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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현대사회는 글로벌 무한 경쟁과 업무와 연결되는 스마트 기기의 잇 달

은 출현으로 직원들의 업무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그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정에서의 역할경계 또한 무너

진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기대되는

역할과 책임들에서 과부하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 종종 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역할과부하가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일-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효과와 경력지원분위기의 조절효과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역할과부하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조절된 매개효과도 검증하여 역할과부하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가정친화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내 11개 공공

기관 종사 근로자들로부터 수집된 348부의 설문지 중 미완성 등의 불성

실한 답변을 제외하고 총 308부의 설문을 활용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과부하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가정 균형 만족은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셋째, 경력지원분위기는 조직구성

원의 일-가정 균형 만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였다. 넷

째,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 관계에서 경력지원분위기에 의해 조절된 일-

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역할과부하는 직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구성원의 일-가정 균형 만족을 낮추어 개인의 직무성과에도 부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경

력지원분위기를 인식하게 되면 역할과부하가 일-가정 균형 만족을 저해

하여 직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아울러, 그간 역할과부하 연구에서 다소 논의가 미진하였던 조직구

성원의 직무성과와의 영향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역할과부하 연구의 이론

적 확장을 도모하였으며, 조직유효성 측면에서 구성원의 역할과부하

완화 메커니즘으로 일-가정 균형을 제시한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역할과부하, 직무성과, 일-가정 균형 만족, 경력지원분위기,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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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긴 국가 중 하나로 2017년의 근로자

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24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1,744시간에

비해 280시간이나 더 오래 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평균 48.2달러 대비 71% 수준으로 장시간

일하는 것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OECD 통계,

2019).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산업재해를 증가시키며

낮은 노동생산성과도 연결되어(Beaumont, Batejat, Coste, & Doireau,

2005)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조직 측면에서 장시간 근로는 구성원의 역할과부하와 무관하지 않다.

역할과부하는 조직구성원들이 주어진 시간, 능력 및 기타 제약 조건에

비해 자신에게 기대되는 책임이나 활동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상황을

의미한다(Rizzo, House, & Lirtzman, 1970). 즉, 제한된 시간 내에 조직

구성원에게 너무 많은 업무가 부여되거나, 구성원이 보유한 지식이나 기

술, 능력 등이 부족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Quick &

Quick, 1984), 구성원은 조직의 역할 요구에 과부하를 경험하게 되면 심

리적인 압박감으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급변하는 경영환경

에서 조직은 구성원에게 과도한 역할들을 요구하게 되고 구성원은 물론

조직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국가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 마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행의 장이 되곤 한다(양연

희 이상철, 2018).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공공조직에 대한 관료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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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능률과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 개입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손종배 윤동열 장준원, 2018). 현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지방인재 채용

확대 등 민간부분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게 강

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같은 국민적 기대 및 요구 증가는

공공기관 근로자의 업무강도를 높여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역할과부하는 조직구성원의 긴장과 스트레스 유발, 자신

감, 자부심 및 동기부여 저하, 소진 등 부정적인 감정반응을 보고하였고

(Perrewé et al., 2005; Pearson, 2008; Yip, Rowlinson & Siu, 2008;

Aminah, 2010), 이직의도를 높이며 직무만족과 직무열의, 조직몰입 등

긍정적인 결과변인과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들이 주로 보고되

었다(Hang-Yue, Foley, & Loi, 2005; Chen, Lin, & Lien, 2011).

그러나 구성원의 역할과부하와 개인성과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매

우 부족한 편이다. Ganster와 Schaubroeck(1991)의 연구에서 역할과부하

는 구성원들이 업무환경에 수동적 입장을 취하게 함으로서 불만과 저성

과를 초래하는 요인임을 밝혔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역할과부하가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증되었다(Beehr,

Jex, Stacy, & Murray, 2000; Gahlan & Singh, 2014; Iroegbu, 2014).

반면, 몇몇 연구에서는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와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

다고 밝히고 있어(Singh, 1998; Veloutsou & Panigyrakis, 2004; Jones,

Chonko, Rangarajan, & Roberts, 2007) 이에 대한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역할과부하는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

관과 관련하여 조직관리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현 노동시장은

이미 1990년대 출생자의 대거 진입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들과 가치관과 취향이 확연이 다르며 일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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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Wey Smola 와 Sutton (2002)의 코호트 분석 연구에서는 새

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일에 대한 자부심을 덜 느끼고, 일이 삶

에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적었으며,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개인적인 목표를 극대화하는데 있어 일과의 균형을 추구한다

고 밝히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일은 자신이 발전하고 그 과정 역시

여유롭고 즐겁게 살기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일 이외 삶의 만족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이혜정, 유규창, 2013).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기존방식을 고집하며 무한한 충성과

과도한 업무역할을 요구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에 부합할

수 없으며, 우수한 인적자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어 시

장의 수요에 따라 이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박지영 윤동열 장제욱

2019). 또한 이들의 조직이탈은 기존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

직에 대한 충성심도 떨어뜨리게 할 수 있으므로(조준 윤동열 한승연,

2018), 역할과부하를 살펴봄에 있어 구성원의 일-가정 균형 만족의 역할

을 함께 규명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역할과부하는 조직에서 뿐 아니라 가정 등 비업무 영역

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일-가정 이슈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역할과부하가 일-가정 균형 만족을 감소시

킨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고(김현근 안성익, 2016; 김현근 안성익 이종완,

2018), 일-가정 갈등의 유발요인으로도 설명되어 왔다(Michel, Kotrba,

Mitchelson, Clark, & Baltes, 2011; Matthews, Winkel & Wayne, 2014).

그러나 구성원들은 자신이 조직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느끼면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Eisenberger, Fasolo, &

Davis-LaMastro, 1990), 구성원이 직장과 가정에서 기대되는 역할과 책

임들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은 가정친화제도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들의 이용이 자신의 경력에 부정적인 결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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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제도의 제공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실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적인 조직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Allen,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 간 관계에서 구성원의

일-가정 균형 만족을 함께 살펴보고, 조직의 경력지원분위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역할과부하 문헌연구

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문항

들을 통해 설문지를 구성할 것이며, 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구성원

의 인지된 역할과부하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친화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역할과부하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일-가정 균형 만족에도 영향을 주는지를 파

악하며, 조직의 경력지원분위기에 따라 그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역할과부하 연구의 이론적 확장과 조직차원에서 구성원의

역할과부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조직성과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도

록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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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역할과부하

그간 많은 연구자들은 역할이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식

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Jackson & Schuler, 1985; Bolino &

Turnley, 2005). 역할은 직위와 관련된 것으로 조직체제에서 특정 직위의

사람에게 기대되어지는 적합한 행위를 의미한다(Rizzo et al., 1970).

역할이론(role theory)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역할이 정의되는 방식

과 일치하게 행동하려고 한다고 제시한다(Kahn, Wolfe, Quinn, Snoek,

& Rosenthal, 1964). 그러나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이 역할에 대해 알 수

없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역할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

르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상호작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때, 구성원이

역할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해당 역할에 대해 사전에 합의가 없거

나 여러 역할이 동시에 수행될 수 없기 때문으로 설명한다(Widmer,

1993).

개인들은 조직 내에서 직무수행자 역할(job-holder role)과 조직구성원

역할(organizational-member role)의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직무수행자 역할은 조직구성원으로서 충족시켜야 하는 공식적인

책임과 기술된 의무를 대표하는 역할로 전통적으로 직원의 성과로 파악

되는 역할을 의미하고, 조직구성원 역할은 훌륭한 조직시민 행동과 같은

역할들을 의미한다(Organ, 1988; Welbourne, Johnson, & Erez, 1998). 그

런데 조직구성원이 직무수행자 역할을 충족시키면서 추가적인 역할을 수

행할 때에는 두 가지 역할 모두를 수행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느

끼게 되며(Perlow, 1998), 서로 다른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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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고 인식하게 되면 긴장과 갈등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한다

(Greenhaus & Beutell, 1985; Kahn et al. 1964).

한편, 개인의 입장에서는 조직구성원 이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다. 일-가정 연구에서는 조직에서의 역할 외에도 가

정영역 등 개인생활에서 요구되는 역할 범위를 포함하며 이러한 업무외

적 역할도 구성원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

다(Kabanoff, 1980).

특정한 개인에게 부과된 역할이 한계 이상으로 요구되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는데(Sauter, Murphy, & Hurrell, 1990), 이는 적절하지 못한

역할구조와 작업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원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Peterson et al., 1995). 역할과 관련된

연구의 초기에는 역할갈등(role conflict)과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의

두 가지 유형이 제시되었으나(Kahn et al., 1964), Rizzo 등(1970)에 의해

역할과부하(role overload)가 제안되면서 그 개념들이 구체화 되었고(정

소연 유태용, 2018), 역할과부하는 직무스트레스나 직무소진의 선행요인

으로 제시되고 있다(문형구 최병권 고욱, 2010).

역할모호성은 개인이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어진 직위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일어나며(Kahn et al., 1964), 역할 갈등은 개인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일관적이지 않을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Rizzo et al., 1970), 방향성이

다른 역할을 요구 받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혼돈 상태를 의미한다(Kahn

et al., 1964).

반면, 역할과부하는 주어진 시간, 능력 및 기타 제약 조건에 비해 자신

에게 기대되는 책임이나 활동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Rizzo et al.,

1970), 업무와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이

나 동기를 초과하여 과도한 요구를 받을 때 발생한다(Singh 1998).

Kahn 등(1964)은 역할과부하를 사람과 역할 사이에 발생되는 갈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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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으며 역할갈등이 양립할 수 없는 역할들 사이에서 압력을 경험하는

것이라면(Kopelman, Greenhaus, & Connolly, 1983), 역할과부하는 양립

성이 아니라 시간, 에너지, 자원의 문제로(Widmer, 1993) 과업과 관련된

직무가 분명하고 양립될 수는 있지만 업무량이나 다양성에 기인한 스트

레스로 보았다(Veloutsou, & Panigyrakis, 2004).

경영환경의 변화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 하여(강정애 최

세경 윤동열, 2016) 조직의 업무 강도가 심화되면서, 역할 과부하는 1990

년대 이후 상당한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으며(Jones et al, 2007), 조직 상

황에서 가장 관심이 조명되는 변인이다(Robinson & Griffiths, 2005). 역

할과부하는 구성원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과도하게 많은 양적 과부하

(quantitative overload)와 구성원의 수행능력을 초과하여 역할이 요구되

는 질적 과부하(qualitative overload)의 두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French & Caplan, 1972), 양적 과부하는 제한된 시간 내

에 조직 구성원에게 너무 많은 업무가 부가되는 것으로 직무과부하 또는

업무과부하로 혼용되고 있다. 반면에 질적 과부하는 구성원이 직무수행

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등이 부족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

는 상태를 의미한다(Quick & Quick, 1984).

선행연구에서 역할과부하는 조직 구성원에게 미치는 심리적, 정서적

영향을 주로 다루었다. 역할과부하를 겪는 구성원은 긴장과 직무 스트레

스를 경험하고 자신감, 자부심 및 동기부여 저하, 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Perrewé et al., 2005; Pearson, 2008;

Yip et al., 2008; Aminah, 2010; 김성천 탁진국, 2010; 하성욱 양종평,

2012; 이주한 신수영, 2017). 조직측면에서는 조직구성원이 역할과부하를

경험하게 되면 직무만족이 낮아지고 직무열의와 몰입을 저해하며 이직의

도를 높이는 등 부정적 결과들이 주로 보고되었다(Hang-Yue et al.,

2005; Chen et al., 2011; 김유경 이혜진 박형인, 2018).

한편, 일-가정 이슈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역할과부하를 가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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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구성원의 일-가정 균형

만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김현근 안성익, 2016; 김

현근 외, 2018), 일-가정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제시되고 있다

(Michel et al., 2011; Matthews et al., 2014).

그러나 역할과부하와 조직구성원의 성과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역할과부하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업무환경에 수동적 입

장을 취하게 하여 불만 야기와 저성과를 유발하는 원인이다(Ganster &

Schaubroeck, 1991). 그리고 직무성과와 같은 개인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Gurbuz, Turunc & Celik, 2013), 이는 구성원들이 압도

적인 요구들에 대응하기 위해 관심과 자원을 소모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Brown, Jones, & Leigh, 2005). 역할과부하와 구성원의 직무성

과는 부적 영향관계임이 실증된 반면(Beehr et al., 2000; Gahlan &

Singh, 2014; Iroegbu, 2014), 몇몇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고도 밝히고 있어(Singh, 1998; Veloutsou & Panigyrakis, 2004; Jones

et al., 2007) 이에 대한 영향관계를 밝히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역할과부하가 조직구성원에

게 미치는 영향들을 주로 밝히고 있으나, 여러 학문분야의 매개나 조절

변수 또는 결과변수로도 연구되고 있다(Bolino & Turnley, 2005; Brown

et al., 2005; Chou & Robert, 2008; Jensen, Patel, & Messersmith,

2013). 역할과부하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표1>에 정리하였다.

