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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tialeffectofwork-lifebalance

programsonjobinvolvement,helpingbehavior

andnegativecareersuccess.

by Lee,HwaSang

Advisor:Jung,JinCheol,Ph.D.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istration,

ChosunUniversity

Work-lifebalanceprogramshavebecomeanew issueinbusines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ife balance

programsonjobinvolvement,helping behavior,negativecareersuccess

andmoderatedeffectofperceivedorganizationalsupport.Toachieveabove

objective,thisresearchhasconductedasurveyof270workers.

Theempiricalresultsareasfollows.

First,work-lifebalanceprogram hassignificantnegativerelationship

with job involvement.Also,thereisno significantimpacton helping

behaviorandnegativecareersuccess.

Seco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ha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job involvement and helping behavior.Furthermore,

perceivedorganizationalsupportreducednegativecareer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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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thereissignificantmoderateroleof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betweenwork-lifebalanceprogram andjobinvolvement.

Theresearchresultscanprovideausefulinsightintohow perception

ofnegativeeffectonwork-lifebalanceprogramscanbereduced.Also

perceivedorganizationalsupport̀simportantimplicationsoftheresearch

findingare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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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 론

제 1 연구의 필요성

지속 인 여성취업자의 증가로 인해 가족친화경 은 정부와 공공기 의 화

두이며,많은 기 들이 조직의 활력과 근로자들의 사기 증진을 해 필수 인 제

도로서 인식하고 이를 다각도로 검토 시행 에 있다(이도화․정두 ,2010).

특히,20 에서는 2005년 이후 남성취업자 보다도 여성취업자가 더 많아지는 역

상을 나타나고 있어서,앞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조직의 구성원 여성의 비 이 커짐과 동시에 일과 가정 역

의 균형에 한 심이 증가하는데,이는 일-가정의 양립이 개인과 가정,조직의

성과에 이르기까지 범 하게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희정,2012).

일과 삶의 균형제도는 여성의 문제 해결을 해 시작되었지만 맞벌이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해 남성에게서도 가사일로 인한 갈등이 확산됨에 따라 조직의 생

산성이 감소하자 기업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으로써 업무에 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질 높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해 주는 과정에서 가족친화경 의 요성은 증가하게 되었다.

실증연구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제도,즉 가정친화제도가 직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한 지속 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제도가 일련의 로

세스를 거쳐 조직에 정 인 역할을 하며,이들 사이의 계를 조 하는 변수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Frye& Breaugh,2004).특히 국내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에 한 충성이나 직무성과,직무탈진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일과 삶의 균형제도 도입 실태와 여건은 선진국에 비하면 걸

음마 단계이며,일과 삶의 균형제도를 투자보다 비용의 개념으로 간주하는 기업

들이 다수이며(이민우․이 진․한재창,2008),여타 다른 인사 련 제도 등에

비해 가족 친화제도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지속 으로 이에 한 연구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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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확 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일과 삶의 균형제도에 한 반 인 검

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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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목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가족친화경 이 기업수 의 성과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등 개인수 의 성과에 정 인 향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았지만 가족친화경 이 조직구성원에게 어떠한 인식을 심어주고,결과 으로

조직구성원의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에 하는 문제에 한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기업에서 행하는 가족친화경 이란 법과 제도, 로그램,교육,홍보 등을 통

하여 남녀 근로자가 자녀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이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조

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가족 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경

방식을 의미하는데(유계숙․최효진,2009),조직이 일과 삶의 균형제도를 실시한

다는 것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필요를 인지하고,그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해

노력하는 것인 만큼,그러한 조직의 후원을 인식한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

이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해 노력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사회

교환 이론의 측 로 반 부의 친조직 인 태도와 행 를 보일 것이라는 것

을 측 할 수 있다(이도화․정두 ,2010).

본 연구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변수인 직무몰입

과 도움행동,부정 경력성공에 미치는 직 인 향력을 살펴 과 더불어 일

과 삶의 균형제도를 시행하는 조직의 후원 인식이 직무몰입과 도움행동,부정

경력성공에 별도의 향력을 미치는가에 한 조직후원 인식의 조 효과를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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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이론 배경

제 1 일과 삶의 균형

1.일과 삶의 균형의 개념 유형

일과 삶의 균형의 개념은 1972년 국제 노동 계 컨퍼런스에서 도입된 노동

환경의 질(QualityofWorkLife:QWL)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Hian&

Einstein,1990;김정운․박정열․손 미․장훈,2005).Walton은 1970년 의

QWL에 한 개념을 ① 정하고 공정한 보상,② 안 하고 쾌 한 작업조건,

③ 인간 능력의 이용과 개발기회,④ 성장과 안정을 한 기회,⑤ 근로 생활과

사생활의 조화,⑥ 근로생활의 사회 합성이라고 제시하 다.

비슷한 시기에 Rapoport& Rapoport(1975)에 의해 더 발 하여 개개인의 발

달과정(LifeLine)에 한 연구를 수행하 는데,여기서 개인의 생활에 해 일

(Work),가정(family),여가(leasure)라는 개념을 언 하 다.QWL은 근로자의

안 과 건강,만족감을 지원하는 것으로,근로자들에게 근로자 친화 작업환경

로그램을 제공하기 한 기 가 되었으며,미국의 자동차 노조와 제 럴 모

터스가 노동 신을 해 도입 후 주목받기 시작한 로그램 이다(김정운‧박정열‧

손 미‧장훈,2005).

 근로자의 욕구에 따라 근로자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해 기업이 제공하는 로그램과 반 인 과정(Robin& Coulter,2005)등으로

정의된 QWL은 근로자에게 보상,직업 안정성,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

자의 만족감을 지원하고 증 시키는 우호 인 노동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한 석이 되었고,이와 같은 개념이 발 하여 노동자의 가정생활을 심으로 여

가,교육 등을 시하는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확 되었다(조수 ,2003;윤상 ,

2001;최재은,2004;이정은,2003).

일과 삶의 균형의 개념은 일 이 근로자의 복지를 시한 북유럽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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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로 도입 되었으나,1987년 미국 기업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 다(강우란․배노조․정지 ,2006).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일과 가정 역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근로자의 사회 웰빙에 한 심이 높아지고 기업이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해 다양한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연구가 차 증가하 다.

과 삶  계는 개  직 나 가정에  경험하거나 느낀 감정, 태도 행

동 등  가정 나 직 생 에 향  미 다(Macdermid & Williams,1997)는 

점에  시 한다. 즉 과 삶    다는 것에  하 다.

Smikin과 Hillage(1992)는 과 삶  균  한 지원제도를 근 가 

에 한 책 과 가족에 한 책  조 시킬 수 도  지원하는 공식적, 비공

식적 제도라고 정 하 , Marks  MacDermid(1996)는 과 삶  균  

과 다른 삶에  역할들에 해 동 하게 여하는 것 라고 정 하고, 를 

역할 균 (role balance)라고 하 다. 여  역할들에 해 동 하게 여

하는 것 란 신  삶  든 역할  수행하는  어  어느 것 하나도 

하지 않고 동 하게 애정  갖고 실히 행하는 것  말한다.

Kirchmeyer(2000)는 일과 삶의 균형이란 모든 삶의 역에서 만족감을 경험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그리고.이를 성취하기 한 조건으로 에 지,시간,

여정도(commitment)의 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하 다. Tasusing과

Fenwick(2001)은 일과 일 이외의 가족/개인 역 간의 지각된 균형감으로 정의

하 다.여기서 지각된(perceived) 이란 삶의 역에 한 개인의 심리 요

도를 반 하는 것으로 통제감(locusofcontrol)을 요하다고 보았다.즉,일과

삶의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는 삶의 각 역에서 시간과 에 지를 히 배분하

지 못함으로써 통제 상실의 상태에 놓 음을 말한다.

Guest(2002)는 균형을 시간과 에 지의 한 분배를 통해 신체와 마음의

평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삶의 각 역에 한 압력을 히 처할 수 있

는 능력과 개인 인 통제감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즉,균형이란 동일한

무게나 양이 분배가 아니라 질 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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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haus,Collins와 Shaw(2003)는 삶의 각 역에 동일한 수 의 주의, 심,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라고 하 다.이를 해 시간균형(timebalance),심리 인

여도의 균형(involvementbalance),만족도 균형(satisfactionbalance)의 3가지

균형을 제하고 있다.다시 말해,일과 삶의 균형이란 각 역에 시간과 에 지,

심리 인 여도를 히 배분하여 모든 삶의 역에서 만족스러움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 한다.

Visser와 Williams(2006)는 외면의 임 노동과 내면의 책임을 다하도록 언

제,어디서,어떻게 일을 할지 사람들이 자율 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

의하 다.일과 삶의 균형이 어떤 사람에게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게 쓰고

임 노동(paidwork)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다른 사람에게

는 그 지 않기 때문에,균형과 불균형의 개념은 사람들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

된다고 보았다.

국내의 경우,김정운 외(2005)는 일과 삶의 균형이란 일과 일 이외의 역에서

시간,심리 에 지 신체 에 지를 히 분배함으로써 삶에 한 통제감

을 가지고,삶에 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 다.

김명 (2007)은 남녀노소 구나가 일과 가정생활,지역생활,자기계발 등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스스로가 희망하는 형태로 균형을 맞추어 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 고,김효선(2006)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직장에서의 요구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며, 최성일과 유계숙

(2006)은 조직구성원이 직장과 가정에서 주어지는 책임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명명하 다.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한 하 요소에

한 연구 역시 활발해져 김난주와 권태희(2009)는 개인이 직장과 가정의 역할에

동등하게 몰입하는 정도 는 동등하게 만족하는 정도라고 정의하 으며,시간균

형,몰입균형,만족도 균형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 다.

