입니다.가장 적절한 상황을 해당항목에 표시(O)
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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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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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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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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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직원들은 회사에 진정으로 애착심을 가
지고 있다.

2.우리 직원들은 회사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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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사장님은 직원들의 행동을 통해 직원들의
감정을 잘 알아낸다.

2.우리 사장님은 직원들의 감정을 읽는데 능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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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 사장님은 직원들의 느낌과 감정을 잘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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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 직원들은 회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한다.

5.우리직원들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가족적인 친
밀감을 느낀다.

6.우리직원들은 동료직원이 피치 못해 결근하게
되면 그 동료의
일을 자발적으로 해주기도 한다.

7.우리직원들은 업무가 과다한 동료직원을 기꺼
이 도와준다.

8.우리직원들은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동료
직원을 기꺼이 도와주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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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음은 귀사의 조직문화에 관한 질문입니다.가장 적절한 상황을 해당항목에 (O)
하시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우리 회사는 가족같은 조직 분위기를 갖고 있는
편이다.

2.우리 회사는 직원들 간에 원만한 인간관계가 유
지되는 편이다.

3.우리 회사는 직원들 간에 인화단결과 일체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4.우리 회사는 직원들 간에 협조적 관계나 팀워크를 중
시하는 편이다.

5.우리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높은 배려와 관심을
보이는 편이다.

5.다음은 귀사의 재무적 성과에 관한 주관적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해당항목에 표시
(O)하시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8.우리 사장님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스스로를 독
려하는 분이다

9.우리 사장님은 어려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하도록 감정을 잘 다스린다.

10.우리 사장님은 화가 났을 때 쉽게 마음을 가라앉
힐 수 있다.

11.우리 사장님은 자신의 감정을 매우 잘 다스린다.

12.우리 사장님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데 능숙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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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업계
최하위

업계
하위

업계
평균

업계
상위

업계
최상위

1.우리 회사는 지난해 매출 성장률이 크게 향상되
었다.

2.우리 회사는 지난해 매출영업이익률이 크게 향
상되었다.

3.우리 회사는 지난해 시장점유율이 크게 향상되
었다.

♠♠ 오랜 시간동안 성심성의껏 답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들 자료들은 학문적인 연구 자료로서만 이용될 것이며,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귀하의 견해를 알 수 없습니다.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연구결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구자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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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2008년 12월 31일

동동동의의의여여여부부부 :::동동동의의의((( 000 ))) 반반반대대대((( )))

저작자: 오민정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총장 총장 총장 총장 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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