<표1> 역할과부하(role overload)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영향

Gahlan & Singh
(2014)

role overload
role ambiguity job performance 부(-)

부(-)

Iroegbu(2014) role overload job performance 부(-)

Matthews et al.
(2014)

role overload
family role
work role

family-to-work
conflict
work-to-family
conflict

inter domain
transitions

(매개)

role overload
→
work-to-family
conflict: 정(+)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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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영향

Gurbuz et al.
(2013)

organizational
support

work–family
conflict

role overload
(매개)

부(-)
role overload→
work–family
conflict: 정(+)
매개효과 없음

Jensen et al.
(2013) HPWS turnover

intentions

job control(조절)
anxiety, role
overload(매개)

정(+)
조절된 매개효과

Chen, Lin, &
Lien(2011)

role overload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turnover
intentions job stress(매개) 정(+)

매개효과

Michel et al.
(2011)

role overload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work-to-family
conflict

정(+)
* role overload>
conflict>ambiguity

Aminah(2010) role overload emotional
exhaustion

work-family
conflict(매개)

정(+)
매개효과

Chou & Robert
(2008)

institutional
support
supervisor
support
coworker
support

job satisfaction role overload
(매개)

정(+)
role overload→
job satisfaction
: 부(-)
매개효과 없음

Pearson(2008) role overload

psychological
health
job satisfaction
leisure
satisfaction

부(-)
부(-)
부(-)

Yip et al.
(2008) role overload burnout coping strategies

(조절)

정(+)
매개효과
: rational problem
solving 요인에만
나타남

Jones et al.
(2007) role overload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s

work-experience
(조절)

유의하지 않음
부(-)
부(-)

정(+)
조절효과

Bolino & Turnley
(2005)

individual
initiative

role overload
job stress
work–family
conflict

gender(조절)
정(+)
조절효과
(여성>남성)

Brown et al.
(2005) self-efficacy work

performance

goal level(매개)
role overload

(조절)

정(+)
조절된 매개효과

Hang-yue et al.
(2005)

role overload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work–family
conflict

intentions to
leave

emotional
exhaustion(매개)
job satisfaction

(매개)

정(+)
매개효과
*role conflict →
intentions to
leave: 매개효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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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영향

Perrewé et al.
(2005)

role overload

job satisfaction
general anxiety
job tension

political skill
(조절)

부(-)
정(+)
정(+)
조절효과

Veloutsou &
Panigyrakis(2004)

role stres
role overload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perceived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intention to
leave

부(-)*role overload
→ performance:
유의하지 않음
부(-)
유의하지 않음

Beehr et al.
(2000)

stressors
acute events
chronic
role overload,
workload
variability

psychological
strain
performance

coworker social
support(조절)

정(+)
부(-)
조절효과 없음

Singh(1998)

role stress
role overload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job performance

job
characteristics
autonomy
task variety

(조절)

부(-)
*role overload →
job performance:
유의하지 않음
조절효과

김유경 외
(2018) 역할과부하 직무열의

심리적 분리
(매개)

잡 크래프팅
(조절)

부(-)
매개효과 없음
조절효과

김현근 외
(2018) 역할과부하 일-가정 균형

만족

가정 친화적
조직지원
상사지원

(조절)

부(-)
상사지원의 조절
효과

이주한 신수영
(2017) 역할과부하 직무소진 공정성 민감도

(조절)
정(+)
조절효과

김현근 안성익
(2016)

경력성장기회
역할과부하

일-가정 균형
만족

심리적 자본
(매개)

부(-)
부(-)
매개효과

하성욱 양종평
(2012)

직무요구
역할과부하

직무소진
고갈
직무이탈감

직무통제(조절)

정(+)
정(+)
조절효과
: 정(+)

김성천 탁진국
(2010)

역할과부하
일-가정 갈등 직무 스트레스 시간 통제감

(매개)

정(+)
정(+)
일-가정 갈등→
직무스트레스:
시간 통제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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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요구-통제모형

역할과부하는 역할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그간 구성원의

스트레스 연구는 직무요구-통제모형을 기반으로 자원보존이론, 직무요구

-자원모형 등의 대표적 이론모형을 통해 설명되어오고 있다. 직무요구-

통제모형(job demands-control model)은 조직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직무

와 요구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통제권한의 보유정도에 의해

직무스트레스가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 모형이다(Karasek, 1979; Theorell

& Karasek, 1996).

직무요구-통제모형에서는 직무상황을 직무요구(job demand)와 직무통

제(job control)라는 두 가지 구조적 특성으로 설명하는데, 직무요구는 업

무에 필요한 것으로 외부적으로 결정된 노력의 양을 의미하고, 통제는

업무계획과 실행에 대한 요구와 구성원의 자유에 대한 가능성을 중재하

거나 결정하는 능력이다(Johnson, 1986). 즉, 직무통제는 구성원이 자신

의 직무에 대해 얼마나 통제 가능한가에 대한 것으로 직무수행의 선택과

의사결정 재량 정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직무요구에는 업무과다, 시간 압박 등과(Lee & Ashforth,

1996) 역할갈등이나 모호성 등의 차원들이 있으며(Fisher & Gitelson,

1983), 직무통제에는 기술재량과 의사결정권이 있다(Melamed, Kushnir,

& Meir, 1991; Van der Doef & Maes, 1999). 그런데 직무요구-통제모

형에서는 직무요구와 직무통제가 상호작용 하는 것을 가정하며, 직무요

구가 높은 상황에서 직무통제가 낮다면 구성원은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구성원이 직무수행에 대한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업무에 대

한 동기가 높아지고 그 결과 더 높은 직무성과를 발휘한다고 설명한다

(Halbesleben & Buckley, 2004).

구성원은 직무요구에 대한 통제력 부족을 인지하면 고통을 경험하며,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상실, 긴장과 스트레스, 소진, 이직의도 등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Karasek, 1979; Theor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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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sek, 1996; Van der Doef & Maes, 1999). 경우에 따라서는 도전적

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축척하여 학습과 개인역량

의 향상을 이룰 수도 있다고 한다(Karasek, 1979).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직무요구와 직무통제의 주 효과는 대체로 입증되

었지만, 직무통제의 조절효과는 일관되게 입증되지 못하였는데(Van der

Doef & Maes, 1999; De Lange, Taris, Kompier, Houtman, & Bongers,

2003), 이는 직무요구에 대한 측정 방법의 일관성 문제 또는 측정변인의

문제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Beehr, Glaser, Canali & Wallwey, 2001;

Schaufeli, & Bakker, 2004).

직무요구-통제모형에 의하면 역할과부하는 증가하는 직무요구와 관련

된 주요요소로 업무과부하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동기부여가 감소되거

나 없어져 버리게 된다(Bakker, Demerouti, & Verbeke, 2004).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역할과부하는 정서적 소진(Bakker, Demerouti, De

Boer, & Schaufeli, 2003), 직무긴장과 스트레스를 나타내고(Bolino, &

Turnley, 2005; Perrewé et al., 2005), 심리적 웰빙을 낮추었으며

(Vandenberghe, Panaccio, Bentein, Mignonac, & Roussel, 2011), 일-가

정 균형 만족도 저하(김현근 안성익, 2016) 및 직무성과 감소(Beehr et

al., 2000; Gahlan & Singh, 2014)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나타냈었다.

2. 자원보존이론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은 직무요구-통제모형

과 유사하게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상호작용하여 직무스트레스나 직무

소진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Hobfoll, 1989).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유 무형의 자원을 확보하고 보호

및 유지하려는 동기가 있으며, 자원 확보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에 자

원을 투자하거나 또는 재투자 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Shantz,

Arevshatian, Alfes, & Baile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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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람들은 자원의 상실을 자원의 획득보다 더 불균형적으로 두

드러지게 지각하고 기대했던 자원이 상실되는 경우 실망이나 무력감등으

로 인해 쉽게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업무환경에

서 자원을 확보한 구성원은 자원이 빈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구성원들에

비해 업무를 식별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Hobfoll, 1989; Gorgievski, & Hobfoll, 2008). 따라서 더 많은 자원을 가

진 구성원들은 자원 손실에 덜 취약하고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다.

자원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에도 소진

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부하를 인지하는 구성원은 직무요구를 관리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투입

된 시간과 에너지와 같은 자원이 고갈되면 정서적 소진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Hobfoll, 1989; Gorgievski, & Hobfoll, 2008).

직무요구-통제모형에서는 직무요구와 직무통제의 상호작용을 가정하였

지만, 자원보존이론에서는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중 직무요구가 스트레스

에 더 강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Halbesleben, 2006). 즉, 구성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자원을 확보하는 것 보다 직무요구가 많아 자원

을 상실하는 것을 더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무요구가 직무자

원에 비해 더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문형구 외, 2010).

이와 같은 사실은 직무요구가 직무자원보다 소진에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Lee & Ashforth, 1996; Maslach &

Leiter, 2008).

조직구성원은 보유하고 있는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가 부

여되어 과부하에 처하게 되면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과 부정

적인 직무태도와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설명되

고 있다(Vandenberghe et al., 2011). 이와 같은 사실들은 자원보존이론

관점에서 보면, 구성원들은 자원을 획득, 유지,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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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들이 부여되는 상황이라면 초반

에는 보다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여 직무수행에 노력하지만 자원고갈을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의 손실을 막으려고 하고 결국, 업무에 대한 동기

나 노력을 줄여(Hobfoll, 2002), 긴장, 불안 및 소진을 유발하고(Kushnir

& Melamed, 1991; Hang-yue et al., 2005; Aminah, 2010), 성취감과 직

무성과 저하(Leiter, 1993; Iroegbu, 2014) 등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3. 직무요구-자원모형

업무환경에서 직무요구와 여러 부정적인 직무경험 관계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직무수행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의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탐색되어 오고 있는데, 직무

요구-자원모형(job demand-resources model)은 직무요구-통제모형에 비

해 부정적인 직무경험을 경감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다양한 조절요인을 규

명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직무요구-자원모형은 직무요구 및 직무자원과 직무소진 및 직무열의

그리고 조직유효성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이철기 윤동

열, 2015), 업무환경에서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구성원의 직무소진과 직

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이 모형은 모든 직업이 직무유형과 관계

없이 직무요구와 직무지원으로 구성된 직무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하며 구

성원의 웰빙은 직무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직무요구와 낮은 수준의 직무자원 상황은 구성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직무소진을 경험하게 한다. 반면, 높은 수준의 직무자원

상황에서는 동기유발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설

명한다(Hu, Schaufeli, & Taris, 2011).

직무요구-자원모형에서 직무요구는 구성원의 신체적, 심리적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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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Demerouti et al., 2001; Demerouti, Blanc,

Bakker, Schaufeli, & Hox, 2009) 높은 직무압력, 불리한 물리적 환경,

비호의적인 고객과의 상호작용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직장에서 높거나

나쁘게 설계된 요구는 구성원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장기적으로 건강

악화를 초래한다(Bakker, & Demerouti, 2007). 이와 대조적으로 직무자

원은 업무관련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도구로 직무요구와 관련된 신체적,

심리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

된 물리적, 사회적 또는 조직적 특성을 가진다(Kattenbach, Demerouti,

& Nachreiner, 2010). 따라서 직무자원은 조직수준에서 보면 임금, 경력

기회, 직업안정성을 예로 들 수 있고, 대인간 수준에서는 상사지원, 동료

지원, 팀 분위기를, 특정직무 수준에서는 역할 명확성, 의사결정 참여를

예로 들 수 있으며, 과업수준에서는 스킬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성과피드백 등이 있다(Demerouti & Bakker, 2011).

직무요구-자원모형에서는 구성원의 소진과 동기유발을 두 가지 프로세

스로 설명하고 있다(Bakker, & Demerouti, 2007). 먼저, 만성적인 직무요

구나 잘못 설계된 직업은 구성원의 신체적, 정서적 자원을 손상시켜서

소진이나, 정서적 피로, 건강 손상 및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건강 손상 과정(health impairment process)을 거친다. 그리고 구성원

이 직무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요구를 줄이고 성장,

학습, 개발을 강화시키는 동기부여 과정(motivational process)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들은 각각 독립된 과정으로서 에너지 유발 과정

(energy-driven process)과 동기유발 과정(motivation-driven process)으

로 설명되기도 하고(Bakker, Demerouti, & Sanz-Vergel, 2014), 스트레

스 과정과 동기유발 과정으로도 설명된다(이철기 윤동열, 2015).

직무요구-자원모형은 직무요구-통제모형이나, 자원보존이론에서와 같

이 직무요구가 높아지면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직무자원을 가지고 있을수

록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본다. 그러나 직무요구-통제모형이 구성원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직무요구-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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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과도한 직무요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직무자원으로 완화하는

것 이상의 동기유발 과정을 통해 직무 몰입과 열의 등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직무요구-자원모형은 구성원

의 근무조건이 건강, 조직몰입 및 직무성과와 같은 구성원의 성과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도록 제안되었다(Llorens, Bakker,

Schaufeli, & Salanova, 2006; Bakker & Demerouti, 2007).

직무요구-자원모형의 관점에서도 역할과부하는 중요한 직무요구 중 하

나로 선행연구에서는 높은 직무요구 상황에서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나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Mulki, Lassk, & Jaramillo, 2008),

급기야는 긴장, 불안 또는 소진을 경험하여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Beehr et al., 2000; Yip et al., 2008), 이직의도를 높이고 직무성과 저하

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Veloutsou & Panigyrakis, 2004; Gahlan, &

Singh, 2014). 그러나 적절한 직무자원을 가지게 된다면 긴장과 불안,

직무소진이 완화되고(Eatough, Chang, Miloslavic, & Johnson, 2011), 더

나아가서는 동기유발 과정을 통해 높은 직무몰입과 열의 등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Jones et al., 2007; Halbesleben, 2010).