일과 삶의 균형 제도는 인 자본에 한 투자와 보호,삶 역에서의 책임을

원활히 수행 하도록 지원하는 목 을 갖고 있는 조직의 인 자원정책 는 제도

를 의미한다(Poelmans& Sahibzada,2004).Grandey(2001)는 일과 삶의 균형을

한 제도를 분리정책(segmentationpolicy)과 통합정책(integrationpolicy)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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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설명하 다.분리정책은 근로자들이 가정 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만 이 직장 역에 있는 제도를 의미하고,통합정책은 근로자

들이 직장과 가정 역의 일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구조의 재편까지 검토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Secret,Sprang,Rompf와 Anderson(2000)은 직장과 가정

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고 두 역에서 조화를 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

책이라고 정의하 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임인숙(2003)은 일과 가정의 역 사이에서 발생하

는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삶을 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

다.강혜련,구자숙과 김효선(2006)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의 요구와 가족구성

원으로 서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정의하 고 최성일과 유계

숙(2006)은 조직구성원이 직장과 가정에서 주어지는 책임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 으며, 서 (2007)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직장에

서의 요구와 부모로서의 요구처럼 다 역할수행에 따르는 갈등에 응하고 이

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하 다.

유계숙(2008)은 일과 삶의 균형 지원제도를 법과 정책, 로그램,교육,홍보,

조직문화 등을 통하여 남녀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돕고 출산,양육,돌 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 하 다.김종

과 이윤경(2009)은 기업구성원들이 일,가족,개인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해,기업이 성인지 을 가지고 다양한 근로자 친환

경 환경을 조성하기 해 제공하는 제도라고 하 다.손 미․김정운․박정열

(2011)은 일과 삶의 균형지원제도를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 하는 복리후생 로그

램 각종 제도 등의 물질 자원 공식 지원이라고 하 다.

이상에서 제시한 일과 삶의 균형 제도의 개념을 역,기능,요소를 기 으

로 종합해 보자면 첫째,일과 삶의 지원제도의 역을 가족친화제도 심으로

근하는 경우 일과 가족,직장과 부모,조직과 조직원의 역으로 구분하고 포

으로는 직장과 육아,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활동이나 취미,학습,일을 제외한

삶의 모든 역을 일과 삶의 균형에 포함시는 추세이다.둘째,일과 삶의 균형

제도의 기능으로는 각 역 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직무와 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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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요구되는 책임에 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셋

째,일과 삶의 균형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정책,제도,법과 정책, 로그램,

교육 등이 있으며 이는 물질 ,공식 인 지원에 해당된다.

이러한 일과 삶의 균형제도의 유형은 <표 2-1>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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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명칭 내용

유연근무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일제 육아휴직 신 일정시간 이내 범

에서 근무시간을 탄력 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한 법률]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

음

집약근무제
총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주

5일미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집 근무제

핵심근무시간을 정해 놓고 되도록 다른 업

무는 자제하며 최 한 업무에 집 하도록

하는 제도(이혜정,2012)

재택근무제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

직무공유제

두 명이상의 조직구성원이 하나의 직무를

나 어 일정시간씩 근무하는 제도로,이는

주40시간 이하로 근무하고자 하는 조직원에

게 도움을 수 있으며,보상은 각각의 공

헌에 따라 주어진다( 기홍,2003)

탄력근무제

1일 8시간(주40시간)근무체제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자율 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

도.

휴가 휴직

제도

출산휴가

출산 이나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는 보호

휴가 제도로써,임신 의 여성근로자가 출

산 후에 걸쳐 90일의 휴가 동안 임 ,월

을 받을 수 있는 휴가제도

육아휴직
생후 3년 미만의 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그 아의 양육을 해 휴직하는 제도

가족간호휴가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질병과 사고 등으

로 직장 생활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휴직

을 부여하는 제도.

보육지원 제도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하여 단독

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는 그에 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집거주 지역에 설치,운 하는 시설이며,상

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는 근로자 500

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

육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규정([ 유아보호

법 시행령]제20조)

보육비 지원
만 5세 미만 이하 아동 양육과 련된 경제

지원

<표 2-1>일과 삶의 균형 제도의 유형



-10-

2.일과 삶의 균형 제도 발 의 필요성

일과 삶의 균형의 실천은 일과 가족의 균형으로 부분 구체화 되고 있다.

국내에서 일과 삶의 균형과 련하여 선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일과 가족의 균형

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박주희,2003;이은희,

2000;함인희․한정자,2001).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 지원제도에 한 연구도 마

찬가지로 가족친화제도에 한 연구를 심으로 많이 진행되었다.가족친화제도

는 일과 가정의 역 간에 균형 있는 삶을 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족친화 정책(정기선․장은미,2005) 가족친화 로그램(Wang &

Walumbwa,2007),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 정책(손 미․ 박정열․김가 ,2006)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과 가정의 균형에 한 심이 최근 들어 사회 으로 증가하는 근

본 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가정의 갈등이 래하는 문제들이 미치는 장의

범 가 넓고,그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그동안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이 일-가정의 갈등은 개인과 그 가족 구성원,상 ,직장 동료,그리고 조

직의 성과에 이르기까지 범 하게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며(Allenetal.,2000;Quicketal.,2004),일과 가정 사이의 불균형이 심각

한 결과를 래하게 되는 상은 최근의 기업 환경 변화에서 비롯된다.

Greenblatt(2002)는 이러한 기업환경의 변화로 사회 요구의 변화,IT의 발

달,그리고 근로자들의 기 수 변화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먼 ,사회 요

구의 변화에는 인재에 한 달라진 시각,그리고 여성근로자 맞벌이부부의 증

가를 들 수 있다.최근에 조직의 생존이 재(財) 자본이 아니라 인재에 달려 있

다는 인식이 분명해지면서 (Bartlett& Ghoshal,2002),기업들을 심으로 "인재

확보를 한 쟁 (Barnett& Hall,2001)"이 심화되고 있다. 인재를 얻기 한

쟁"이 조직의 워크를 깨뜨리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를 심각하게 할 수

있다는 계속 인 경고(Pfeffer,2001)에도 불구하고,인재 확보를 한 쟁의 치

열함은 날이 갈수록 정도를 더하여가고 있다.그 지만 인재란 사회 으로 수요

가 공 을 과하는 희귀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11-

부분 높은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Konrad& Mangel,2000),

이들을 조직에 참여시키고 계속 으로 붙잡아 놓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 유인은 어느 조직이나 제공이 가능한 일반 인 보상 수단이기

때문에,인재 확보의 궁극 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많은 조사들이 사람들이 조직에 참여하거나 조직을 떠나는 이유들

인 요인이 차지하는 비 이 별로 크지 않다는 을 보고하고 있음을 미루어

서도(Pfeffer,2001),인재들을 돈으로 붙잡아두려는 략이 그리 효과 인 방법

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따라서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조직은 돈과 같은 일

반 인 보상수단이 아니라,인재들이 매력 으로 생각할 보상이면서도 다른 조직

들이 쉽사리 제공할 수 없는 자신만의 특별한 보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수단 의 하나가 일과 가정의 균형이라는 생각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여성근로자 맞벌이부부의 증가도 일과 가정의 균형에 한 심을 불러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남성은 일을 통하여 경제 수단을 얻고,여성

은 가정을 돌본다는 것이 산업사회의 형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게 사회화

되어왔기 때문에,여성은 일보다는 가정을 우선시한다는 믿음이 사회 으로 퍼져

있으며,실제로 이러한 믿음을 반 하듯이 여러 연구들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 사이의 역할 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 것을 실증한다(장재윤․김혜

숙,2004;Aryeeetal.,2005;Martin,Eddleston,& Veiga,2002;Kirchmeyer,

2006).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문여성 인재들의 사회 진

출이 증가하고,맞벌이 부부도 그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자연스럽게 일과 가정

의 역할 갈등,혹은 일과 가정의 균형이라는 과제도 사회 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Greenblatt(2002)가 언 한 일과 가정의 균형에 한 심 증가의

두 번째 요인은 정보기술의 발달을 통한 탄력 인 업무수행의 확산이다.노트북

컴퓨터,휴 폰,PDA,인터넷 등은 보다 훨씬 탄력 인 업무 시간과 수행 방식

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이러한 정보 기술의 발달은 많은 조직원들을 이 의

고정된 업무시간과 일 처리 방식으로부터 상 으로 자유롭게 풀어 으로써,이

들로 하여 빈번하게 이 두 역 사이의 상호 련성을 경험하게끔 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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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게 된다. 컨 , 부분의 업무가 사무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업 사원이

나 애 터서비스 직원들,돌보아야 할 갓난아이가 있어서 재택근무가 불가피한

여성인력,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다국 기업의 사원들은 모두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탄력 업무시간과 업무처리방식에 노출되어 있고,따라서 이 에

비해 일과 그 이외의 활동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

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한 탄력 인 업무수행은 개인으로 하여 일과

가정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리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그리고 이러한 일

과 가정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상은 개인에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래할 수

있다.최근 들어 이미 우리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이메일은 근로자로 하여 일

의 수행이나 고객과의 계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동시에 언제,

어느 곳에서건,불시에 가정생활이나 개인의 삶을 침범함으로써 이 둘 사이의 조

화를 깨뜨리는 불청객이 될 수도 있으며(Quicketal.,2004),재택근무가 업무수

행을 방해하고 인간 계를 소원하기 때문에 원래의 뜻과는 달리 많은 사람이 기

피하는 업무방식이 되기도 한다(조선일보,2005년 12월 13일).