제2절 직무성과

현대사회의 조직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성과를 내기위해 다

양한 방법을 개발하고(홍권표 윤동열, 2013), 어느 영역에서든 성과의 중

요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조직에서는 인사나 보상과 연계해서 중

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직무성과는 구성원 각자의 직무기술서상

에 명시된 직무로서 이는 조직성과로 직결되는(이상호 곽원준 이종건,

2015) 생산성과 관련된 지표 중 하나로(Chang, & Chen, 2011), 조직구성

원이 자신이 수행할 업무를 어느 정도로 책임감 있게 달성했는가에 대한

측정이며(Wetzels, Ruyter, & Bloemer, 2000), 조직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평가되는 행동이다(Churchill, Ford, & Walker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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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에 대한 개념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정의되어 오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이나 과업 성취도로 언급하고 있다. Millar

(1990)는 직무성과를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표 혹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조직 비전에 대한 구성원의 행동을 나타내는 다면

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보았고, Tett 와 Meyer(1993)는 직무성과를

조직구성원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의 바람직한 상태 또는 목표 달성 정도

로 정의하였으며, Van Dyne 과 LePine(1998)은 수행과 성과를 모두 포

함하는 개념으로 조직구성원이 직무에 대해 내리는 평가로서 조직 목표

달성 정도로, Sparrowe, Liden, Wayne 과 Kraimer(2001)는 조직에서 의

무와 책임을 필요로 하는 공식적인 직무와 관련된 역할수행의 결과와 관

련된 특정 기대 목표의 달성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조직구성원을 평가할 때에는 행동을 통해 성과를 예측한다. Katz

(1964)에 의하면 성과는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된 역할 내 성과(in-

role performance) 및 공식적 직무기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역할 외

성과(extra-role performance)로 구분한다. Borman 과 Motowidlo(1993)

는 구성원의 성과를 과업성과(task performance)와 맥락성과(contextual

performance)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과업성과는 조직 구성원들이 기술

프로세스의 일부를 직접 구현하거나 필요한 자재 또는 서비스를 간접적

으로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핵심기술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효과이

며, 조직구성원은 기술적인 스킬과 지식을 사용하여 과업수행을 할 때

과업성과에 참여하게 된다(Van Scotter, Motowidlo, & Cross, 2000).

반면, 맥락성과는 조직의 업무가 수행되는 사회적 맥락과 심리적 맥락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량적 대인관계 행동 및 자발적 행동의

집합으로(Borman & Motowidlo, 1993), 맥락적인 활동은 과업활동과

프로세스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조직적, 사회적 및 심리적 맥락을 형성

하는 방식으로 조직효율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Borman & Motowidlo, 1997). 이러한 맥락성과는 조직구성원의 과업

역할 이외의 행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조직시민행동, 도움행동,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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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 친사회적 행동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George, &

Brief, 1992; Organ & Ryan, 1995; Van Dyne, & LePine, 1998), 조직

시민행동과 같은 직무역할 이외의 행동은 공식적인 역할 내 직무성과와

비교할 때 재량적일 가능성이 높고 조직에서 공식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

이 적은 직원의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Podsakoff, MacKenzie, Paine,

& Bachrach, 2000).

이밖에도 직무성과는 지속적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어 오면서 반생산적

성과(counterproductive performance) 유형도 제시되고 있다. 반생산적

성과는 조직의 웰빙에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직원의 행동을 의미하며

(Bennett & Robinson, 2000), 반사회적 행동, 무례, 노력보류, 작업장

이탈행동 등 조직에 역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조직시민행동과

특히 대조적이다. Sackett(2002)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하여 조직구성원으

로서 조직의 정당한 이익에 반하는 어떤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하였다.

Motowidlo 와 Kell(2012)은 반생산적 성과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조직

가치를 가지고 표준기간에 걸쳐 조직이나 조직구성원을 해롭게 하는 조

직행동의 총 기대 가치로 정의하였다.

직무성과는 이렇게 여러 확장된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산업조직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변수(Kahya, 2009)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조직

몰입, 직무만족 등과 같은 조직유효성 변수(Tett & Meyer, 1993)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결과변수로 실증 연구되고 있다. 직무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는 <표2>에 정리하였다.

<표2> 직무성과(job performance)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영향

Gahlan & Singh
(2014)

role overload
role ambiguity job performance 부(-)

부(-)
Iroegbu(2014) role overload job performance 부(-)

Bouckenooghe &
Butt(2013)

positive
affectivity(pa)
negative
affectivity(na)

job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정(+)
부(-)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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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영향

Chang & Chen
(2011) HPWS job performance

affectivie
commitment
human capital

(매개)

정(+)
매개효과

Ozer(2011)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job performance

team-member
exchange(매개)
task autonomy

(조절)

정(+)
조절된 매개효과

Bashir & Ramay
(2010) job stress job performance 부(-)

Gong, Huang, &
Farth(2009)

employee
creatvity

sales
supervisor-rated
employee
job performance

정(+)

Jones et al.
(2007) role overload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s

work-experience
(조절)

유의하지 않음
정(+)
부(-)

정(+)
조절효과

Piccolo & Colquitt
(2006)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ask
performa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정(+)

정(+)

Brown et al.
(2005) self-efficacy work

performance

goal level(매개)
role overload

(조절)

정(+)
조절된 매개효과

Veloutsou &
Panigyrakis(2004)

role stress
role overload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perceived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intention to
leave

부(-)*role overload
→ performance:
유의하지 않음
부(-)
유의하지 않음

Sparrowe et al.
(2001)

advice network
hindrance
network

job performance
in-role
performance
extra-role
performance

정(+)

부(-)

Beehr et al.
(2000)

stressors
acute events
chronic
role overload,
workload
variability

psychological
strain
performance

coworker social
support(조절)

정(+)
부(-)
조절효과 없음

Singh(1998)

role stress
role overload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job performance

job
characteristics
autonomy
task variety

(조절)

부(-)
*role overload →
job performance:
유의하지 않음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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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영향

Organ & Ryan
(1995) job satisfaction

in-role
performa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정(+)

정(+)

Jamal(1985) job stress job perform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절)

부(-)
조절효과

김태현 류성민
(2019) 감정부조화 직무성과

조절초점(매개)
기질적 향상초점
기질적 예방초점

부(-)
기질적 예방초점의
매개효과

최우재(2019) 공유리더십 직무성과 집단주의 성향
(조절) 정(+)

박정민 유연 강지원
이재은(2017)

현지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해외자회사의
역량

자회사의 성과 집권화

정(+)
정(+)
조절효과
: 전략적 중요성
→ 성과(U자형)
: 역량 → 성과
(부(-)적 효과)

전지영 곽원준
(2016)

시간압박감
정상근무근로자
연장근무근로자

직무성과 상사-부하 꽌시
정(+)
조절효과
:정상근무자근로자

정예지 윤정구 김세은
(2016) 일과 삶의 균형 직무성과

혁신행동

직무만족
생활만족

(매개)

정(+)
정(+)
매개효과

김종관 이염남
(2014)

임파워링
리더십
자율성지원
개발지원

직무성과 핵심자기평가
(매개)

정(+)
매개효과

박노근(2014) 직무몰입 직무성과 직무헌신행동
(매개)

정(+)
매개효과

최병권(2014) 피드백 추구행동 직무성과
직무만족

육성적 피드백
제공(매개)
상사의 부하신뢰

(조절)

정(+)
정(+)
매개효과
조절효과
: 피드백 추구행동
→ 육성적 피드백
제공

박경환(2009) 직무요구 직무성과
직무소진(매개)
직무통제(조절)

정(+)
직무소진 → 직무
성과: 부(-)
매개효과
조절효과
: 직무요구 → 직무
소진

정명호(2008)

사회적 자본
특성
중심성
중첩성
구조적 공백

업무성과
맥락성과

직무만족(매개)
조직몰입(매개)

중심성
→업무성과: 정(+)
→맥락성과: 정(+)
중첩성, 구조적
공백은 유의하지
않음
매개효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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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가정 균형 만족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와 일와 연결되는 기술의 지속적인 출현은 직원

들의 업무 요구를 강화시키고 있다(Valcour & Hunter, 2004; Milliken &

Dunn-Jensen, 2005).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맞벌이 부부

의 증가는 가정에서 남성 역할과 여성 역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자

녀 양육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부축이고 있으며, 직

장과 일을 중시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일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

고 개인적인 목표를 극대화하는데 있어 일과의 균형을 추구하는 밀레니

얼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대거 진행되고 있다(Wey Smola & Sutton,

2002).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 특정 연령층을 막론하고 일과 가정의 조화

로운 균형에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갖추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

으며, 일-가정 균형은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Barnett & Hall, 2001; 류준열 양재

완, 2017). 일-가정 균형이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게 된 이유는 기업환경

변화로 초래된 일-가정 역할 불균형 또는 역할 갈등이 조직구성원 개인

은 물론 조직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김주엽, 2006), 태업

과 이직의도의 증가 및 성과감소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Allen, Herst,

Bruck, & Sutton, 2000).

일-가정 이슈는 일-가정 갈등 연구를 시작으로, 일-가정 비옥화, 일-

가정 균형, 일-가정 균형 만족으로 발전하여 오고 있다(류성민 안성익,

2012). 연구의 초기에는 주로 직장과 가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간섭을 다룬 부정적 전이이론(negative spillover

theory)관점의 갈등연구(Greenhaus & Beutell, 1985)가 진행되었다. 말하

자면 구성원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 중 어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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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은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직장, 가정에서의 중첩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가정 갈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만 초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긍정

적 결과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긍정적 전이(positive

spillover) 관점의 일-가정 촉진(facilitation), 강화(enhancement) 연구가

진행되었고, 더 나아가 일, 가정의 중첩된 역할 간의 긍정적 시너지를 거

둘 수 있다는 일-가정 비옥화 연구가 진행되었다(Greenhaus & Powell,

2006).

그런데 일-가정 갈등이나 비옥화 연구는 일에서 가정 또는 가정에서

일로의 방향성을 전제하여 영향력이 영역을 교차하는 등 복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방향성에 관계없이 양쪽 역할의 균형을 강조하는 일-

가정 균형 연구가 제시되었다(Grzywacz & Carlson, 2007; Kalliath, &

Brough, 2008; Carlson, Grzywacz, & Zivnuska, 2009). 일-가정 균형 연

구는 일-가정 갈등이나 비옥화 연구가 일, 가정 사이의 메커니즘을 연결

하는 역할을 하는데 반해 일이 가정에, 가정이 일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두 영역 모두에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역할이 어느 영역의 역할인지를 고려

할 필요 없이 두 영역을 성공적으로 균형 있게 수행하면 된다고 본다

(Carlson et al., 2009).

그러나 일-가정 균형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

다. Voydanoff(2005)는 일 자원이 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가정 자원

이 일의 요구를 충족시켜 양쪽 영역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하였고, Grzywacz 과 Carlson(2007)은 개인이 일과

가정의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파트너 간에 공유되고 협의된

역할에 대한 기대치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Carlson 등(2009)

은 일-가정 균형이 연구문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지만, 합의된

것이 없어 개념 개발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하고, 일-가정 균형을 직접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일-가정 갈등 및 비옥화와 일-가정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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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다.

하지만,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일-가정 균형은 명확히 정립된 개념이

없으며 측정도구 또한 미비하다고 지적되고 있다(류성민 안성익, 2012).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Valcour(2007)는 개인의 심리적 만

족감 차원의 일-가정 균형 만족(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Valcour(2007)의 일-가정 균형 만족은 개인이 일과 가정의 역할요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평가로, 개인의 전반적인 만족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일-가정 균형 만족의 척도는 이전의 일-가정 갈등이나 비옥화 연구처럼

일, 가정에서의 방향성이 없는 단일차원의 포괄적 구성개념으로 매개변

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Valcour, 2007), 일-가정 균형 만족도에 대한

선행요인과 일-가정 균형 만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근로자의 태도와

행동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라미진 홍윤희 류성민, 2019).

선행연구에서는 일-가정 균형 만족의 예측요인으로는 근무시간, 직무

복잡성, 직무요구, 직무자원 등을 제시하였고(Valcour, 2007; Beham, &

Drobnič, 2010; Beham, Präg, & Drobnič, 2012; McNamara,

Pitt-Catsouphes, Matz-Costa, Brown, & Valcour, 2013), 경력성장기회,

역할과부하, 직무자율성, 직무순환, 가정 친화적 업무환경이나 문화, 가정

친화제도 유용성 등도 제시되었다(Beham, Drobnic, & Prag, 2014;

Choi, Kim, Han, Ryu, Park, & Kwon, 2018; 류성민 안성익, 2012; 김현

근 안성익, 2016; 라미진 외, 2019).

일-가정 균형의 만족의 결과로는 일-가정 지원제도 사용의도와 조직

몰입을 높이고, 철회행위를 줄이며, 역할 내 성과, 맥락성과, 조직시민

행동 등 구성원의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2018; 류

성민 안성익, 2012; 우주연 곽원준, 2018; 라미진 외, 2019). 또한 유럽의

8개 국가 일-가정 균형 만족에 대한 국가, 직장, 개인수준 지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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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정과 직장의 요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실증연구도 진행되었다

(Abendroth & Dulk, 2011). 하지만 일-가정 균형 만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로, 일-가정 균형 만족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Choi et al., 2018). 일-가정 균형 만족

선행연구는 <표3>에 정리하였다.

<표3> 일-가정 균형 만족(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영향

Choi et al.(2018)

use of family
supportive paid
leave
family supportive
supervision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aoc)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direct
to supervisor(ocbs)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매개)
perceived insider
status(조절)

paid leave
/supervision →
aoc, ocbs: 정(+)
swfc의 매개효과
:paid leave→aoc
:supervision→aoc,

ocbs
insider status의
조절된 매개효과
:supervision→sfwc
→aoc, ocbs

Beham et al.(2014)

job autonomy
work-family
culture
work-family
supervisor
support
work–family
co-worker
support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work-home
interference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professional
status

부(-)
정(+)
조절효과
: professional
workers >
non-professional

McNamar et al.
(2013)

hours worked
per week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flexibility-fit
supportive
work-family
culture

(조절)

부(-)
조절효과

Beham, Präg,
& Drobnič(2012)

maginal
part-time
substantial
part-time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professional
status
gender

정(+)
정(+)
maginal>substantial
조절효과
: professional
status

Beham &
Drobnič(2010)

work demand
work
resources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swfc)

work-to-home
interference(매개)

부(-)
정(+)
매개효과
: work demand
→ sw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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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경력지원분위기

조직문화가 조직의 전반적인 믿음, 신화, 전설, 상징 등을 통해 조직

전반에 포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개념이라면, 조직분위기는 업무 그룹

이나 문화의 하위 여러 그룹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Kuenzi &

Schminke, 2009).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직문화를 경험하는 개인이라도

각자의 지각에 따라 분위기는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왕서혜 박상수,

2018).

조직분위기(organizational climate)는 조직의 공통 관행, 절차 및 가치

시스템에 대한 조직구성원들 사이의 공통된 인식으로(De Long &

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영향

Valcour(2007)

work hours
job complexity
control over
work time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job complexity
control over
work time
jender

(조절)

부(-)
정(+)
정(+)
job complexity의
조절효과

라미진 외
(2019)

가족친화제도
유용성

역할 내 성과
조직시민행동

일-가정 균형
만족도(매개)

정(+)
정(+)
매개효과

김현근 박지성 이종완
안성익(2018) 직무순환 일-가정 균형

만족

역할과부하
심리적 자본

(매개)

매개효과: 부(-)
매개효과: 정(+)

김현근 외
(2018) 역할과부하 일-가정 균형

만족

가정 친화적
조직지원
상사지원

(조절)

부(-)
상사지원의 조절
효과

우주연 곽원준
(2018)

일-가정 균형
만족

육아휴직제도
사용의도

가정 친화적
조직지원인식

(매개)
가정 친화적
상사지원인식

(조절)

정(+)
매개효과
조절효과
:일-가정 균형만족
→ 가정 친화적
조직지원인식

김현근 안성익
(2016)

경력성장기회
역할과부하

일-가정 균형
만족 심리적 자본(매개)

부(-)
부(-)
매개효과

류성민 안성익
(2012)

일-가정균형
지원환경
조직지원,
상사지원

철회행위
맥락성과

업무통제권
일-가정 균형
만족

(매개)

부(-)
정(+)
매개효과
*상사지원→일-가정
균형만족: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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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hey, 2000), 조직에서 역할행동의 특정 측면이 보상되고 지원되는 정

도를 알려주는 조직 환경측면의 사회적으로 해석되고 공유된 표현이다.

조직분위기는 조직문화와는 달리 업무환경에 대해 조직구성원 간 공유되

고 구성원의 지각에 의해서 형성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특정

분위기는 관련 정책, 절차, 관행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수렴하는 수단

을 제공한다(Zohar & Luria, 2004).

조직분위기는 동기유형에 따라 행동지도에 중점을 둔 분위기, 참여에

중점을 분위기, 개발에 중점을 둔 분위기 및 조직의 특정목표를 반영한

분위기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Katz & Kahn, 1966). 행동지도에

중점을 둔 분위기에는 윤리, 정의, 정치 분위기 등이 속하고, 참여에 중

점을 둔 분위기는 지원, 협력 분위기 등이, 개발에 중점을 둔 분위기는

혁신, 창조 분위기 등이 있으며, 특정목표에 중점을 둔 분위기는 서비스

와 안전 분위기 등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 조직분위기는 조직에 바람직

한 결과와 관련되어 구성원의 긍정적인 태도에 대한 예측변인이다

(Parker, Baltes, Young, Huff, Altmann, Lacost, & Roberts, 2003).

본 연구에서는 조직분위기 유형 중 구성원의 경력에 우호적인 경력지

원분위기(career-supportive climate)로 연구하고자 하는데, 지원분위기는

구성원이 현재 조직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Eisenberger et al., 1990; Rhoades, Eisenberger, & Armeli, 2001), 지원

분위기 하에서는 조직에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관계 지향적이고 협력적이며 격려적인 업무환경을 지각

하게 된다(Wallach, 1983).

조직구성원과 조직의 관계는 구성원의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 및

유인책과 조직에 대한 기여행동을 주고받는 장기적인 사회적 교환관계로

인식될 수 있다(Tsui, Pearce, Porter, & Tripoli, 1997). 그리고 구성원들

이 조직에서 느끼는 지원분위기는 조직이 자신에게 몰입하고 있다는 인

식을 갖게 하여 호혜적 관점에서 조직의 지원에 대한 의무감으로 조직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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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조직목표 달성에 노력하게 만든다(김주하 윤동열 김성훈, 2019). 게

다가 조직이 약속한 것 보다 기대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고 인식하게 되

면 조직에 몰입할 의무를 갖게 되어 긍정적인 태도와 성과에 영향을 미

친다(Wayne, Shore & Linden, 1997; Eisenberger, Armeli, Rexwinkel,

Lynch & Rhoades, 2001).

선행연구에서도 조직과 구성원 간에 사회적 교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구성원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은혜 윤동열, 2017)는 것이 경험

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의 지원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경력성공, 변화행동, 불확실성 관리행동, 생산성, 직무성과

및 과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Eisenberger,

Cummings, Armeli, & Lynch, 1997; Wayne et al., 1997; Moorman,

Blakely & Niehoff, 1998; Erdogan, Kraimer, & Liden, 2004; Farh,

Hackett & Liang, 2007; 손승연 이수진 박희태 윤석화, 2010; 조윤형 최

우재, 2011; 조윤형 나윤진, 2013).

경력지원분위기는 조직구성원이 가정친화제도 활용이나 가정 등 개인

의 사적인 영역에 관심을 갖는 것이 승진이나 평가 등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직의 우호적인 지원분위기를 의미한다(Thompson,

Beauvais, & Lyness, 1999; Mauno, Kinnunen, & Pyykkö, 2005;

Behson, 2005; O’Neill, Harrison, Cleveland, Almeida, Stawski, &

Crouter, 2009). 그리고 일-가정 균형 문제에서 조직의 지원은 가정친화

제도의 이용률과 일-가정 균형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소속감과 애착

심, 조직몰입과 만족, 맥락성과 등 개인의 성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다(Thompson et al., 1999; 류성민 안

성익, 2012; 우주연 곽원준, 2018).

하지만 조직에서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제도나 혜택들을 사용하는 것

이 자신의 경력과 직장에서의 지위를 심각하게 해칠 것으로 예상된다면

구성원들은 그러한 제도와 혜택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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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ler, Grzywacz, Bass, & D Linney, 2005). 선행연구에서는 경력지원

분위기가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 가정친화제도 활용과(Thompson et al.,

1999) 구성원의 일-가정 균형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혜정,

2014; 왕서혜·박상수, 2018). 반면에 조직의 경력지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스트레스, 직무만족 저하, 이직의도 및 일-가정 갈등을 경험한다고 밝히

고 있다(Thompson et al., 1999; Anderson, Coffey, & Byerly, 2002;

Behson, 2005).

한편, 가정친화제도가 조직구성원의 일-가정 균형과 생산성 관련 변수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다(Thomas ＆

Ganster, 1995; Anderson et al., 2002; Batt ＆ Valcour, 2003). 이러한

사실은 조직이 제도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실제 제도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호적인 조직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Allen, 2001;

Frye ＆ Breaugh, 2004), 제도들이 효과를 발휘하여 일-가정 균형에 공

헌하고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면 제도가 유용하다고

구성원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미진 외, 2019).

최근에는 평생직장, 평생고용의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평생직업의 개

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조직보다는 개인에게 경력의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최다은 윤동열 김성훈, 2019). 그러나 경력은 구성원 개인

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조직은 경력에 대한 관

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력지원분위기 선행연구는 <표4>에

정리하였다.

<표4> 경력지원분위기(career-supportive climate)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영향

O’Neill et al.
(2009)

negative career
consequences

turnover
inten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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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영향

Behson(2005) career impact

job satisfaction
work-to-family
conflict
stress
turnover
intention
absenteeism

부(-)
정(+)

정(+)
정(+)

유의하지 않음

Mauno et al.
(2005)

supportive
work-family
culture
management
career
development
working hours

self-reported
distress

work-family
conflict

부(-)
매개효과

Anderson et al.
(2002)

career
consequences
(cc)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stress
absenteeism

work-to-family
conflict
family-to-work
conflict

(매개)

부(-)
정(+)

유의하지 않음
유의하지 않음
매개효과
: career
consequences
→ job satisfaction

Thompson et al.
(1999)

supportive
cultures(sc)
benefit
availability(ba)
benefit
utilization(bu)

affective
commitment(ac)
intention to
leave(il)
work-family
conflict(wfc)

sc → ac: 정(+)
sc → wfc: 부(-)
sc → bu: 정(+)
ba → ac: 정(+)
ba → il: 부(-)
ba → wfc: 부(-)

왕서혜 박왕수
(2018)

진성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WLB 지각

WLB지원분위기
경력우려
일정유연성

(매개)

정(+)
: 정보처리, 개별배려
매개효과

이혜정(2014)

WLB 지원제도
WLB지원분위기
상사지원
경력우려에의
지원
일정유연성지원

WLB

유의하지 않음
정(+)
정(+)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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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역할과부하가 직무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 일-가정 균형 만족이 어떻게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그리고 조직의 경력지원분위기가

일-가정 균형 만족과 직무성과 관계에서 어떻게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며, 이를 통하여 역할부하가 어떤 경로로 구성원의 직무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역할과부하를 독립변수로, 직무성과를 종속변수로 두었으며, 이

관계에서 일-가정 균형 만족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 관계에서 일-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효과

가 경력지원분위기에 의해 어떻게 조절될 것인지 밝히고자 [그림 1] 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역할과부하 직무성과

일-가정 균형 만족
경력지원분위기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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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설 설정

1.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 관계

직무스트레스가 본질적으로 조직과 구성원에게 역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 연구자들은 직무스트레스와 구성원의 성과관계를 부적 관계로 설명하

여 왔다(Gupta & Beehr, 1979; Westman, & Eden, 1996). 그리고 역할

과부하는 직무스트레스의 선행요인이며(문형구 외, 2010) 역할스트레스

요인이다. 따라서 역할과부하 역시 직무성과와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가

질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역할과부하와 조직구성원 성과와의 관련성을 밝힌 실증연구는 많

이 부족한 편으로, 일부 연구에서는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가 부적 영향

관계임이 실증된 반면(Beehr et al., 2000; Gahlan & Singh, 2014;

Iroegbu, 2014), 몇몇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도 밝히고

있어(Singh, 1998; Veloutsou & Panigyrakis, 2004; Jones et al., 2007)

그 영향관계가 일관되지 않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역할과부하가 조직구

성원들의 업무에 수동적 태도를 취하게 하여 불만 야기와 저성과를 유발

한다고 설명한다(Ganster & Schaubroek, 1991; Gurbuz et al., 2013).

역할과부하는 역할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그간 구성원의

스트레스 연구는 직무요구-통제모형을 기반으로 자원보존이론, 직무요구

-자원모형 등의 대표적 이론모형을 통해 설명되어오고 있다. 직무요구-

통제모형에 의하면 역할과부하는 증가하는 직무요구와 관련된 주요요소

로 업무과부하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업무동기가 감소되거나 없어져 버

리게 된다(Bakker et al., 2004). 즉, 역할과부하는 업무환경을 통제하는

개인의 능력을 축소시켜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게 된다(Bhuian, Menguc, & Borsboom, 2005). Karasek(1979)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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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직무통제가 낮으면 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증가

한다고 주장하며,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무요구 요인 중 하나로 업

무과부하를 제시하였다.