따라서 앞으로 일과 가정의 경계를 효과 으로 리하는 일이 매우 요하

게 될 것이다.Greenblatt(2002)는 일과 가정의 균형에 한 심을 증가시키고

있는 세 번째 요인으로 일에 한 근로자의 기 수 과 선호도의 변화를 들고

있다.그녀에 따르면,미국의 이긴 하지만 재 70 에 해당하는 산업사회세

와 그 이후의 세 사이에는 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즉,주로 산업사회 하에서 직장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과 가정의 균형

이란 여간하여 얻기가 어려운 과제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그 후의 세

들은 보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서 자신의 경력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태도

를 보이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일과 삶에 한 은 세 의 태

도 변화에 둔감한 조직은 고 우수한 인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큰 어

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일과 삶, 는 일과 가정의 균형,혹은 이 둘의 통합이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하는 사회 책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Jones(2003)는 진화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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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에서 살펴볼 때 인류는 생존을 해서 환경에 성공 으로 응하여야

만 하는데,그 과정에서 무리(band),부족(tribe),종족(chiefdom),국가(state)라는

문화 시스템의 도움을 차례로 받아왔으며, 재에는 기업이라는 문화 시스템

의 도움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즉, 재는 기업이 인류의 삶의

심에 치하면서 가장 큰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기이며,따라서 인류의 생존

여부 한 기업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이들 진화인류학자들은 재,인류가 맞

고 있는 인간 소외와 같은 기의 본질은 아직 수렵과 농경 사회인으로서의 유

특성을 벗어나지 못한 인류가 산업사회의 환경에 응하기 해서 인

으로 발달시킨 사회 제도 속에 매몰되어버리는 상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주

장한다.이들에 따르면,이러한 기의 극복은 수렵 농경인 으로서의 인간과 산

업사회가 만들어낸 인 인 제도 사이의 갭을 여서 인류의 자연성을 회복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며,이러한 노력의 하나가 일과 삶의 통합이라는

것이다.이들은 재로서는 기업만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인류의

생존을 해서 일과 삶의 통합은 기업의 사회 책임에서도 가장 본질 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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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직무몰입

1.직무몰입의 개념

직무몰입(JobInvolvement)에 해 Lodal과 Kejner는 "개인이 심리 으로 자

신과 자신의 일을 동일시하는 정도 는 체 인 자기 이미지에 있어서 직무가

차지하는 요성의 정도 라고 하 으며, 체 으로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몰두

하며 이에 한 깊은 심과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심리 상태로 정의된다(이은

송,2001).Locke(1976)  직 몰  개  직 에 몰 어 만족  느끼는 상

태라고 정 하고 는  는 직 몰  신  직 를 심리적  개 과 동

시(identify)하는 정도 또는 신  행하고 는 직 에 한 심취상태에  희

열  느끼는 정도라는 (1992)  연 도 맥상통하다. 

직 몰  개  신  직 에 동 하여 에 적극적  참여하 , 직

과수준   신  개 에 매우 중 하다고 지각하는 정도  정 (

, 2001), Steers(1979)는 상적  수행하는 직 체에 몰  또는 열중한 

상태  조직에 한 애착  갖고 원  계  존 하 를 강 히 희망하

 조직  표  가 를 수 하여 내 시키고, 조직  표달 과 공  

해 개 적  아끼지 않 는  정 하 다. 그러므  직 몰  

상  개 적 , 태도, 능 , 적  등  적  업 경 등  직

  등 다양한 들  상  통해 과적 고 적  생시키

는 결과 라고 할 수 다.

Osborn(1980)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몰두하거나 사로잡히는 정도로서,이

는 자신이 직무에 정신 으로 몰입되어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직무몰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이러한 몰입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로 최고수 의 수행개념으로써 직무몰입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근에서 조 씩 다른 개념으로 정의되어져 왔지만,그 근본 인 내용은 크게 차

이가 나지 않는다.즉,일이 자기에게 생활의 심 심이 될 때,자기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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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극 으로 참여할 때,자기의 자존에 해 직무성과를 심으로 삼을 때와

직무성과를 자기의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일련의 합의를 도출하 다

(Jackson& Marsh,1996;강신규,2003).즉,직무몰입은 개인이 직무에 하여

애착을 가지는 정도나 좋아하는 정도,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지나 행동을

나타내며,직무에 몰입하는 정도와 애착을 가지는 정도를 말하며 자신의 직무에

강하게 몰입하고 커다란 요성을 부여하는 정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직무몰입은 조직 유효성과 련된 요한 변수로써 조직애착과 더불어 다양

하게 연구되어져 왔다(Huselid& Day,1991).조직원들의 직무몰입은 직무만족,

직무성과,충성도,조직시민행동 등과 한 련을 가진다.이와 련해

Pfeffer(1994)는 직무 조직을 재설계하여 종사자들의 직무몰입을 자극하는 일

은 다른 기업과의 경쟁 우 를 확보하기 한 핵심사항이라고 언 하 다.조직

원의 직무몰입을 이끌어 내기 해서는 조직의 신이 필요하며,이는 다른 기업

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밖에도 직무몰입에 한 근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직무몰입의 개념

은 과거에 성과수 에 의해 향을 받는 자기존 감에 한 향과 한 개인의

체 인 자아 이미지에서 직무에 한 요성과 동일시 정도로 보는 으로

이해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한 강한 신념과 수용도,조직

을 해 애쓰려는 의지,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강한의지 등 조직 인

근으로 연구되어지기도 하 다(김석 ,2010).

2.직무몰입의 향요인

직무몰입에 미치는 향요인에 Rabinowitz& Hall(1977)은 직무몰입이 개인

특성의 변수,상황 변수 그리고 개인 특성과 상황 특성의 상호작용 요

인의 결과로 요약하고 있다.개인 특성이란 연령,교육정도,결혼,성별,통제의

장소,근속기간,도시ㆍ농 의 환경요인,청교도 직업윤리,상 순 의 욕구강

도가 있으며 상황 특성은 리더의 행동,의사결정에의 참여,다른 사람과의

속 등의 사회 요인,직무수 ,직무특성이 있다.마지막으로 직무 련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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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무만족의 구성요인(직무,진 ,감독,동료,임 ,회사) 련성,직무성과와

의 련성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김동연,2000).



-17-

제 3 도움행동

1.도움행동의 개념

도움행동은 일반 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나눠주기,기부하기,양보하기,

로하기, 동하기와 같은 친 사회행동의 하나로 정의되고 있다.친 사회 행

동(pro-social-behavior)은 사회 으로 정 평가 받을 수 있는 도움행동을 의

미한다.즉,남을 도와 으로써 호의 인 사회 계를 유지하려는 행동이지만,

친사회 행동은 이타행동과 혼동되는 경향이 있다.이 두 용어는 상호교환 으

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엄격히 구분되기도 한다.혹자는 친사회 행동을 ‘결

과 으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모든 자발 으로 의도 인 행동’이라는 넓은 의

미로 사용하고 있고(Dawkins,1976;박성희,2004),혹자는 행동의 결과뿐 아니라

동기와 의지의 요성도 강조하여 ‘자신보다 타인을 더 이롭게 하려는 분명한 동

기를 갖고 행해진 도움행동’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Krebs,1981;박성

희,1994). 의로 해석한 친사회 행동은 바로 이타행동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질

으로 가장 수 이 높은 행동으로 간주된다.이 듯 도움행동의 본질과 속성에

한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 도움행동을 친사회 행동의 상

수 인 이타행동과 상호 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Dawkins(1976)는 행 의 결과만을 강조하여 도움행동을 정의내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손실을 감수하여 타인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행 를 도움이

라고 하 다.이와는 달리 행 결과뿐만 아니라 의도의 요성을 강조하기도 하

는데,Moor(1982)는 도움행동을 자신보다 타인을 더 이롭게 하려는 분명한 의도

를 갖고 행해진 행동으로 정의하 으며,Krebs(1982)는 타인을 해 자신의 복지

를 희생하려는 의지로써 수행된 행동을 도움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송은아,

2002).송호연(1999)의 연구에서는 도움행동이란 ‘반사회 비사회 인 행동과

반 가 되는 것으로 공유나 동,도움, 로 등 외 인 보상을 기 하지 않고

타인을 도우려는 자발 행동’으로 정의하 다.



-18-

2.도움행동의 동기 요인

 

도움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 요인은 이기 도움과 이타 도움으로 설명

할 수 있다.이기 도움의 동기로는 공정성을 이타 도움의 동기로는 인정성이

라는 사회 가치요인을 입시켜 분석함으로서 도움행동의 두 가지 동기요인을

찾을 수 가 있다(장성수‧이 남,1992).

(1)이기 도움행동

이기 도움의 동기인 공정성은 공정성 규범으로 설명되어지며 도움행동을

사회 규범으로 근하는 연구자들이 제안한 요한 규범이다.공정성 규범은

사회에서의 보편 행동 원칙 에 하나인 우리는 만큼 받아야하며 받은 만큼

주어야한다는 상보성(reciprocity)의 맥락으로 설명되어진다.우리는 우리를 도와

사람들을 도와야 마땅하고,분명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돕지 않은 사람은 도

와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Gouldner,1960),상보성은 사회

계에서 주고받음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심리 불편 감을 해소하기 한 동

기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rkowitz& Daniels,1963;Walster,Berschid,&

Walster,1973).

상보성 원칙은 형평 이론으로 포함하여 설명되기도 하는데 형평 이론은 개

인의 투입(input) 는 투자(investment)에 비례하여 성과(outcome)가 배분된 상태

로 규정된다.이 규정이 상보성의 원칙인 만큼 받고 받은 만큼 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즉 사람들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형평 규범이 내면화

되어 불형평 상황이 되면 불안하고 불쾌한 긴장감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제거하

기 해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장성수‧이 남,

1992).상보성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으로 하는 공정성은 기 도움행동의 동기

가 되며 이것은 자신이 받은 것에 해 반드시 돌려주어야 마음이 편해지며 받

지 않은 것은 이유도 없다는 명확한 평형의 원리로 설명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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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타 도움행동

반면 이타 도움행동의 동기로 인정성은 공감 정서 반응으로 설명 되어

지는 데 공감 정서 반응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할 때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이

유를 설명한 1970년 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정의이다(Aronfreed,

1970).

공감 정서는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보게 되면 리 각성이 유발되며

리 각성이 타인의 고통 받는 모습 때문이라고 지각하게 되면 공감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이 때 나타난 공감 정서가 도움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다.이러한 공감 정서로 인한 도움행동은 타인의 고통을 여 주는것을 궁극

목표로 하므로 이타 인 것이다(Batson,& Coke,1981).공감은 지각된 타인의

안녕에 합치되는(congruential)정서로 정의 되며 공감 반응으로 야기되는 동기

는 타인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이는 본질 으로 이타 이라

주장한다.즉 공감 반응이 높으면 자신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도와 다

는 것이다(Batson,& Coke,1981).

공감 반응이 이타 행동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여러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데 이 연구들은 공감 반응이 강할수록 도움행동이 증가함을 증명하고 있다

(Archer,Diaz-Loving,Gollwitzer,Davis,&Foushee,1981).이처럼 이타 도움

행동은 공감 정서를 동기 요인으로 하며 공감 정서를 가지고 이타 행동을

하는 것은 타인이 자기가 되거나 자기가 타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가능해

진다.즉 와 내가 융합되어 자,타의 구분이 없는 조건에서만 가능해 지며,그

러한 환경은 우리(We)라는 공동체라는 조건 하에서 완벽한 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우리(We)라는 공동체에서 완벽한 공감을 느끼게 되는 조건은 타인과의

친 한 애정 계를 만드는 친애 심에서 비롯된다.친애 심은 타인을

타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인격체로서 느끼게 되는 것으로 상호 의존

하여 공동체를 유지하며 연 성을 맺으려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생존의 필수 인

조건인 것이다.