자원보존이론 관점에서 보면 구성원들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보

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들이 부여

되는 상황이라면 초반에는 보다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여 직무수행에 노

력하지만 자원고갈을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의 손실을 막으려고 하고,

결국은 업무에 대한 동기나 노력을 줄이게 됨으로써(Hobfoll, 2002), 스

트레스 증가와 소진으로 이어지고(Kushnir & Melamed, 1991), 성취감이

나 직무성과 저하 등의 결과(Leiter, 1993; Iroegbu, 2014)를 보인다고 선

행연구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직무요구-자원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역할과부하는 중요한 직무요구 중

하나로 구성원의 신체적, 심리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즉, 역할과부하

와 같은 높은 수준의 직무요구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이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나 노력을 기울이게 되지만(Mulki et al., 2008) 이를 상쇄

할만한 직무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급기야는 긴장, 불안, 직무스트레스나

소진을 경험하게 되며(Beehr et al., 2000; Yip et al., 2008), 이직의도, 직

무성과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선행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다(Veloutsou & Panigyrakis, 2004; Gahlan, & Singh, 2014). 이를테면

역할과부하는 에너지유발 과정(energy-driven process) 내지 스트레스

과정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역할과부하는 구성원의 부정적 결

과를 예측하게 하는 선행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역할과부하를

느끼는 조직구성원들은 제한된 시간, 능력, 에너지 등의 자원부족을 경험

하여 업무에 대한 동기를 상실함으로써 직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되므로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역할과부하는 직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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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과부하와 일-가정 균형 만족 관계

역할과부하(role overload)는 주어진, 시간, 능력 및 기타 제약 조건에

비해 자신에게 기대되는 책임이나 활동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상황으로

(Rizzo et al., 1970), 업무량이나 다양성에 기인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Veloutsou, & Panigyrakis, 2004). 구성원들은 조직 내에서 부여된

위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수행자 역할(job-ho1der role)

을 하며 역할과부하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직무수행 역할 이외에도

훌륭한 조직시민이 되는 것과 같은 본연의 역할 이외의 조직구성원 역할

(organizational-member role)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역할 모두

를 수행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고 한다(Perlow, 1998).

그러나 조직구성원은 직장인으로서 조직에서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

라 가정에서의 역할과 같은 사적인 역할 역시 중요한 역할로 근로자들은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기대되고 요구된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

는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된 업무와 책임들이 구성원이 가진 시간, 능력,

에너지 등에 비해 과도하여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를 느끼게 되면 구성

원의 일-가정 균형 만족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김현근

안성익, 2016; 김현근 외, 2018). 일-가정 균형 만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실증연구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는 역할과부하가 일-

가정 균형에 부(-)의 영향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가정 갈등 관점의 유사연구에서는 역할과부하가 삶의 만족과

직무몰입을 저해하고, 소진, 이직의도 등을 높였으며(Kossek & Ozeki,

1998; Ford, Heinen, & Langkamer, 2007), 일-가정 갈등은 역할과부하가

구성원의 감정소진으로 이어질 때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실증되었다

(Aminah, 2010).

일-가정 균형 만족은 개인이 일과 가정의 역할요구를 얼마나 성공적으

로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평가로, 전반적인 만족 수준을 의미하는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Valcour, 2007)이다. 그런데 이 만족감은 일차적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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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공한 소위 가정친화제도와 자신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체감하게 되

는 일-가정 균형에 대한 만족스러운 감정이 내포되어 나타날 수 있다.

자원보존이론에 따르면 구성원들은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

하는 자원을 확보, 보호, 유지하려는 동기가 있으며, 자원의 확보는 구성

원들이 자신의 일에 자원을 투자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Shantz et al.,

2016). 그러나 기대했던 자원이 상실되거나 고갈되면 실망이나 무력감

등으로 인해 쉽게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Hobfoll, 1989). 따라

서 역할과부하를 경험하는 구성원들은 높은 직무요구들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열정, 에너지 등의 모든 자원을 쏟아 부어 노력을 기울이지

만 급기야 자신이 가진 자원의 고갈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이에 조직의

가정친화제도를 통해 부족한 자원을 회복해보려고 하지만 높은 직무요구

의 조직상황이나 개인의 인식에 따라 제도의 이용이 쉽지 많은 않아 고

갈된 자원은 회복되지 못하여 직장과 가정의 요구들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없음에 따라 일-가정 균형에 대한 만족감은 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조직구성원의 역할과부하는 구성원

이 보유한 자원의 상실을 초래하여 역할과부하가 쉽게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일-가정 균형 만족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역할과부하는 일-가정 균형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일-가정 균형 만족과 직무성과 관계

일-가정 균형 만족은 경험적 연구가 많이 부족한 편이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균형 만족은 조직구성원의 육아휴직제도

와 같은 가정친화제도의 사용의도를 높인다는 결과가 제시 되었으며(우

주연 곽원준, 2018), 조직몰입을 높이고 철회행위 감소시키며, 역할 내

성과, 맥락성과, 조직시민행동 등 개인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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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et al., 2018; 류성민 안성익, 2012; 라미진 외, 2019). 이러한 실증

연구 결과들은 일-가정 균형 만족과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은 정(+)의 관

계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증연구에서 역할과부하는 구성원의 행동과

태도에 부(-)적 영향을 주는 예측원인으로 역할과부하를 경험하는 구성

원은 일-가정 균형에 실패하며 자신의 일-가정 균형에 불만족하게 되고,

직장과 가정이 서로의 영역에서 자원 확보의 장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직

장에서의 업무성과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구성원과 조직의 관계는 조직의 보상 및 유인책과 구성원의 조직에 대

한 기여행동을 서로 주고받는 사회적 교환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Tsui

et al., 1997).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은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태

도와 행동을 이해하게 하는 유용한 인식의 틀로(Blau, 1964; Homans,

1974), 조직구성원과 조직은 상호작용을 통해 그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에 기본적인 관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이론에서 사회적 교환은

개인과 개인 간의 교환뿐만 아니라, 조직과 구성원 간에도 적용될 수 있

는데(Eisenberger, Huntington, Hutchison, & Sowa, 1986; Cropanzano,

& Mitchell, 2005), 예컨대 조직과의 사회적 교환관계를 높게 인식하는

구성원은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나타낸다고 한다(류성민, 2016; 류준열

양재완, 2017). 그렇다고 하면 역할과부하로 인해 일-가정 균형 만족이

낮아진 구성원들에게는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여 볼 수 있다.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는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가정친화제도들은

구성원에게 일종의 보상이나 혜택(Goodstein, 1994; Thompson et al.,

1999; Parker, & Allen, 2001)으로 인지될 수 있지만, 역할과부하가 그러

한 효과를 상쇄시켜 일-가정 균형에 만족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은 조직

에 긍정적인 기여행동보다는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조직구성원이 일-가정 균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면 직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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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일-가정 균형의 만족도가 낮아지면 직무성과도 낮아질 것이다.

4. 일-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효과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역할과부하는 직무성과와 일-가정 균형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가정 균형 만족 또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

침으로써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 관계에서 일-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역

할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역할과부하 선행연구에서는 역할과부하와 소진, 이직의도 및 일-가정

균형 만족 등의 관계에서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일-가정 갈등, 정서적

소진, 심리적 분리, 심리적 자본 및 시간통제감과 같은 매개효과 연구들

이 진행되었다(Hang-yue et al., 2005; Aminah, 2010; Chen et al., 2011;

김성천 탁진국, 2010; 김현근 안성익, 2016; 김유경 외, 2018). 그렇지만

일-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효과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 연구가

더욱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정서는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증가시키고 조직구성원의 직무태

도나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Luthans, Avolio, Avey, &

Norman, 2007), 부정정서는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과 장벽을

겪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Spector, & Jex, 1998),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소모시킨다고 한다(Keith, & Frese, 2008). 그

리고 Bouckenooghe 와 Butt (2013)의 연구에서는 부정정서가 직무성과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증되었다. 따라서 역할과부하로 자신

의 일-가정 균형이 저해되어 일-가정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는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직무요구-자원모형에서는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의 상호작용이 구성원의

신체적, 심리적 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높은 직무요구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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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상쇄할 직무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불안, 긴장, 스트레스 및 소진 등

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높은 직무요구에 대응할 적절한 직무자원을 확보

하게 되면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몰입과 열의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Bakker, & Demerouti, 2007; Bakker et al., 2014). 이와 같은 관점

에서 보면 역할과부하로 자신의 직무자원이 손실된 구성원들은 조직의

가정친화제도와 같은 혜택들을 직무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직무요구 수

준이 높은 조직 내 상황이나 개인의 인식 등으로 여의치 않음에 따라 자

신의 일-가정 균형에 불만족하게 되고, 직무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구성원의 일-가정 균형 불만족은 직

무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4를 설정하였

다.

가설 4: 일-가정 균형 만족은 역할과부하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5. 경력지원분위기의 조절효과

경력지원분위기는 구성원이 가정친화제도 활용이나 가정 등 개인의 사

적인 영역에 관심을 갖는 것이 승진이나 평가 등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조직의 우호적인 지원분위기를 의미한다(Thompson et

al., 1999; Mauno et al., 2005; Behson, 2005; O’Neill et al., 2009). 일반

적으로 구성원들은 지원분위기와 같은 긍정적 조직분위기에서는 조직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관계 지향

적이고 협력적이고 격려적인 업무환경을 지각하게 된다(Wallach, 1983).

선행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이 조직으로부터 자신의 경력에 우호적인 지

원분위기를 인식하게 되면, 일-가정 균형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정, 2014; 왕서혜·박상수, 2018). 반면에,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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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지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스트레스, 직무만족 저하, 이직의도 및 일

-가정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Thompson et al., 1999;

Anderson et al., 2002; Behson, 2005).

직무요구-자원모형에서 직무요구는 업무수행자의 물질적, 심리적 노력

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환경이나 자극을 의미하고, 직무자원은

업무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직무요구와 연관된 생리적, 심리적

비용을 줄이며 개인의 성장, 학습 및 개발을 자극하는 직무의 물리적, 심

리적, 사회적 혹은 조직적 측면의 요인을 의미한다(이철기 윤동열, 2015).

따라서 직무요구-자원모형의 관점으로 보면 경력지원분위기는 구성원에

게 직무자원으로 작용될 수 있어, 역할과부하로 자신의 일-가정 균형이

저해되더라도 일정부분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의 관점에서 보면 조직구

성원과 조직의 관계는 구성원의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 및 유인책과

조직에 대한 기여행동을 주고받는 장기적인 사회적 교환관계로(Tsui et

al., 1997), 구성원들이 조직으로 부터 자신의 경력에 우호적인 지원분위

기를 느끼면 상호호혜의 규범에 따라 조직의 지원에 보답할 의무감을 갖

게 되어(Gouldner, 1960; Blau, 1964) 조직목표 달성에 노력하는 등 긍정

적인 태도와 행동에 영향(Wayne et al., 1997; Eisenberger et al., 2001)

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높은 직무요구로 역할과부하를 겪는 구성원

들은 자신의 일-가정 균형에 불만족하게 되지만 조직으로부터 호의적인

경력지원분위기를 인식할수록 일-가정 불만족이 자신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역할과부하로 인해 구성원의 일-가

정 균형이 저해되어 개인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구성

원이 조직으로부터 우호적인 경력지원분위기를 인식하게 되면 조직이 제

공하는 개인차원 수준의 보상이나 유인책에 실망하더라도 이를 상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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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강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이 가설 5를 설정하였다.

가설 5: 경력지원분위기는 일-가정 균형 만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균형 만족과 직무성

과 간 관계는 높은 수준의 경력지원분위기 인식 하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6. 경력지원분위기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설1과 가설2에서는 역할과부하가 직무성과와 일-가정 균형 만족에

각각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가설3을 통해 일-가정

균형의 만족도가 낮아지면 직무성과도 낮아질 것으로 보았고, 가설4에서

는 일-가정 균형 만족은 역할과부하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부(-)의 관계

를 매개할 것이고 예측하였다. 가설5에서는 경력지원분위기는 일-가정

균형 만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

상의 논의에서는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를 살펴 본 기존 연구와 마찬가

지로 이들 관계에서 매개효과나 조절효과를 각각 단편적으로 살펴보았

다. 즉,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 관계를 매개하는 일-가정 균형 만족의

역할과 일-가정 균형 만족과 직무성과 관계를 조절하는 경력지원분위기

의 역할을 각각 살펴보았다.

그러나 역할과부하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변수 경

력지원분위기와 매개변수 일-가정 균형 만족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면, 구성원이 조직의 경력지원분위기를 인식함에 따라 역할

과부하가 일-가정 균형 만족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력은 감소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 6을 설정

하였다.

가설 6: 경력지원분위기를 인식할수록 역할과부하가 일-가정 균형 만족

을 통해 직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감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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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는 역할과부하를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설정

하고 일-가정 균형 만족은 매개변수(mediation variable)로 경력지원분위

기는 조절변수(moderated variable)로 직무성과는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설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Likert 5점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1. 역할과부하

본 연구에서 역할과부하(role overload)는 주어진 시간, 능력, 에너지

및 기타 제약 조건에 비해 자신에게 기대되는 책임이나 활동이 너무 많

다고 느끼는 상황(Rizzo et al., 1970)으로 정의하고, Cousins 등(2004)이

개발한 8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 설문항목은 <표5>에 정리하였다.

질 문 내 용

1. 나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진다.

2. 나는 업무 마감기한을 맞추기가 어렵다.

3. 나는 아주 빨리 일해야만 한다.

4. 나는 아주 강도 깊게 일해야만 한다.

5.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몇몇 일들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6. 우리 조직의 다른 부서들은 협업하기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요구한다.

7. 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

8. 나는 강한 시간 압박감을 느낀다.

<표5> 역할과부하 측정 설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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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성과

본 연구에서 직무성과는 조직구성원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의 바람직

한 상태나 목표 달성 정도로 정의하고(Tett & Meyer, 1993), 이를 측정

하기 위해 Farh 와 Cheng(1997)의 4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 설문항목은

<표6>에 정리하였다.

3. 일-가정 균형 만족

본 연구에서 일-가정 균형 만족은 개인이 일과 가정의 역할요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평가로, 전반적인 만족 수준을

의미하는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Valcour, 2007)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

하기 위해 Valcour(2007)가 개발한 5문항을 설문에 사용하였다. 측정 설

문항목은 <표7>에 정리하였다.

질 문 내 용

1. 나는 일과 개인생활 간 시간 분배에 만족한다.

2. 나는 일과 개인생활 간 관심 분배에 만족한다.

3. 나는 일과 개인생활 간 조화에 만족한다.

4. 나는 직장과 개인생활의 요구에 균형을 유지하는 나의 능력에 만족한다.

5. 나는 일을 하면서 개인생활과 관련된 의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한다.

<표7> 일-가정 균형 만족 측정 설문항목

질 문 내 용

1. 나는 우리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성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나는 우리 부서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직원이다.

3. 나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부여된 업무를 완료한다.

4. 나의 업무성과는 항상 상사의 기대에 부응한다.

<표6> 직무성과 측정 설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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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력지원분위기

본 연구에서 경력지원분위기는 조직구성원이 가정친화제도를 사용하거

나 가정 등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관심을 갖는 것이 승진이나 평가 등

구성원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직의 우호적인 지원분

위기로 정의하고(Thompson et al., 1999),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Thompson 등(1999)이 개발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 설문항목은 <표

8>에 정리하였다.

5. 통제변수

연구가설 검증의 타당성을 높이고, 연구변수들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및 조직 특성에 관련된 성별, 연령, 결혼상태, 자녀 수, 학력,

근속연수, 근무시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2로, 연령은 20대가 1, 30대가 2, 40대가 3,

50대 이상이 4로, 결혼 상태는 미혼이 1, 기혼은 2로, 자녀수는 없음이 1,

1명이 2, 2명이 3, 3명이상이 4로, 학력은 고졸이 1, 대졸이 2, 대학원졸

질 문 내 용

1.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남직원들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좋지 않게 생각한다. (R)

2.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여직원들이 출산이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연장할 때 좋지 않게 생각한다. (R)

3. 우리 조직에서 가정친화제도(예: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을 이용하는 직원들은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에 비해 경력에 대한 관심이 더 적은 것으로 비춰진다.(R)

4. 우리 조직에서 가정과 관련된 이유로 승진이나 전보를 거부하는 것은 경력개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R)

5. 우리 조직에서 탄력근무시간을 사용하는 직원들은 사용하지 않는 직원들에 비해
경력발전 가능성이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R)

<표8> 경력지원분위기 측정 설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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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3,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 1, 1～3년 미만은 2, 3～5년 미만은 3,

5～10년 미만은 4, 10～20년 미만은 5, 20년 이상이 6으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미만은 1, 40～50시간미만은 2, 50시간 이상은 3으로 구분하

였다.

6. 설문지 구성

구 분 문항 수 출 처

역할과부하 8 Cousins et al.(2004)

직무성과 4 Farh & Cheng (1997)

일-가정 균형 만족 5 Valcour(2007)

경력지원분위기 5 Thompson et al.(1999)

통제변수 7

합계 29

<표9>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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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가정친화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내 11개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종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12일

부터 8월 31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여 34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중

미완성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40부를 제외하고 총 30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 특성은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은 남성이 185명

(60.1%), 여성이 123명(39.9%)이고, 연령대는 30대가 137명(44.5%)으로

가장 많으며, 40대(100명, 32.5%), 20대(50명, 16.2%), 50대 이상(21명,

6.8%)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179명(58.1%), 미혼이 129명(41.9%)으로 나타났고,

자녀수는 2명이 83명(26.9%)이고, 1명이 57명(18.5%), 3명 이상이 10명

(3.3%)이며, 없음이 158명(51.3%)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졸자가 234명(76.0%)으로 가장 많으며, 대학원졸 이상(61명,

19.8%), 고졸(13명, 4.2%) 순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는 10～20년 미만이

92명(29.9%)으로 가장 많고, 5～10년 미만(78명, 25.3%), 3～5년 미만(57

명, 18.5%), 1～3년 미만(39명, 12.7%), 20년 이상(31명, 10.0%), 1년 미만

(11명, 3.6%)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주40～50시간미만이 238명(77.3%)으로 가장 많고, 주50시

간 이상(54명, 17.5%), 주40시간미만(16명, 5.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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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개인특성(N=308)

구분 내용 빈도
비율
(%) 구분 내용 빈도

비율
(%)

성별
남성 185 60.1

학력

고졸 13 4.2

여성 123 39.9 대졸 234 76.0

연령

20대 　50 16.2 대학원졸 이상 61 19.8

30대 　137 44.5

근속
연수

1년 미만 11　 3.6

40대 　100 32.5 1～3년 미만 　39 12.7

50대 이상 　21 6.8 3～5년 미만 　57 18.5

결혼
상태

미혼 129 41.9 5～10년 미만 　78 25.3

기혼 179 58.1 10～20년 미만 　92 29.9

자녀
수

없음 158 51.3 20년 이상 　31 10.0

1명 57 18.5

근무
시간

주40시간미만 16 5.2

2명 83 26.9 주40～50시간미만 238 77.3

3명 이상 10 3.3 주50시간이상 54 17.5

제2절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설문 응답자들의 자기보고식 응답 내용으로 측정하여 동일

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할과부

하와 직무성과 관계 분석에 앞서 Harman(1967)의 단일요인검증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도구

들의 타당성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고, 신뢰

도 검증을 위해서는 각 변수별 알파계수법을 실시하였다.

1.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측정

동일방법편의로 인한 왜곡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일요인 검증의 주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1요인의 분산이 총 분산의 35.02%로, 기준치 50% 보다 적으므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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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편의에 따른 영향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뢰도를 측정결과는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값이 0.7 이상이면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Hatcher & O'Rourke, 2013),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11>과 같이 역할과부하

는 0.787, 직무성과 0.816, 일-가정 균형 만족은 0.946, 경력지원분위기는

0.799로 나타나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값이 0.7이상으로 높은 신뢰도

가 확보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적재치가 낮거나 요인별 적합도를 저해하

는 역할과부하, 경력지원분위기 일부 문항 제외를 통해 <표12>와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최종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χ2=417.684(df=129,

p=.000), RMR=.052, GFI=.868, AGFI=.825, NFI=.873, IFI=.908, TLI=.890,

CFI=.908, RMSEA=.085로, RMR 값은 0.05, RMSEA 값은 0.1이하, IFI,

CFI 값은 0.9이상, GFI, AGFI, NFI, TLI 값은 전반적으로 0.9에 근접하

고 있어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조철호, 2016).

그리고 모든 구성개념에 대한 표준요인적재치가 0.5이상으로 집중타당

성을 확인할 수 있고, 개념 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계산

한 결과, 구성개념신뢰도(CR)가 0.7 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0.5에 높거나 거의 근접하므로(Bagozzi & Yi, 1988; Marcoulides &

Schumacker, 199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은 각각의 개념에 대해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변 수 항목 수 Cronbach’s α값

역할과부하 5 0.787

직무성과 4 0.816

일-가정 균형 만족 4 0.946

경력지원분위기 5 0.799

<표11>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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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χ2=417.684, df=129, p=.000, RMR=.052, GFI=.868, AGFI=.825, NFI=.873, IFI=.908, TLI=.890,

CFI=.908, RMSEA=.085

2. 기초통계와 상관관계분석

연구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표13>

과 같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통제변수 7개와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4개 변수가 활용되었

다. 통제변수 중 성별은 남성이1 여성은 0으로, 결혼 상태는 미혼이 1 기

혼은 0으로, 자녀수는 없음이 1 있음은 0으로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분

구성 개념 측정항목 표준요인
적 재 치 S.E t CR AVE

역할과부하

RO_02 .617 - -

.805 .457

RO_05 .651 .120 9.108

RO_06 .501 .112 7.405

RO_07 .748 .130 10.026

RO_08 .744 .135 9.988

직무성과

JP_01 .779 - -

.915 .734
JP_02 .867 .072 15.236

JP_03 .517 .084 8.801

JP_04 .803 .071 14.299

일-가정 균형
만족

SWFB_01 .929 - -

.954 .837
SWFB_02 .910 .035 27.632

SWFB_03 .934 .035 29.873

SWFB_05 .841 .040 22.298

경력지원분위기

SCC_01 .697 - -

.806 .457

SCC_02 .728 .083 10.756

SCC_03 .753 .093 11.025

SCC_04 .535 .087 8.231

SCC_05 .629 .083 9.526

<표1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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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에서 독립변수인 역할과부하는 종속변수 직무성과,

매개변수 일-가정 균형 만족, 조절변수 경력지원분위기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부(-)의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인 직무성과는 매개변수

일-가정 균형 만족과 조절변수 경력지원분위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이고, 매개변수 일-가정 균형 만족은 조절변수 경력지원분

위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임이 확인되었다.

통제변수와 각 변수들 간 관계를 살펴보면, 근무시간은 본 연구의 4가

지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학력은 일-가정

균형 만족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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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M SD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601 .491 –

2. 연령 3.299 .820 .225*** –

3. 결혼상태 .419 .494 -.195** -.615*** –

4. 자녀수 .513 .501 -.158** -.612*** .814*** –

5. 학력 3.065 .642 .196** .229*** -.219*** -.175** –

6. 근속연수 3.955 1.311 .058 .728*** -.554*** -.595*** .120* –

7. 근무시간 2.123 .461 .089 -.029 .030 .064 .149** -.034 –

8. 역할과부하 2.716 .707 .074 .028 .000 -.037 .085 .039 .288*** –

9. 직무성과 3.613 .542 -.017 .103 -.104 -.061 .040 .101 -.176** -.545*** –

10. 일-가정 균형 만족 3.338 .872 .023 .090 -.040 -.051 -.143* .056 -.323*** -.607*** .422*** –

11. 경력지원분위기 3.457 .740 .027 .060 .071 .033 -.032 -.020 -.175** -.379*** .463*** .311***

주1) N=308, *P<0.05, **P<0.01, ***P<0.001(양측)

주2) 1.성별: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연령: 20대(1), 30대(2), 40대(3), 50대 이상(4), 3.결혼상태: 더미변수 기혼(0), 미혼(1), 4.자녀수: 더미변수 있음(0), 없음(1),
5.학력: 고졸(1), 대졸(2), 대학원졸 이상(3), 6.근속연수: 1년 미만(1), 1～3년 미만(2), 3～5년 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7.근무시간: 주40시간미만(1), 주40～50시간미만(2), 주50시간 이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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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설 검증

1. 주 효과와 매개효과 검증

주 효과와 매개효과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가설채택 여부를 확인하였다. 가설1은 역할과

부하는 직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가설2는

역할과부하가 매개변수인 일-가정 균형 만족과 부(-)의 관계로, 가설3은

일-가정 균형 만족이 낮아지면 직무성과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가설4는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일-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

효과를 예상하였다. 가설1～4의 검증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표14>

와 같이 확인되었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서는 Baron 과 Kenny(1986) 방식을 토대로 다

음의 절차로 검증한다. 먼저, 가설1과 같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

을 미쳐야 한다. 그리고 가설2와 같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

치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설3, 4와 같이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관계 및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최우재, 2017).

이상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통제변수와 종속변수인 직무

성과를 투입하고, 1단계 주 효과 확인을 위해 역할과부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역할과부하(β=-.545, p<0.001)는 직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1은 지지되었다.

2단계에는 일-가정 균형 만족을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역할과부하와

일-가정 균형 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직무성과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역할과부하와 일-가정 균형 만족을 함께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역할과부하(β=-.567, p<0.001)는 일-가정 균형 만족에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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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2는 되었다.

3단계 결과로 일-가정 균형 만족은(β=.146, p<0.05) 직무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3도 지지되었다. 그리고

역할과부하의 β값이 1단계에서 -.545(p<0.001, 설명력 32.1%)이었던 것

이 3단계에서는 일-가정 균형 만족이 개입되면서 -.462(p<0.001, 설명력

33.3%)로 절대 값이 작아지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가정

균형 만족은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 간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

되었고, 가설4는 지지되었다.