정서를 공감하며 좋은 인간 계를 만들려는 사회 동기는 사회생활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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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매우 요한 일이다(장성수‧이 남,1992).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공감

하고,이를 통해 정서 으로 애착하게 되며,이러한 정서 애착은 공동체 안에

소속되려는 사회 동기가 될 수 있다.사회 동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호감을 행동으로 표 하며 그러한 행동이 상 방에게 호감과 애정으로 해석되어

질 때 가능해진다.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호감과 애정을 표 하는 행동은

자신이 아닌 상 방의 안녕에 심을 두는 행동이며 이타 도움행동의 동기요

인이 되는 것이다. 한 서로의 안녕에 심을 두는 계는 정서를 공감하므로

서 조직 내에서 좋은 인간 계로 발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공정성을 넘어서 자신이 정당하게 가져올 수 있는 보상을 타인에게

주었을 때 우리가 그에 해 애정과 호감을 갖고 있음을 인지한다.이러한 인정

성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사람과 공동체 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

이다.그러므로 인정성은 공동체를 형성해나가고 유지하는데 가장 요한 덕목이

며 이러한 인정성이 바로 자신의 손해를 돌보지 않고 자신이 호감을 갖는 타인

을 도우려는 이타 도움행동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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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경력 성공

1.경력성공(CareerSuccess)의 개념

경력을 개인이 일생동안 일과 련하는 얻게 되는 경험의 총체로 보았을 때,

경력성공(careersuccess)은 이러한 일의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실재하거나 인

지된 성취의 축 물(Judge,Cable,Boudreau,& Bretz,1995)로 이해할 수 있다.

경력성공은 개인의 성취와 워에 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

니라,개인의 삶을 양 는 질 으로 증진시켜 주기에 경력성공에 한 이해는

요한 논 이 되어왔다(Lau& Shaffer,1999).

경력성공은 일반 으로  개인의 업무경험의 결과로 축 된 정 인 심리

상태나 업무 련 산출물 로 정의되며(Judgeetal.,1995;Lau& Shaffer,1999;

Seibert& Kraimer,2001),Arthur,Khapova와 Wilderom(2005)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인의 업무 련 경험에서 소망하는 일과 련된 산출물이 성취된 상태로

보았다.경력성공은 조직 내의 가시 인 성공뿐만 아니라 조직 외에 직업 인 측

면 혹은 문화 인 맥락 등에서의 성공을 가리키는 폭넓은 범 를 가진 개념이다

(윤하나,2005).따라서 개인차이 뿐만 아니라 조직 인 환경,문화,인종,성별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이해 될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라도 경력성공을

구성하는 하 요소에 따라 무엇을 경력성공으로 보는가의 은 달라지게 된다

(Dries,Pepermans,& Carlier,2008).

Strugs(1999)는 조직 내 리자들의 경력성공에 해 연구 하 는데,그들은

외재 경력성공(extrinsiccareersuccess)과 내재 경력성공(intrinsiccareer

success)을 경력성공으로 보았으며 Nabi(2001)는 외재 직무성공(extrinsicjob

success)과 내재 직무성공(intrinsicjobsuccess)으로 경력성공의 의미를 구성

하 다.

Dyke와 Murphy(2006)는 성별에 따른 경력성공을 질 연구를 통하여 조사

하 다.그 결과 균형(balance), 계(relationships),인정(recognition),물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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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materialsuccess)의 4가지가 조사 되었는데,여성은 균형과 계를 강조하는

반면 남성은 물질 성공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nnequin(2007)은 블

루칼라의 경력성공을 살펴보았는데 물질 인 경력성공(materialcareersuccess),

심리 인 경력성공(psychologicalcareer success),사회 인 경력성공(social

careersuccess)의 3가지로 조사되었다.

경력 련 분야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경력성공의 의미는 객 경력성

공(objectivecareer)과 주 경력성공(subjectivecareer)이다. 통 인 분류방

법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이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평가의 주체와 기

이다.객 경력성공은 평가 주체가 개인이 아닌 동료,조직과 같은 제 3자이

기 때문에 평가 기 이 가시 이고 객 으로 단가능하며 양 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Hennequin(2007)은 성공을 평가하기 해서는 사회 내에 존재 하는 기 을

반 해야 하는 한편 개인 인 느낌 한 고려해야 한다고 하 다.기존의 연구들

은 경력성공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해서 객 경력성공과 주 경력성공을

포 하여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내용을 종합하면 경력성공은 첫째,실제로 존재하거나 개인

의 인식에 의해 성취되고 둘째,일과 련한 경험의 축 물이며 셋째,경력 상의

목표나 목 을 달성하거나 업무 련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는 이에 한 개인

의 심리상태를 종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경력성공의 구분

(1)객 경력성공(objectivecareersuccess)

객 경력성공은 가시 이고 객 으로 찰,측정이 가능한 거를 사용

하여 평가되고,동료집단이나 조직처럼 제3자에 의해 결정되는 성공을 의미하며

임 ,직 ,직 ,사회 지 등을 사용하여 측정된다.1990년 이 에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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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객 경력성공의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높은 임 과 빠른

승진은 오랜 기간 여러 사회에서 성공으로 간주되어 왔고 통 인 경력 패러다

임에서도 사회,조직의 계 구조를 따라 상향이동 하는 것이 성공으로 인식되

었기 때문에 경력성공의 화두는 객 경력성공에 있었다.(NG ,etal.,2005).최

근에는 다운사이징,조직(계층)축소,인 자원의 아웃소싱과 같은 경제 흐름으

로 경력의 상향이동에 한 욕구,즉 객 인 경력성공의 경험과 기회가 축소되

고 있다(Hall,2002).

한 객 경력성공은 개인의 차이,나이,산업 등의 변수를 충분히 반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력성공을 정의하고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 을

받아 왔다.최근에는 로틴 경력,무경계 경력처럼 경력에 있어서 주 인 면

이 강조되면서 상 으로 많이 다 지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연구흐름에

도 불구하고 객 경력성공은 여 히 개인과 조직의 경력성공에 한 충분한

이해를 돕는데 유용하다(Dries,Pepermans,Hofmans,& Rypens,2008).

Walton과 Mallon(2004)은 비록 경력의 경계가 변화하고 있지만 경계가 완

히 사라질 수는 없고,이들 연구의 상자들이 경력의 자기 리,지속 인 학습

과 자율성을 선호하면서도 여 히 승진과 같은 객 인 경력성공의 성취를 경

력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 다.Verbruggen,Sels와 Forrier(2007)는 이들

의 연구 상자 957명 단지 6%만이 무경계경력을 경험하는 반면,60%는 경계

경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력의 개념이

변화하고 개인차,산업 간의 차이를 반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 경력 성공이

유용하지 않다는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개인들은 크게 이러한 차이를 느끼지 못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객 경력성공은 여 히 경력성공을 이해하

는데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주 경력성공(subjectivecareersuccess)

주 경력성공은 직무역할, 인 계 성공 등과 같은 개인의 내 인 인식

과 재조직에서의 업 ,야망,외 인 성공 즉,재정 인 성공과 조직 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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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에 한 개인 인식의 통합이다(김상진,2007). 한 재의 조직에서 뿐만 아

니라 이제까지 경력에서의 성공에 한 자신의 평가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Greenhaus,Parasuraman,& Wormley,1990).

이는 개인의 경력경험에 한 반응으로,개인의 목표나 기 에 한 자신의

주 단과 해석에 근거한다.따라서 직무만족이나 경력만족 등과 같은 내재

산출물이 평가의 거가 된다(Judgeetal.,1995;Seibert& Kraimer,2001).

오늘날에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가능성을 주 경력성공의 평가기 으로 사용

하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 객 경력성공만으로 경력 성공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 하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주 경력성공이 부각되기

시작하 다. 를 들어 Korman,Wittig-Berman,Lang(1981)은 객 으로 성공

한 사람도 자신의 성공에 회의를 느낄 수 있고 경력에 한 불안감,소외감,스

트 스,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다(박수성,2006)고 하 다.Derr(1986)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경력성공의 지향 도 달라지므로 어떤 이들은 상향이동을

지향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자율성을 지향할 수도 있으며,직장생활과 개인

생활의 조화를 지향할 수도 있다고 하 다(김성국․김태은,1999).

주 경력성공은 무경계 경력과 로틴 경력의 등장으로 경력에 한 개

인의 경험과 단과 해석을 요하게 받아들이면서 강조되고 있다(박수성,2006;

이동하,2007;정순여․장은주․이승환,2005;최재 ,2003).오늘날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경력기회와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경력의 계획과 리

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이 강조된다.따라서 산업,직군,직종뿐만 아니라 지역,

조직규모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는 객 경력성공(Seibert& Kraimer,2001)보

다는 주 경력성공이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더 나아가 최근에는 다양한 개인

차와 환경차를 반 하여 경력성공을 강조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Heslin(2005)은 산업,직군 등에 따른 편차는 주 경력성공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만의 언어로 경력성공을 정의하고 이에 해 더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따라서 각기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 개인들이 경력성공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 살펴보아야 하고,그 기 을 마련하기 해 양 연구뿐만 아니라 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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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을 종합 해 보면 주 경력성공은 성공의

질 과 련된 것으로 보인다.객 경력성공이 양 인 측면에서 성공에 근

하고 있다면 주 경력성공은 질 인 측면에서 성공에 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개인이 더욱 성공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요인 이므로

경력성공을 이해하는데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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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직후원 인식

1.조직후원 인식의 개념

조직이 조직구성원 개인에 해 애착을 가지고 조직구성원의 복지를 해

노력하는 것을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것으로써,조직이 개인의 공헌을 가치 있

게 여기고 조직이 구성원들의 복지에 심을 보이는 정도에 하여 구성원들이

총체 으로 형성하게 되는 믿음을 지각된 조직후원인식(perceivedorganizational

support)이라고 정의 한다(Eisenbergeretal.,1986).