변수
(직무성과)

1단계
(직무성과)

2단계
(일-가정 균형 만족)

3단계
(직무성과)

β t β t β t β t

성별 -.030 -.508 -.004 -.079 .079 1.688† -.015 -.307

연령 .046 .501 .035 .449 .117 1.632 .018 .229

결혼상태 -.140 -1.392 -.070 -.819 .077 .973 -.081 -.956

자녀수 .131 1.283 .062 .717 -.057 -.715 .071 .819

학력 .047 .795 .068 1.349 -.108 -2.324* .084 1.660†

근속연수 .058 .667 .087 1.178 .005 .071 .086 1.177

근무시간 -.182 -3.168** -.027 -.537 -.146 -3.110** -.006 -.116

역할과부하 -.545 -10.884*** -.567 -12.244*** -.462 -7.590***

일-가정
균형 만족 .146 2.353*

R2/R2adj .052/.029 .321/.303 .419/.403 .333/.313

F통계량 2.332* 17.648*** 26.958*** 16.540***

주1) N=308, †p<0.1, *p<0.05, **p<0.01, ***p<0.001(양측), Durbin-Watson: 2.120 VIF: 2 이하

주2) 1.성별: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연령: 20대(1), 30대(2), 40대(3), 50대(4) 3.결혼상태: 더미
변수 기혼(0), 미혼(1), 4.자녀수: 더미변수 있음(0), 없음(1), 5.학력: 고졸(1), 대졸(2), 대학원졸
이상(3), 6.근속연수: 1년 미만(1), 1～3년 미만(2), 3～5년 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7.근무시간: 주 40시간미만(1), 주 40～50시간미만(2), 주 50시간 이상(3)

<표14> 일-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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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절효과 검증

가설5는 경력지원분위기의 조절효과 검증으로 경력지원분위기가 일-

가정 균형 만족과 직무성과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5는

<표15>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검증결과 R제곱 값

은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갈수록 순차적으로 증가하였고, 일-가정 균형

만족과 경력지원분위기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β=-.123, p<0.05)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가정 균형 만족과 직무성과 관계에서

경력지원분위기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이 확인되어 가설5는 지지되었다.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t β t β t β t

성별 -.030 -.508 -.052 -.947 -.059 -1.180 -.049 -.976

연령 .046 .501 -.008 -.094 -.079 -1.012 -.080 -1.032

결혼상태 -.140 -1.392 -.142 -1.536 -.210 -2.466* -.219 -2.593**

자녀수 .131 1.283 .125 1.335 .136 1.582 .149 1.748†

학력 .047 .795 .102 1.847† .094 1.861† .084 1.670†

근속연수 .058 .667 .068 .859 .105 1.433 .110 1.515

근무시간 -.182 -3.168** -.053 -.969 -.018 -.358 -.022 -.429

일-가정 균형 만족 .418 7.572*** .311 5.924*** .315 6.045***

경력지원분위기 .385 7.604*** .388 7.729***

일-가정균형만족×
경력지원분위기 -.123 -2.603*

R2/R2adj .052/.029 .204/.183 .334/.313 .348/.326

F 통계량 2.332* 9.590*** 16.570*** 15.879***

주1) N=308, †p<0.1, *p<0.05, **p<0.01, ***p<0.001(양측), Durbin-Watson: 1.942 VIF: 2 이하

주2) 1.성별: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연령: 20대(1), 30대(2), 40대(3), 50대 이상(4) 3.결혼상태:
더미변수 기혼(0), 미혼(1), 4.자녀수: 더미변수 있음(0), 없음(1), 5.학력: 고졸(1),대졸(2), 대학원졸
이상(3), 6.근속연수: 1년 미만(1), 1～3년 미만(2), 3～5년 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7.근무시간: 주40시간미만(1), 주40～50시간미만(2), 주50시간 이상(3)

<표15> 경력지원분위기의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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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균형 만족과 직무성과 간 경력지원분위기의 조절역할을 도식

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경력지원분위기를 높게 인식하는 집단

과 낮게 인식하는 집단 모두 일-가정 균형의 만족감이 높아질수록 직무

성과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경력지원분위기를 낮게 인식

하는 집단의 기울기가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경력지원분위기를 낮게 인식하는 집단이 일-가정 균형 만족과 직무성과

간 정(+)의 관계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경력지원분위기의 조절효과

3.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가설6은 경력지원분위기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으로 경력지원분위기

를 인식할수록 역할과부하가 일-가정 균형 만족을 통해 직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서

SPSS Process(Release 2.16.3)를 사용하였고, Muller, Judd 와 Yzerbyt

(2005)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랩으로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조절변수인 경력지원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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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을 중심으로 ±1SD 값에서 집단 내 하한 값(boot LLCI)과 상한 값

(boot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16>과

같이 경력지원분위기 인식이 M-1SD인 집단은 하한 값(Boot LLCI,

-.175)과 상한 값(Boot ULCI, -.046)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

였고, M+1SD인 집단은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경려지원분위기를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6은 지지되었다.

4. 추가 검증

일-가정 이슈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18세 미만

미취학 자녀유무, 배우자 취업여부, 근무시간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주로 통제변수로 연구되어 왔다(Valcour, 2007;

Beham et al., 2014; 류성민 안성익, 2012). 그리고 일-가정 이슈에서 여

성은 남성보다 가정역할 책임과 실제 역할수행에 더 민감한 경향을 보인

다는 실증연구 결과도 있다(Skinner, & Pocock, 2008).

이에 본 연구는 역할과부하와 일-가정 이슈를 다루고 있음에 따라 연

구 분
직무성과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 SD (-0.740) -.109 .033 -.175 -.046

M .051 .026 -.105 -.002

+1 SD (0.740) .007 .030 -.055 .061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경력지원분위기(조절) Index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역할과부하→일-가정균형만족(매개)
→ 직무성과

.078 .024 .034 .127

Note. boot L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 U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strap sample size=5,000

<표16> 경력지원분위기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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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설의 검증에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자녀수,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학력, 근속기간을 통제변수로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가정에서 기대되는 역할이나 책임에 더 민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본 연구가설 검증과 별도로 기혼자만을 추가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1) 기혼자 대상 주 효과 및 매개효과 검증

기혼자의 역할과부하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 효과 검증

과 일-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가설1～4의 검증방식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표17>과 같은 검증결과가 확인되었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역할과부하와 종속변수인 직무성과 관계를 검증

하였다. 검증결과 역할과부하(β=-.619, p<0.001)가 직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는 일-가정 균형 만족을 종속

변수로 투입하고 역할과부하와 일-가정 균형 만족 관계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역할과부하(β=-.546, p<0.001)는 일-가정 균형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는 직무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역할과부하와 일-가정 균형 만족을 함께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일-가정 균형 만족은 직무성과에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내지 않았다. 따라서 기혼자는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 관계에서 일-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혼자와 미혼자를 모두 포함하여 검증한 본 연구 가설1의

검증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 관계에서 기혼자(β=

-.619, p<0.001, 설명력 39.5%)는 미혼자를 포함한 총 대상(β=-.545,

p<0.001, 설명력 32.1%)에 비해 부(-)적 영향관계를 더욱 크게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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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혼남성 대상 주 효과와 매개효과 검증

기혼남성의 역할과부하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 효과 검

증과 일-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가설1～4의 검증방식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표18>과 같은 검증결과가 확인되었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역할과부하와 종속변수인 직무성과 관계를 검증

한 결과 역할과부하(β=-.582, p<0.001)는 직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는 일-가정 균형 만족을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역할과부하와 일-가정 균형 만족 관계를 검증한 결과 역할과

부하(β=-.577, p<0.001)는 일-가정 균형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
(직무성과)

1단계
(직무성과)

2단계
(일-가정 균형 만족)

3단계
(직무성과)

β t β t β t β t

성별 -.033 -.430 -.038 -.604 .103 1.696† -.049 -.771

연령 .129 1.341 .066 .850 .216 2.853** .044 .549

자녀수 .099 1.226 .004 .068 -.057 -.891 .010 .158

학력 .083 1.069 .134 2.132* -.083 -1.353 .142 2.262*

근속연수 -.032 -.314 -.032 -.393 -.135 -1.707† -.018 -.219

근무시간 -.208 -2.742** -.017 -.269 -.123 -1.967† -.004 -.069

역할과부하 -.619 -9.684*** -.546 -8.790*** -.562 -7.314***

일-가정
균형 만족 .104 1.328

R2/R2adj .063/.030 .395/.370 .427/.404 .401/.373

F통계량 1.915† 15.923*** 18.209*** 14.215***

주1) N=179, †p<0.1, *p<0.05, **p<0.01, ***p<0.001(양측), Durbin-Watson: 2.016 VIF: 2 이하

주2) 1.성별: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연령: 20대(1), 30대(2), 40대(3), 50대 이상(4) 3.자녀수:
더미변수 있음(0), 없음(1), 4.학력: 고졸(1), 대졸(2), 대학원졸 이상(3), 5.근속연수: 1년 미만(1),
1～3년 미만(2), 3～5년 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6.근무시간:
주 40시간미만(1), 주 40～50시간미만(2), 주 50시간 이상(3)

<표17> 기혼자의 일-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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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확인되었다. 3단계는 직무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역할과부하

와 일-가정 균형 만족을 함께 투입하여 검증한 결과, 일-가정 균형 만족

(β=.184, p<0.1)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역할과부하의 β값이 1단계에서 -.582(p<0.001, 설명력 40.6%)이

었던 것이 3단계에서는 일-가정 균형 만족이 개입되어 -.476(p<0.001,

설명력 42.5%)을 나타내어 절대 값이 작아지고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

서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 간 관계에서 일-가정 균형 만족의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3) 기혼남성 대상 조절효과 검증

기혼남성의 경력지원분위기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19>와 같이 확인되었다. 검증결과 R제곱 값은 2

단계(.298)에서 3단계(.399) 넘어올 때는 증가하였으나, 3단계(.399)에서

변수
(직무성과)

1단계
(직무성과)

2단계
(일-가정 균형 만족)

3단계
(직무성과)

β t β t β t β t

연령 .073 .641 .070 .743 .213 2.335* .031 .323

자녀수 .136 1.314 .042 .493 -.067 -.798 .055 .641

학력 .139 1.558 .164 2.220* .002 .028 .164 2.241*

근속연수 -.019 -.164 -.043 -.435 -.139 -1.459 -.017 -.176

근무시간 -.314 -3.489** -.104 -1.311 -.146 -1.887† -.077 -.972

역할과부하 -.582 -7.412*** -.577 -7.579*** -.476 -5.009***

일-가정
균형 만족 .184 1.932†

R2/R2adj .122/.084 .406/.375 .440/.411 .425/.389

F통계량 3.219** 13.085*** 15.084*** 12.016***

주1) N=122, †p<0.1, *p<0.05, **p<0.01, ***p<0.001(양측), Durbin-Watson: 2.041 VIF: 2 이하

주2) 1.연령: 20대(1), 30대(2), 40대(3), 50대 이상(4) 2.자녀수: 더미변수 있음(0), 없음(1), 3.학력:
고졸(1), 대졸(2), 대학원졸 이상(3), 4.근속연수: 1년 미만(1), 1～3년 미만(2), 3～5년 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5.근무시간: 주 40시간미만(1), 주 40～50시간
미만(2), 주 50시간 이상(3)

<표18> 기혼남성의 일-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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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399)로 넘어올 때는 동일한 값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일-가정 균

형 만족과 경력지원분위기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가정 균형 만족과 직무성과 관계에서 경력지원분위기의 조절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기혼남성들은 조직의 경력지원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기혼여성 대상 주 효과와 매개효과 검증

기혼여성의 역할과부하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 효과 검

증과 일-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가설1～4의 검증방식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표20>과 같은 검증결과가 확인되었다.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t β t β t β t

연령 .073 .641 -.026 -.251 -.055 -.566 -.054 -.551

자녀수 .136 1.314 .124 1.336 .082 .943 .082 .939

학력 .139 1.558 .150 1.864† .143 1.915† .144 1.910†

근속연수 -.019 -.164 .034 .314 -.008 -.080 -.008 -.081

근무시간 -.314 -3.489** -.152 -1.761† -.117 -1.453 -.117 -1.440

일-가정 균형 만족 .458 5.371*** .367 4.473*** .366 4.435***

경력지원분위기 .342 4.370*** .341 4.309***

일-가정균형만족×
경력지원분위기 .008 .101

R2/R2adj .122/.084 .298/.261 .399/.362 .399/.356

F 통계량 3.219** 8.134*** 10.798*** 9.367***

주1) N=122, †p<0.1, *p<0.05, **p<0.01, ***p<0.001(양측), Durbin-Watson: 1.958 VIF: 2 이하

주2) 1.연령: 20대(1), 30대(2), 40대(3), 50대 이상(4) 2.자녀수: 더미변수 있음(0), 없음(1), 3.학력:
고졸(1), 대졸(2), 대학원졸 이상(3), 4.근속연수: 1년 미만(1), 1～3년 미만(2), 3～5년 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5.근무시간: 주 40시간미만(1), 주 40～50시간
미만(2), 주 50시간 이상(3)

<표19> 기혼남성의 경력지원분위기의 조절효과 분석



- 59 -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역할과부하와 종속변수인 직무성과 관계를 검증

하였다. 검증결과 역할과부하(β=-.657, p<0.001)는 직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는 일-가정 균형 만족을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역할과부하와 일-가정 균형 만족 관계를 검증하였

다. 검증결과 역할과부하(β=-.474, p<0.001)는 일-가정 균형 만족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는 직무성과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역할과부하와 일-가정 균형 만족을 함께 투입하여 검

증하였다. 검증결과 일-가정 균형 만족은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나

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기혼여성은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 관계에서 일-

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렇지만 기혼자와 미혼자를 모두 포함하여 검증한 본 연구 가설1의

검증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 관계에서는 기혼여성

(β=-.657, p<0.001, 설명력 42.8%)은 미혼자를 포함한 총 대상(β=-.545,

p<0.001, 설명력 32.1%)과 기혼남성(β=-.582, p<0.001, 설명력 40.6%)에

비해 역할과부하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자와 미혼자를 모두 포함하여 검증한 본 연구 가설2의 역

할과부하와 일-가정 균형 만족 관계에서는 기혼여성(β=-.474, p<0.001,

설명력 43.4%)은 미혼자를 포함한 총 대상(β=-.567, p<0.001, 설명력

41.9%)과 기혼남성(β=-.577, p<0.001, 설명력 44.0%)에 비해 역할과부하

가 일-가정 균형 만족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기혼남성은 역할과부하가 일-가정 균형 만족에 미치는 부(-)

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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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가설 검증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표21>과 같다.