이는 개인이 조직에 하여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가

하는 조직몰입(organizationalcommitment)과 반 되는 방향의 개념으로,사회

교환이론에 의해 조직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조직구성원 개개인은 다시 조직에 몰입한다는 것이다.즉,조직구성원이 조직으

로부터 칭찬,인정을 받게 되면 조직후원인식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구성원

이 조직에 몰입함으로서 작업참여와 작업성과에 정 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Esenberger와 동료들(1986),March& Simon(1958)등은 개인은 조직을 상

으로 몰입하는 반면,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몰입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해서

조직 개인에게 몰입하여 개인을 요시 여기고 있다는 사용자 몰입(employer

commitment)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조직이 조직구성원에게 몰입하는

정도에 한 구성원들의 지각을 나타내는 조직후원인식(POS)의 개념을 제시하

다.Eisenbergeretal,(1986)는 이 연구결과를 토 로 조직후원인식이라는 하나

의 정립된 이론을 제시하면서 조직구성원들이 그들의 신뢰와 부합되는 공식

보상(임 인상,승진)혹은 비공식 보상(칭찬,인정, 로)을 조직으로부터 받게

되면 조직후원인식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조직구성원들을 조직에 몰

입하게해서 작업참여와 작업성과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 는데

조직후원인식이 직무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실성,조직몰입, 신과 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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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는 것을 보여 연구결과가 이를 실증한다(Eisenberger,et al.,1990).

즉,조직구성원은 각자가 사용자의 몰입에 한 보상으로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

을 보임으로써 개인과 조직 간의 교환 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직후원인식은 자유재량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요성을 더한다.

자유재량(discretionary)이라는 의미는 보상이 주어졌을 때 조직구성원들은 조직

의 배려에 해 호감을 가지게 되고 조직후원인식은 강화되어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를 들어 회사의 정책이나 노동조합에 의해 같은 보상이 주어진다면 구성

원들은 조직후원인식을 보다 덜 느끼게 될 것이다(Eisenbergeretal.,1986). 한

사회 교환이론에 기 를 두고 있는 조직후원인식은 구성원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직무 련 행동으로 유인할 수 있으며 조직에 보답하려는 구성원들을

잘 우하면 종업원은 다시 조직의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무감을 가질 수

있다(Shore&Shore,1995).

2.조직후원 인식의 효과

조직후원의 잠재 인 효과를 실증 으로 검증하기 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

되었으며 이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주 효과

1980년 에 등장한 조직 후원의 주 효과는 개인의 행복을 유지하게 하

는 것이 안정 인 인 계 자체라는 가정 하에 개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지속

인 역할 계를 통해서 얻는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이 입장에서 개인

은 안정 인 인 계를 통해서 경험되는 귀속,소속감,존경,안정감,상황에

한 측 가능성,통제감이 스트 스에의 응에 정 인 향을 주게 된다

(Thoits,1985).즉,스트 스를 유발하는 사건의 충격을 조직 후원이 감소시켜

응에 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직 후원 인식 자체가 개인에게 안정감이나

통제감을 느끼게 하여 응에 도움을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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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완충 효과

조직 후원의 효과에 한 가장 표 인 가설인 완충효과는 긴장 련 결

과변수를 측하는데 있어서 조직 후원과 스트 스 요인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LaRocco,etal.,1980).이러한 조직 후원의 완

충효과는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Beehr(1976)는 역할 모호성과 낮은 자

존감 간에 동료의 지원이 완충효과를 보이며 역할갈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심

리 긴장 등의 경우에는 상사의 지원은 완충작용을 하는데 비해 동료의 지원은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하 다.

한 House& Wells(1978)는 직무스트 스 요인과 생리 증상사이에 그리

고 역할갈등과 심리 긴장 사이에 상사의 지원이 완충효과를 나타낸 반면 동료

의 지원은 완충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3)역 완충 효과

1980년 이후 주 효과 이외에도 완충효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 다.조직 후원의 역 완충효과는 주 효과 완충 효과와는 달

리 조직 후원의 수 이 높은 집단에서 직무 스트 스 요인과 긴장간의 계가

약해지기보다 오히려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즉,역 완충효과가 있다

면 그것은 조직 내에서 높은 수 의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는 구성원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을 때보다 지원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Rook& Hoch,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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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실증 분석

제 1 연구모형과 가설

1.연구모형의 설계

본 장에서는 지 까지의 이론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일과 삶의 균형 로

그램(제도)를 독립 변수로,직무몰입과 조직 내 도움행동,부정 경력행동을 종

속변수로 하 으며, 한 일과 삶의 균형 로그램(제도)과 직무몰입,조직 내 도

움행동,부정 경력행동과의 계에서 조직후원인식이 조 변수로서 향을 미

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그림 3-1>과 같이 설정 하 다.

<그림 3-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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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문제 가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이미 제시된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두 가지

차원에서 가설을 설정하 는데 주효과(maineffect)가설과 조 효과(moderating

effect)가설이다.먼 주효과 가설은 일과 삶의 균형 로그램이 직무몰입과 조

직 내 도움행동,부정 경력행동에 미치는 향력이며,조 효과 가설은 조직

후원 인식이 높을 경우 일과 삶의 균형 로그램이 조직 구성원의 직무몰입과

도움행동,부정 경력성공을 조 하는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연구 가설은 4가지로 구별할 수 있으며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 1.일과 삶의 균형제도는 직무몰입에 부정 (-)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일과 삶의 균형제도는 도움행동에 정 (+)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일과 삶의 균형제도는 부정 경력성공에 정 (+)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4-1.조직후원인식은 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향을 조

할 것이다.

가설 4-2.조직후원인식은 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향을 조

할 것이다.

가설4-3.조직후원인식은일과 삶의균형 제도가부정 경력성공에미치는 향을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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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

1.일과 삶의 균형제도

일과 삶의 균형제도는 조직이 조직원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 하는 목

으로 실행하는 복리후생 로그램 각종 제도의 시행여부 그 범 ,조직원

의 인지 상태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상공회의소가 2006년 서울소재 500개

기업을 상으로 조사한 ‘가족친화경 황과 개선과제’에 따라 ‘탄력시간제를

우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가족간호휴가제를 우리 회사는 도입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등 총 8개 항목을 측정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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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일과 삶의 균형제도 설문항목

항 목

일과 삶의

균형제도

A01.탄력시간제(업무량이 많을 때는 법정근로시간을

과하여 근무하고 업무량이 을 때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로 근무하는 등 근로시간을 탄력 으로 운 하는 제도

임)를 우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02.시차출퇴근제(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03.반차휴가제(휴가 1일을 반일씩 나 어 쉴 수 있도

록 하는 제도로서 반차휴가 2회는 휴가 1일에 해당함)을

우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04.육아데이제(육아자녀를 둔 직장인이 매월 특정일에

는 정시 퇴근토록 보장함으로써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

내도록 하는 제도임)을 우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가?

A05.가족간호휴가제(유아나 병환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한 휴가제도임)을 우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가?

A06.어린아이를 맡기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장내 탁아

시설을 우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07.아버지 출산휴가제를 우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08.선택 복리후생제(근로자 개인에게 주어진 산의

한도 내에서 여러 복지제도 근로자 자신이 원하는 제

도를 선택할 수 있는 후생복지제도임)을 우리 회사는 도

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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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무몰입

직무몰입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몰두하며 이에 한 깊은 심과 높은 가

치를 부여하며 자신의 직무에 몰두하며 이에 한 깊은 심과 높은 가치를 부

여하는 심리 상태로써 Lodahl& Kejner(1965)이 제시한 설문 항목을 토 로

하여 ‘나는 비록 보상은 받지 못하지만 나의 직무를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고자

한다.’,‘나는 일보다 더 요한 다른 활동들이 있다(Reverse).’등 총 6문항으로

측정하 다.

<표 3-2>직무몰입 설문항목

항 목

직무 몰입

B01.나는 비록 보상은 받지 못하지만 나의 직무를 밤

을 새워서라도 끝내고자 한다.

B02.나에게 일어나는 가장 요한 일은 내 일과 련

이 있다.

B03.나는 일보다 더 요한 다른 활동들이 있다

(Reverse).

B04.나는 일하러 가지 않고 집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

을 자주 한다(Reverse).

B05.나에게 있어 일이란 내 존재의 아주 작은 부분일

따름이다(Reverse).

B06.나는 애 일이 좋았으나 지 은 다른 것들이 보다

요하다.

3.도움행동

도움행동은 남  도 줌  적  사 적 계를 지하 는 행동

,조직이 효과 으로 기능하는데 일조 될 수 있는 자발 으로 행해지는 개인행

동으로,도움행동의 측정은 ‘나는 동료가 피치 못해 결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

을 자발 으로 도와 다.’,‘우리 부서에 새로 온 직원이 업무에 숙달되도록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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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와 다.’등 Lamvert(2000)가 제시한 4개의 측정항목을 활용하 다.

<표 3-3>도움행동 설문항목

항 목

도움행동

C01.나는 동료가 피치 못해 결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을 자발 으로 도와 다.

C02.나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힘들어 하는 동료를 도

와 다.

C03.우리 부서에 새로 온 직원이 업무에 숙달되도록

자발 으로 도와 다.

C04.내 상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상사를 해 자발

으로 내가 도와주기도 하는 편이다.

4.부정 경력성공

경력성공은 개인의 업무경험의 결과로 축 된 정 인 심리상태나 업무

련 산출물로써(Judgeetal,1995;Lau& Shaffer,1999;NG,etal.,2005;Seibert

& Kraimer,2001),경력 상의 목표나 목 을 달성한 개인의 종합 인 심리상태이

다.부정 경력성공은 이러한 경력성공과 반 되는 개념으로서 Thompson,

Beauvais,& Lyness(1999)가 제시한 가정 친화 경 과 조직애착도의 계에

한 연구 경력 성공과 련된 ‘회사직원들은 여자직원이 수개월간 육아휴직으

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회사의 가정친화형 로그램을 활

용하는 직원들은 활용하지 않는 직원들보다 승진하기 어려울 것이다.’와 같은 4

개의 역문항을 측정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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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부정 경력성공 설문항목

항 목

부정

경력성공

D01.회사직원들은 여자직원이 수개월간 육아휴직으로 자

리를 비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D02.회사의 가정친화형 로그램을 활용하는 직원들은 활

용하지 않은 직원들보다 승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D03.가정에서 육아문제 때문에 회사의 인사발령을 기피하

는 직원은 회사경력에 부정 향을 받게 될 것이다.

D04.탄력 시간제를 이용하는 직원을 그 지 않은 직원

에 비해 경력에 부정 향을 받게 될 것이다.

5.조직후원 인식

조직후원 인식이란 조직이 조직구성원 개인에 해 애착을 가지고 조직구성

원의 복지를 해 노력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원에게 안정감이나 통제감 등 정

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게 해 주며(Thoits,1985),직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

스를 완화시켜주는 완충역할을 수행한다(LaRocco,etal.,1980)는 것으로 조직후

원 인식의 측정은 서재 (2006)이 제시한 측정항목 ‘우리 회사는 나의 기여에

높은 가치를 둔다.’,‘우리 회사는 나의 목표와 가치를 사려 깊게 고려한다.’를 포

함한 총 여섯 문항을 측정에 활용하 다.

<표3-5>조직후원 인식 설문항목

항 목

조직후원

인식

E01.우리 회사는 나의 기여에 높은 가치를 둔다

E02.우리 회사는 나의 과 노력에 감사하지 않는다

(Reverse).

E03.우리 회사는 나에게 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나에게 최 한 이익이 되도록 고려한다.

E04.우리 회사는 나의 복지에 진정으로 심이 있다.

E05.내가 특별한 부탁이 필요할 때 회사는 나를 기꺼

이 도와 것이다.

E06.회사가 나에게 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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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사방법과 표본구성

1.조사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설문지는 크게 6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

의 <표 3-6>에 나타나 있다.먼 일과 삶의 균형 제도가 독립변수,조직몰입과

도움행동,부정 경력 성공이 종속변수,조직 후원 인식이 조 변수로 이용되었

으며,통제변수는 인구통계 변수로서 결혼 유무,근속년수,직 등을 이용하

다.

<표 3-6>설문지의 구성

변수명 문항수 문항번호

일과 삶의 균형 제도 8
A01,A02,A03,A04,A05,A06,

A07,A08

직무몰입 6 B01,B02,B03,B04,B05,B06

도움행동 4 C01,C02,C03,C04

부정 경력 성공 6 D01,D02,D03,D04

조직 후원 인식 6 E01,E02,E03,E04,E05,E06

인구

통계변수

결혼 유무,직 ,

직장 근속년수
3 각 1개 문항

설문의 각 항목에 하여는 주로 리커트 6 척도와 명목척도를 이용하 는

데 독립변수인 일과 삶의 균형 제도 시행에 한 의견의 측정은 ‘1-매우 그

지 않다’,‘2-그 지 않다’,‘3-그 다’,‘4-매우 그 다’를 4 척도로 측정

하 으며 종속변수와 조 변수인 직무몰입,도움행동,부정 경력성공과 조 변

수인 조직 후원 인식은 ‘ 그 지 않다’1 부터 ‘매우 그 다’에 6 을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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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구통계 변수는 명목척도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하여 모형설정에 기본이 되는 기존의 유사연구의 구성요소를 심으로 설문지

를 작성하 는데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하여 구성하 다.다만 설문항목

에 있어서 문가의 검증을 통해 설문에 따르는 오차를 최 한 이려 노력했다.

문장이 애매하거나 처음 보는 문항이라 생소하여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질문 등

을 수정하 으며,수정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이용하게 되었다.

2.조사개요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융기 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조직구성원들을 상으로 하 으

며 설문을 통한 분석으로 연구가설의 검증을 실시하 다.설문을 한 표본의 설

정을 해 임의표본방식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 다.설문지의 수거와 배포는 표

본으로 설정된 조직구성원에게 직 배포하고 수거하 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3년 4월 에서 5월 말까지 약 6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총 270부가 배포되었으며,220부를 수거하 다(수거율:81.4%).직 배포와

수거를 행하 기 때문에 비교 높은 수거율을 보 다.수거된 설문지 많은 설

문문항을 락하 거나 하나의 응답만을 계속 하는 등 무성의하다고 단된 26

부(11.8%)를 제외한 194부(69.6%)를 본 조사의 분석에 이용하 다.

설문에 응답한 유효표본의 인구통계 분포는 <표 3-7>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며 기혼자가 102명(56.7%),미혼자가 78명(43.3%)으

로 구성되어있다.응답자의 반수 이상인 68.4%가 일반 사원이며 34.9%가 5년에

서 10년 동안 직장에서 근속 이며 15년 이상 근속 이라는 응답자도 15.9%

가 존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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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표본의 통계 분포

구 분 빈도 비율(%)

결혼 유무
기혼 102 56.7

미혼 78 43.3

직

임원(부사장, 무,상무,이사) 0 0

상 리자(부장,차장) 2 1.0

간 리자(과장 ) 10 5.2

리자( 리 ) 49 25.4

일반 사원 132 68.4

직장 근속년수

6개월 미만 10 5.3

6개월-2년 이하 19 10.1

2년-5년 이하 34 18.0

5년-10년 이하 66 34.9

10년-15년 이하 30 15.9

15년 이상 30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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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기술통계,신뢰성 타당성

1.변수의 구성 타당성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들이 개념 으로 독립 인가(constructvalidity)의

여부를 검증하기 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그 결과는 다음의 <표 4-1>

에 제시되어 있다.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을 요인으로 묶어냄에 있어 정보의 손실

을 최 한 이면서 많은 변수를 가능한 은 요인으로 이고,요인구성이 복잡

하고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 의 해를 명확하게 하기 하여 직

각회 (orthogonalrotation)방법 배리맥스(varimax)방식을 사용하 으며,요

인 재치(factorloading)값은 0.4이상인 값을 기 으로 하 다.요인분석 결과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표를 살펴보면 5개의 요인인 일과 삶의 균형 제도,직무몰입,도움행동,부정

경력성공,조직후원 인식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 재값 비율(%)도

56.10%를 보이고 있으며 각 설문항목의 재치 역시 기 정도 .4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다만 직무몰입에서 낮은 재치를 보인 2개의 문항과 조직후원 인

식에서 낮은 재치를 보인 1개의 문항을 삭제하 다.

일반 으로 설문지 조사방법에서 동의경향(agreementtendency)을 피하기

해 정 응답과 부정 응답의 균형성을 가질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Schrisheim,Eisenbach,& Hill,1991),응답을 하는 상자들은 부정 항목에

해 하게 응답하지 못하여 설문지 조사방법의 타당성을 하시킨다

(Schrisheim etal.,1991).따라서 낮은 재치를 보이는 3개의 문항을 삭제하

고 삭제 한 이후의 요인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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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1

균형

제도

Factor

2

직무

몰입

Factor

3

도움

행동

Factor

4

경력

성공

Factor

4

후원

인식

A01.탄력시간제(업무량이 많을 때는 법정근로

시간을 과하여 근무하고 업무량이 을 때는

법정근로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등 근로시간을

탄력 으로 운 하는 제도임)를 우리 회사는 도

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439 -.277 -.114 .204 .070

A02.시차출퇴근제(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의 필

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548 -.223 -.089 .147 .084

A03.반차휴가제(휴가 1일을 반일씩 나 어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반차휴가 2회는 휴가

1일에 해당함)을 우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612 .035 -.031 .074 .025

A04.육아데이제(육아자녀를 둔 직장인이 매월

특정일에는 정시 퇴근토록 보장함으로써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제도임)을 우리 회

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743 -.033 .014 .011 -.119

A05.가족간호휴가제(유아나 병환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한 휴가제도임)을 우리 회사

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782 .026 .000 .048 .021

A06.어린아이를 맡기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직

장내 탁아시설을 우리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699 .105 -.004 -.120 -.035

A07.아버지 출산휴가제를 우리 회사는 도입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591 -.033 .038 -.026 -.264

A08.선택 복리후생제(근로자 개인에게 주어

진 산의 한도 내에서 여러 복지제도 근로

자 자신이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후생

복지제도임)을 우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가?

.684 .078 -.035 -.084 -.041

B01.나는 일보다 더 요한 다른 활동들이 있

다(Reverse).
-.015 .099 .123 .069 .649

B02.나는 일하러 가지 않고 집에 있었으면 하

는 생각을 자주 한다(Reverse).
-.171 -.016 .163 -.342 .476

B03.나에게 있어 일이란 내 존재의 아주 작은

부분일 따름이다(Reverse).
.019 .143 -.031 -.017 .759

B04.나는 내 일이 좋았으나 지 은 다른 것들

이 보다 요하다.
-.080 -.058 -.047 -.062 .779

C01.나는 동료가 피치 못해 결근하게 되면 그 .003 .828 -.020 -.041 .048

<표4-1>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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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일을 자발 으로 도와 다.

C02.나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힘들어 하는 동

료를 도와 다.
-.015 .903 .001 -.016 .111

C03.우리 부서에 새로 온 직원이 업무에 숙달

되도록 자발 으로 도와 다.
-.022 .876 .019 -.035 .110

C04.내 상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상사를 해

자발 으로 내가 도와주기도 하는 편이다.
-.002 .744 .139 .023 -.036

D01.회사직원들은 여자직원이 수개월간 육아휴

직으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040 -.101 -.197 .702 .074

D02.회사의 가정친화형 로그램을 활용하는

직원들은 활용하지 않은 직원들보다 승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001 -.056 -.032 .773 -.040

D03.가정에서 육아문제 때문에 회사의 인사발

령을 기피하는 직원은 회사경력에 부정 향

을 받게 될 것이다.

.129 .034 -.097 .768 -.128

D04.탄력 시간제를 이용하는 직원을 그 지

않은 직원에 비해 경력에 부정 향을 받게

될 것이다.

-.021 .039 -.057 .845 -.024

E01.우리 회사는 나의 기여에 높은 가치를 둔

다
.028 -.066 .601 -.062 .131

E02.우리 회사는 나에게 향을 미치는 의사결

정을 할 때 나에게 최 한 이익이 되도록 고려

한다.

-.045 -.089 .731 .085 .066

E03.우리 회사는 나의 복지에 진정으로 심이

있다.
-.042 .205 .753 -.227 -.033

E04.내가 특별한 부탁이 필요할 때 회사는 나

를 기꺼이 도와 것이다.
-.059 .103 .777 -.058 -.021

E05.회사가 나에게 심을 보여주지 않는

다(Reverse).
-.039 .090 .758 -.240 -.026

설명된 총분산

성

분

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재값 회 제곱합 재값

체 %분산 % 체 %분산 % 체 %분산 %

1 4.14 16.58 16.58 4.14 16.58 16.58 3.40 13.61 13.61

2 3.19 12.75 29.32 3.19 12.75 29.32 3.09 12.37 25.98

3 2.79 11.17 40.49 2.79 11.17 40.49 2.78 11.13 37.11

4 2.06 8.24 48.73 2.06 8.24 48.73 2.74 10.96 48.07

5 1.84 7.37 56.10 1.84 7.37 56.10 2.01 8.03 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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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수의 기술통계량 신뢰성 검증

변수의 구성타당성에 의해 채택한 문항을 기 로 하여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 편차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의 구성타당성에 의해 채택한 문항을 기

로 하여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 편차와 신뢰성(신뢰도:reliability)를 검증하기

하여 응답의 내 일 성(internalconsistency)을 조사하는 방법인 Cronbach'α

값을 계산하 다.Cronbach'α값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 으로 α계수가 .6이

상이면 비교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으며(채서일,1997),결과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표 4-2>변수들에 한 기술통계량 신뢰계수

구 분 평균 표 편차 Cronbach'α
일과 삶의

균형제도
3.163 .449 .781

직무몰입 3.839 .916 .657

도움행동 4.199 .862 .872

부정 경력성공 3.987 .999 .789

조직후원 인식 3.351 .779 .789

신뢰도를 한 Cronbach'α값을 보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 모두 .6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설문항목이 일 성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다만 직무몰입의 경우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 으로 다소

낮은 .657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변수간의 상 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상 계는 <표4-3>에 제시되어 있다.먼

직무몰입과 도움행동의 계를 살펴보면 직무몰입은 도움행동과 유의미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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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 경력성공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상 계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후원 인식은 도움행동과는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r=.172,p<.05),부정 경력성공과는 유의미한 부(-)의 상 계를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r=-.302,p<.01).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된 조직구성원들

은 조직의 후원을 인식 할 경우 경력성공에 한 부정 인식이 낮아진다는

을 측 할 수 있다.

<표 4-3>변수들의 상 계

구분 1 2 3 4 5

1.균형제도 1.000

2.직무몰입 -.131 1.000

3.도움행동 -.047 .146* 1.000

4.부정 경력성공 .083 -.130 -.051 1.000

5.조직후원 -.110 .135 .172* -.302** 1.000

주)*:p<.05,**:p<.01,***:p<.001,2-tailed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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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가설의 검증

1.가설검증

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직무몰입과 도움행동,부정 경력성공에 미치는 주효

과 가설과 조직후원 인식의 조 효과에 한 조 효과 가설의 검증을 해 3단

계에 걸쳐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먼 1단계에는 인구통계 변수들을 독립변수

로 설정하 고 일과 삶의 균형제도와 조직후원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

석을 실시하 다.2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변수의 주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일

과 삶의 균형제도와 조직후원 인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 다.3단계에

서는 조직후원 인식의 조 효과를 살펴보기 해 일과 삶의 균형제도와 조직후

원 인식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조 변수 설정에 있어서

센터링 방식을 활용하 다.상호작용항을 센터링한 이유는 상호작용 변수를 ‘독

립변수×조 변수’로 설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문

제를 해결하기 해서이다.

분석결과는 <표 4-4>,<표 4-5>과 <표 4-6>에 제시되어 있으며 표 화된

(standardized)회귀계수를 제시하 다.

먼 직무 몰입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4-4>에 제시

되어 있다.1단계에서 결혼 여부가 정서 고갈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고 있

는데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에 비해 높은 정도의 직무몰입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단계 주효과에서 보면 일과 삶의 균형제도는 직무몰입에 유의미한 부

(-)의 향력을 미치며(beta=-.122,p<1.0),조직후원 인식은 직무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08,p<.01).이를 통해서 보면

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 것

과,조직의 후원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몰입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3단계의 조 효과 검증을 해 일과 삶의 균형제도와 조직

후원 인식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 는데 상호작용항이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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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조직후원 인식의 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향:

조직후원 인식의 조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무몰입

1단계 2단계 3단계

통제변수

결혼 여부 .191* .193** .193**

연구변수

일과 삶의 균형제도 -.122X -.165X

조직후원 인식 .208** .213**

상호작용항

일과 삶의 균형제도×조직후원 인식 -.025

Fvalue 6.669 6.458 4.847

R
2

.036 .100 .100

∆R
2

.031 .084 .080

주1)*:p<.05,**:p<.01,***:p<.001

주2)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이 더미(dummy)처리하 음(결혼유무:기혼1미혼0)

다음으로 도움행동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았으며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먼 1단계에서 통제변수는 유의미한 향력을 나타나지 않았다.2단계 주

효과에서 보면 일과 삶의 균형제도는 도움행동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지 않

지만 조직후원 인식은 도움행동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132,p<.1.0),3단계 조 효과 검증을 해 일과 삶의 균형제도와 조직후원

인식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 는데 조직후원 인식의 부(-)의

향력이 나타났다(beta=-.203,p<.008).이를 통해서 보면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후원을 인식한다면 일과 삶의 균형제도 실행과 더불어 조직구성원이 자발 으로

행하는 도움행동의 실행 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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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향:

조직후원 인식의 조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도움행동

1단계 2단계 3단계

통제변수

결혼 여부 .103 .105 .111

연구변수

일과 삶의 균형제도 -.047 -.071

조직후원 인식 .132X .171*

상호작용항

일과 삶의 균형제도×조직후원 인식 -.203**

Fvalue 1.878 1.874 3.255

R
2

.011 .031 .070

∆R
2

.005 .015 .049

주1)*:p<.05,**:p<.01,***:p<.001

주2)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이 더미(dummy)처리하 음(결혼유무:기혼1미혼0)

마지막으로 부정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았으며 <표 4-6>에

제시되어 있다.먼 1단계에서 통제변수는 유의미한 향력을 나타나지 않았다.

2단계 주효과에서 조직후원 인식은 부정 경력성공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311,p<.001),3단계 조 효과 검증을

해 일과 삶의 균형제도와 조직후원 인식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

시하 는데 조직후원 인식의 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를 통해 조직에서

실시하는 일과 삶의 균형제도는 부정 경력성공과는 계성이 없으며,조직후원

의 인식 역시 유의미한 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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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부정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조직후원 인식의 조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부정 경력성공

1단계 2단계 3단계

통제변수

결혼 여부 .095 .088 .089

연구변수

일과 삶의 균형제도 .077 .071

조직후원 인식 -.311*** -.301***

상호작용항

일과 삶의 균형제도×조직후원 인식 -.051

Fvalue 1.617 7.698 5.878

R
2

.009 .117 .120

∆R
2

.003 .102 .099

주1)*:p<.05,**:p<.01,***:p<.001

주2) 주2)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이 더미(dummy)처리하 음(결혼유무:기혼1

미혼0)

2.가설검증 결과요약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주효과 가설과 조 효과 가설로 구분된다.주효과 가

설은 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직무몰입과 도움행동,부정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력에 한 가설이다.조 효과 가설은 조직후원 인식이 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직무몰입과 도움행동,부정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 이들 사이의

계를 조 한다는 것에 한 가설이다.이를 토 로 하여 주효과 가설인 가설 1

은 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직무몰입을 낮출 것으로 측하 고 가설2와 3은 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도움행동과 부정 경력성공을 높일 것으로 측하 다.조 효

과 가설인 가설 4-1,4-2와 4-3은 일과 삶의 균형 제도가 직무몰입과 도움행동,

부정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조직후원 인식이 이들 계를 조 할

것으로 측하 다.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가설 1에 있어서 일과 삶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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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 정도 감소에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가설 2에 있어서 일과 삶

의 균형제도는 조직구성원들의 도움행동에 일정한 향력이 없으므로 가설 2는

지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3에 있어서 일과 삶의 균형제도는 부정

경력성공 인식을 높이는 데 일정한 향력이 없으므로 가설 3역시 지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효과 가설 4-1의 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에 미치

는 향력에 있어서 조직후원 인식의 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 효과

가설 4-2는 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조직구성원의 도움행동에 미치는 향력에 있

어서 조직후원 인식이 이를 감소시키는 조 효과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따라서 조 효과 가설 4-2는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조 효과 가설 4-3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조직구성원의 부정 경력성공

에 미치는 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조 효과 가설 4-3역시 지지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9-

제Ⅴ장 결 론

제 1 연구결과 요약 의의

1.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구성원들의 직무몰입과 도움행동,부정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력 검증과 더불어 조직후원 인식의 조 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 이 있다.즉,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구성원들의 직무몰입과 도움행동,

부정 경력성공 등 직무 련 태도에 향력을 미치며,이를 조직후원 인식이

조 한다는 것을 토 로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일과 삶의 균형제도는 구성원들의 직무몰입에 부정 인 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조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

성원들은 직무에 몰입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조직후원 인식은 구성원들의 직무몰입과 도움행동 수행에 유의미한 정

(+)의 향력을 미치며,부정 경력성공에는 유의미한 부(-)의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조직이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해 노력한다는

것을 인식한 조직구성원들은 직무에 더 몰입하고 자발 도움행동을 수행하며,

경력성공에 한 부정 인식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조직후원 인식의 조 역할과 련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제도를 시행하

는 조직에서는 자발 도움행동의 수행 정도가 낮아지는데,만일 조직구성원원이

조직후원을 인식한다면 도움행동의 수행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일과 삶의 균형제도는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몰입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만 만일 조직후원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부정

향력이 감소되므로 조직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제도 시행과 더불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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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조직의 후원을 인식하게끔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결국 조직

이 구성원들을 해 노력한다는 을 인식한다는 것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구성

원들의 정 인 직무 태도 형성에 있어서 요하다는 을 나타내 다.

2.연구의 의의

재 국내 기업들의 일과 삶의 균형제도 시행 정도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균형 달성에 도움을 주는 탄력시간제의 이념형이

라고 할 수 있는 재택근무가 오히려 일과 가정의 균형을 깨뜨리는 제도로 지각

되고 있기도 하는 등 조직의 생산성을 감소시킨다는 인식으로 인해 정부와 기업

의 노력과 심 한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일과 삶의 균형제도가 일-가정의 갈등을 감소시켜주고 조직구성

원의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며,일과 삶의 균형제도 시행으로 인해 일-가

정 간 갈등이 해소되면 직무에 더욱 몰입 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유계숙,2007;정기선․장은미,2005)일과 삶의 균형제도 시행이 오히려 구성원

들의 직무몰입을 감소시킨다는 을 실증하 다는 에서 학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더불어,검증된 일과 삶의 균형제도 시행에 따르는 부정 결과를 감소

시키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해서는 조직후원 인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

을 보여 다.따라서 기업들은 일과 삶의 균형제도를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

로 변형 개선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 화 하여야 할 것이며,이와 더불어 조

직구성원들의 편의를 한 일 방향 인 제도가 아닌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노력

을 충분히 인식시켜주기 한 제도 장치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는

에서 실무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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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한계 제언

본 연구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여러 의의를 지니며 유용한 시사 을 제

시하고 있지만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 개

선되어야 할 이 있다.

첫째,본 연구의 표본이 융기 에 재직 인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증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더불어 은 수의 표

본으로 인한 분석결과는 결과해석에 있어 표본에 의한 편향(bias)이 발생했을 가

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보다 많은 수의 조직구성원들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조사 상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하여 이들 사이의 차이를 살

펴보는 것도 필요하며,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직 의 수가 부족한 편이어서 추후

에는 장 ,임원 의 숫자를 폭 으로 늘려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유익한 제도가 그 의미를 갖지 못하는 요인의 분석이 수반되어야하며 열악한 근

로환경으로 인한 돌 구,무성의한 제도도입 등의 문제 개선책에 한 분석

연구도 필요 할 것이다.

둘째,본 연구는 실험의 방법을 거치지 않은 설문지법에 의한 가설 검증의

한계가 있는데 동일방법 편의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동일방법 편의를 해결

하기 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변수의 측정방법과 응답원을 달리하는 것인데(박

원우․김미숙․정상명․허규만,2007)자기보고와 동료보고의 병행 등 응답의 원

천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 을 극복하고 연구의 일반화와 더불어 설문

항목의 조정 정교화를 통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해 외부 인터뷰 등 질 인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이들 양 인 방법과 질 인 방법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

리라고 본다.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문제 과 한계

를 보완하여 보다 발 된 분석을 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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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설문지

설 문 조 사 서

안녕하십니까? 차 직원들을 상으로 한 일과 삶의 균형에

한 의식과 가정친화 경 실태 황을 조사하고자합니다

본 조사는 가정친화경 모델을 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

다. 한 분석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개인 정보는 철 히 보

장됩니다.개인의 입장에 해 있는 그 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

다.잠시만 시간을 내어 본 조사에 응해 주시면 단히 고맙겠습

니다.

☻ 연구담당자 : 조선 학교 경 학부 정진철 교수(☏062-230-6853),

                                    이화상(☏010-5615-8508)  

201 3. 4 . 

 ♣ 개인 인적 사항
List 

No.

SQ1. 성별/결혼 ① 남성 ② 여성 / ① 결혼함 ② 결혼하고 자녀 있음 ③ 미혼

SQ2.  연령 ① 18～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41~50세 ⑤ 51세 이상

SQ3. 직
① 임원(부사장, 무,상무,이사) ② 상 리자(부장,차장)

③ 간 리자(과장 ) ④ 리자( 리 )⑤ 일반 사원

SQ4. 직장

     근속년수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2년 이하 ③2년~5년 이하 ④ 5년~10년 이하

⑤ 10년~15년 이하 ⑥ 15년 이상

SQ5. 배우자 직

업
① 유(    )  ②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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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귀사의 가정친화경영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탄력시간제(업무량이 많을 때는 법정근로시간을 과하여 근무하고 업무량이

을 때는 법정근로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등 근로시간을 탄력 으로 운 하는 제도임)를 우

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그 다. ④ 매우 그 다.

문2. 시차출퇴근제(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그 다. ④ 매우 그 다.

문3. 반차휴가제(휴가 1일을 반일씩 나 어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반차휴가

2회는 휴가 1일에 해당함)를 우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그 다. ④ 매우 그 다.

문4. 육아데이제(육아자녀를 둔 직장인이 매월 특정일에는 정시 퇴근토록 보장함

으로써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제도임)를 우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그 다. ④ 매우 그 다.

문5. 가족간호휴가제(유아나 병환이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기 한 휴가제도

임)를 우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그 다. ④ 매우 그 다.

문6. 어린아이를 맡기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장내 탁아시설을 우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그 다. ④ 매우 그 다. 

문7.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 

① 매우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그 다. ④ 매우 그 다.

문8. 선택 복리후생제(근로자 개인에게 주어진 산의 한도 내에서 여러 복지제

도 근로자 자신이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후생복지제도임)를 우리

회사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그 다. ④ 매우 그 다.

문9. 다음은 가족친화경 과 련된 제도들입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를 모두 (√) 하세요.

① 탁아 련 정보 제공(  )   ② 육아 가족부양을 한 탄력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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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육아 가족 부양을 한 재정 인 지원(  ) ④ 무 육아 휴직 (  )

⑤ 유 육아 휴직 (  )   ⑥ 유 출산 휴직(  )

⑦ 기타 (구체 으로 어 주세요 :　＿＿＿＿＿＿＿＿＿＿＿＿＿＿＿　）

문10. 다음은 가정에서의 귀하의 역할입니다. 해당되는 역할이 있으면 모두 (√)하

세요

① 배우자로서 역할(  )   ② 부모의 역할(   )   ③ 부모부양의 역할(  ) 

④ 기타 (구체 으로 어 주세요 :　＿＿＿＿＿＿＿)

  

   문 11. ○○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지 않다”이면 1 , “매우 그 다”이면 6 등, 1 에서 6 사이의 수에서 귀사에

해당하는 정도를 골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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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에서는 수개월간 육아휴직을 갖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①----②----③----④----⑤----⑥

2)

자녀양육이나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출퇴근 시간

을 조정해야 한다면, 나의 상사는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

다.

①----②----③----④----⑤----⑥

3)
집안일로 수개월간 휴직을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인사평가나 

승진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①----②----③----④----⑤----⑥

4) 회사는 나의 초과 노력에 감사하지 않는다. ①----②----③----④----⑤----⑥

5) 우리 회사는 나의 기여에 높은 가치를 둔다. ①----②----③----④----⑤----⑥

6)
우리 회사는 보다 낮은 임금에 나를 대신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면 고용할 것이다.
①----②----③----④----⑤----⑥

7) 우리 회사는 나의 초과 노력에 감사하지 않는다. ①----②----③----④----⑤----⑥

8) 우리 회사는 나의 목표와 가치를 사려 깊게 고려한다. ①----②----③----④----⑤----⑥

9) 우리 회사는 나의 어떤 불만도 무시한다. ①----②----③----④----⑤----⑥

10)
우리 회사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나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고려한다.
①----②----③----④----⑤----⑥

11) 우리 회사는 나의 복지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 ①----②----③----④----⑤----⑥

12)
내가 특별한 부탁이 필요할 때 회사는 나를 기꺼이 도와줄 것

이다.
①----②----③----④----⑤----⑥

13) 회사가 나에게 전혀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①----②----③----④----⑤----⑥

14)
나는 동료가 피치 못해 결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을 자발적

으로 도와준다.
①----②----③----④----⑤----⑥

15) 나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힘들어 하는 동료를 도와준다. ①----②----③----④----⑤----⑥

16)
우리 부서에 새로 온 직원이 업무에 숙달되도록 자발적으로 

도와준다.
①----②----③----④----⑤----⑥

17)
내 상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상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가 도

와주기도 하는 편이다.
①----②----③----④----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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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8)
나는 동료가 피치 못해 결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을 자발

적으로 도와준다.
①----②----③----④----⑤----⑥

19) 나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힘들어 하는 동료를 도와준다. ①----②----③----④----⑤----⑥

20)
우리 부서에 새로 온 직원이 업무에 숙달되도록 자발적으로 

도와준다.
①----②----③----④----⑤----⑥

21)
내 상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상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가 

도와주기도 하는 편이다.
①----②----③----④----⑤----⑥

22)
나는 비록 보상은 받지 못하지만 나의 직무를 밤을 새워서라도 끝

내고자 한다.
①----②----③----④----⑤----⑥

23) 나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일과 관련이 있다. ①----②----③----④----⑤----⑥

24)
나는 가끔 다음날 일을 미리 생각하면서 밤늦게까지 깨어 있

곤 한다.
①----②----③----④----⑤----⑥

25) 내 직무와 관련된 실패에는 절망감을 느낀다. ①----②----③----④----⑤----⑥

26) 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다른 활동들이 있다. ①----②----③----④----⑤----⑥

27) 나는 돈 때문이 아니라도 계속 일할 것이다. ①----②----③----④----⑤----⑥

28)
나는 일하러 가지 않고 입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한

다.
①----②----③----④----⑤----⑥

29) 나에게 있어서 일이란 내 존재의 아주 작은 부분일 따름이다. ①----②----③----④----⑤----⑥

30) 나는 일에 개인적으로 많이 몰입하고 있다. ①----②----③----④----⑤----⑥

31) 나는 내 일이 좋았으나 지금은 다른 것들이 보다 중요하다. ①----②----③----④----⑤----⑥

32)
회사직원들은 여자직원이 수개월간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

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①----②----③----④----⑤----⑥

33)
회사의 가정친화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직원들은 활용하지 

않은 직원들보다 승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①----②----③----④----⑤----⑥

34)
가정에서 육아문제 때문에 회사의 인사발령을 기피하는 직원

은 회사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①----②----③----④----⑤----⑥

35)
탄력적 시간제를 이용하는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원에 비해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①----②----③----④----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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