구분 가설 내용 결과

가설1 역할과부하는 직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역할과부하는 일-가정 균형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일-가정 균형의 만족도가 낮아지면 직무성과도 낮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4 일-가정 균형 만족은 역할과부하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5
경력지원분위기는 일-가정 균형 만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균형 만족과 직무성과 간 관계는
높은 수준의 경력지원분위기 인식 하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채택

가설6 경력지원분위기를 인식할수록 역할과부하가 일-가정 균형만족을 통해
직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감소될 것이다. 채택

<표21> 가설검증 결과 요약

변수
(직무성과)

1단계
(직무성과)

2단계
(일-가정 균형 만족)

3단계
(직무성과)

β t β t β t β t

연령 .275 1.430 .064 .414 .292 1.889 .091 .566

자녀수 -.070 -.502 -.112 -1.019 -.034 -.310 -.116 -1.040

학력 -.010 -.064 .086 .706 -.282 -2.318* .060 .464

근속연수 -.089 -.426 -.009 -.054 -.277 -1.686† -.035 -.203

근무시간 .040 .279 .163 1.437 -.101 -.898 .153 1.335

역할과부하 -.657 -5.717*** -.474 -4.149*** -.701 -5.233***

일-가정
균형 만족 -.093 -.653

R2/R2adj .055/-.038 .428/.360 .434/.366 .433/.352

F통계량 .591 6.246*** 6.399*** 5.353***

주1) N=57, †p<0.1, *p<0.05, **p<0.01, ***p<0.001(양측), Durbin-Watson: 2.119 VIF: 2 이하

주2) 1.연령: 20대(1), 30대(2), 40대(3), 50대 이상(4) 2.자녀수: 더미변수 있음(0), 없음(1), 3.학력:
고졸(1), 대졸(2), 대학원졸 이상(3), 4.근속연수: 1년 미만(1), 1～3년 미만(2), 3～5년 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5.근무시간: 주 40시간미만(1), 주 40～50시간
미만(2), 주 50시간 이상(3)

<표20> 기혼여성의 일-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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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와 시사점

역할과부하에 대한 기존연구는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신체적인 부정

적 영향들을 주로 다루었다(Perrewé et al., 2005; Yip et al., 2008;

Pearson, 2008; Aminah, 2010). 구성원의 행동과 태도 측면에서도 직무

만족, 직무몰입과 직무열의 저하와 이직의도 등의 부정적 영향관계를 주

로 규명하였고(Hang-Yue et al., 2005; Chen et al., 2011), 일-가정 이슈

에서는 일-가정 균형 만족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김현근 안성

익, 2016; 김현근 외, 2018).

이처럼 역할과부하 연구는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 영향관계를

다룬 연구는 다수이지만, 실제 업무성과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연구에서 부적 영향관계가 확인되었지만(Beehr

et al., 2000; Gahlan & Singh, 2014; Iroegbu, 2014), 몇몇 연구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는 않은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어(Singh, 1998; Veloutsou &

Panigyrakis, 2004; Jones et al., 2007) 추가적 규명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역할과부하가 조직유효성과 직결될 수 있는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 동시에 구성원 개인의 일-가정

균형 만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최근 구성원

의 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직장 일과 개인 삶의 조화로운 균형

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서로 관련성이 크지만 상충되는 관계

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조직관리 차원에서 의미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영향관계와 메커니즘을 매개효과와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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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역할과부하를 일-가정 균형 만족과

경력지원분위기 변수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모

형과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발된 측정 문항들

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로 실증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가정친화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내 11개 공공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348부를 회수하였고, 미완성 등의 불성실 답변을 제외하고

총308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SPSS Process(Release 2.16.3) 매크로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역할과부하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구성원이 적절한 대응수단이 제공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한 역할 요구를 받으면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상실로 업무성과가 저하되는 기존연구와 동일한 결과(Beehr et al., 2000;

Gahlan & Singh, 2014; Iroegbu, 2014)이다. 일부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의

부(-)적 영향관계를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구성원의 역할과부하는 업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조직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추가검증을 통해 기혼근로자의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의 역할과부하가 기혼남성이나 미혼자를 포함한

전체근로자에 비해 직무성과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조직에서는 직장에서의 직무요구가 높다고 하더라도

기혼여성이 이에 잘 적응하여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적인 조직

분위기 형성은 물론 상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력개발기회와 같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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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제공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역할과부하는 일-가정 균형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성원들이 직장에서 업무에 대한 높은 요

구와 책임들을 부여받는 상황에서 가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에 과부하를 심각하게 느끼게 되고, 이것은 일-가정 균형 만족감을

감소시킨다는 기존 연구결과(김현근 안성익, 2016; 김현근 외, 2018)와

일치한다. 따라서 구성원의 역할과부하는 직장과 가정 모두에 부정적 영

향을 주는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조직에서는 개인들의 조직 내 역할

이외에 가정 등 사적인 영역의 역할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조직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나가야 한다.

특히, 추가검증을 통해 기혼근로자의 역할과부하와 일-가정 균형 만족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혼남성의 역할과부하가 기혼여성이나 미혼자를

포함한 전체근로자에 비해 일-가정 균형 만족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직의 가정친화제도가 기혼 여성

직원들의 제도로만 비춰지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며 유용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역할과부하로 조직구성원의 일-가정 균형 만족감이 낮아지면

직무성과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구성원의 일-

가정 균형의 만족여부가 구성원의 역할 내 성과, 조직시민행동 등 개인

성과의 선행요인이라는 기존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라미진 외, 2019).

국내에서는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모성보호제도, 육아지원제도, 가정 친

화적 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으나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고 실제 실행정도

는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성상현 윤동열 김명희 김희경 민대숙 최

아란, 2014). 따라서 조직에서는 구성원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원제도

들을 도입하여야 하고, 제도 활용성을 높여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업

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의 부(-)적 관계에서 일-가정 균형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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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가정 균형 만족을 매개변수

로 추가 투입한 모형에서 독립변수인 역할과부하가 종속변수인 직무성과

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일-가정 균형 만족

은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역

할과부하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일-가정 균형 만족을 통해서도 직무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추가검증 결과 일-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효과는 기혼남성 근

로자에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혼여성에게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검증에 활용된 표본 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 결과로 실제 영향관

계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렇지만 기혼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효과 결과는 기혼남성 근로자는 역할과부하를

경험하더라도 조직의 가정친화제도들을 잘 이용하여 일-가정 균형의 만

족도가 향상되게 되면 직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 수준 완

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은 공공조직 내에서 기혼남성들이 육아

휴직이나, 탄력근무시간 등을 쓰는 것이 수용적인 분위기는 아니지만 개

인의 일-가정 균형은 조직 유효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리더들은 보

다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직구성원의 일-가정 균형 만족과 직무성과와의 관계에서

경력지원분위기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할과부하로 인해 자신의 일-가정 균형이 저해되어

불만족하게 되더라도 조직으로부터 호의적인 경력지원분위기를 인식하게

되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구성원이 경

력지원분위기를 높게 인식할수록 그 영향력은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

게 하였다. 따라서 역할과부하가 구성원의 업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경력에 미칠 부

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가정친화제도와 같은 일-가정 혜택의 이용을

꺼리지 않도록 지원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해야하며, 특히 실제 인사나



- 65 -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경력지원분위기 인식과 일-가정 균형 만족은 역

할과부하와 직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경력지원분위기

를 인식하게 되면 역할과부하가 일-가정 균형 만족을 통해 직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경쟁우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높은

직무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구성원들의 역할과부하를 완화

시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은 가정친화제도를 갖추고, 지원적

인 조직분위기를 통해 실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실무적인 시사점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역할과부하 선행연구에서 구성원의 직무

성과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Beehr et al, 2000;

Gahlan & Singh, 2014; Iroegbu, 2014), 일부 연구는 변수 간 영향관계의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Singh, 1998; Veloutsou & Panigyrakis,

2004; Jones et al, 2007), 본 연구에서 역할과부하와 직무성과 간 부(-)

의 영향관계가 확실히 확인되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

두 번째는 역할과부하 연구에서 일-가정 균형 만족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역할과부하 연구에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였

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활용된 일-가정 균형 만족 척

도는 매개효과 검증이 가능한 척도로 개발되었으나(Valcour, 2007), 척도

개발 이후 후속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일-가

정 연구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할과부하는 구성원은 물론 조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조직 유효성 측면에서 역할과부하를 완화시키

는 메커니즘으로 일-가정 균형을 제시하였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

것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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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먼저, 연구내용에 따라 가정 친화적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공

기업이나 준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연구대상으로 검증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조직규

모나 지원정책 등 경영여건들이 공공기관보다는 민간 기업이 더 열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과부하 조사대상으로 공공부분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다양한 조직의

근로자로 확대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연구 참여자의 42%가 미혼자로 결혼 상태를 통제변수로 처

리하여 분석하였지만 역할과부하나 일-가정 이슈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는 기혼자의 영향력이 미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기혼자만을 연구대상으로 살펴보는 것이 연구취지에 부합될 수

있으나 그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근

로자 자녀에 대해서도 통제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기는 하였지만, 단순

히 자녀수가 몇 명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관리가 필요한 18세 미

만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영향력이 역할과부하에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기혼자를 별도로 분리하여 추가검증을 실

시하였으나 전체 표본 308명중 기혼자는 179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

하고, 이중 남성은 122명, 여성은 57명으로 특히 여성은 표본 수가 지나

치게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 결과의

보완 정도로 해석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연구

설계부터 이런 사항들을 세심하게 계획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자기보고식 답변을 연구에 활용하여 동일방법 편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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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Harman(1967)의 단일요인 검증

결과 연구결과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결과 값이 확인되었으나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향후 연구에는 동료 평가나 객관적 계량성과 결과

등을 통해 응답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역할과부하 완화 요인으로는 다양한 변인이 있을 수 있음에

도 특정 변인으로만 조사하여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

에서는 조직이나 개인측면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매개나 조절변인

들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는 특정시점의 횡단연구로 다양한 환경적 변화와

여건들을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정

한 기간을 둔 종단연구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될 필요가 있

다. 이상의 한계점들이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

니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연구내용과 결과

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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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Role Overload on Job

Performance in a Public Institution

: Role of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and Career-Supportive Climate

Kim, Jeong-Hee

Abstract

In modern society, employees' job demands are intensifying due to

the endless global competition and the emergence of smart devices

connected to work. In addition,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working-income couples

have long broken the role boundaries at home. As a result, employees

are often faced with an overload of expected roles and responsibilities

at work and at hom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role overload on job

performance of organization members with the mediation effect of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supportive climate. Also, this study verified the moderated

mediation with the process and circumstances simultaneously

considered in which role overload is led to job performance. It aims

to figure out in what process role overload can have an effect on job

performance of organization members.

Total 308 out of 348 questionnaires answered by employees of 11

public organizations―in which work-family system are in operation―

in Korea are used in the analysis to validate research hypothesis and

unended questionnaires were eliminated. The results of valid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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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are as follow; first, role overload has negative effect on

employees' job performance. Second,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has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overload

and job performance. Third, career-supportive climate has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and job performance. Fourth,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has mediation effect, which is moderated by career-supportive

clim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overload and job

performance.

The study validated that employees' role overload is a factor

which has negative effect on job performance and it does by

decreasing their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However, it

was verified that if employees recognize the career-supportive climate

from the organization, negative effect which role overload has on job

performance through decreasing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is lessen.

This study tried to achieve theoretical expansion of role overload

by verifying its link to job performance which has not been widely

investigated in the field of role overload. It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by suggesting work-family balance as an alleviating

factor of role overload in the aspect of organization effectiveness.

Keywords: Role overload, Job performance,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Career-supportive climate,

moderated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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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지는 역할과부하와 일과 삶의 균형, 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작성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는 없

을 것이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각 질문들은 정답이 없

으며,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설문지 예제

   아래의 예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항예제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름은 덥다 ① ② ③ ④ ⑤

위의 문항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①에, 완전히 동의하면 ⑤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19년 8월

                   연구자 : 울산대학교 김 정 희  연구원

                               건국대학교 윤 동 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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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성과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부서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직원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부여된 업무를 완료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업무성과는 항상 상사의 기대에 부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 마감기한을 맞추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주 빨리 일해야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아주 강도 깊게 일해야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몇몇 일들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조직의 다른 부서들은 협업하기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강한 시간 압박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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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남직원들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좋게 생각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여직원들이 출산이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연장할 때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조직에서 일과 삶 균형 프로그램(예: 육아  
   휴직, 탄력근무제 등)을 이용하는 직원들은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에 비해 경력에 대한 관심  
   이 더 적은 것으로 비춰진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조직에서 가정과 관련된 이유로 승진이나   
   전보를 거부하는 것은 경력개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조직에서 탄력근무시간을 사용하는 직원들은  
   사용하지 않는 직원들에 비해 경력 발전 가능성이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일과 개인생활 간 시간 분배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과 개인생활 간 관심 분배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일과 개인생활 간 조화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직장과 개인생활의 요구에 균형을 유지하는  
   나의 능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일을 하면서 개인생활과 관련된 의무를 적절  
   히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98 -

Ⅴ. 다음 문항은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항 목 구    분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기혼

4. 자녀수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5. 학력 ① 고졸   ② 대졸   ③ 대학원졸 이상   

6. 근속연수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7. 근무시간 ① 주당 40시간미만   ② 주당 40~50시간미만   ③ 주당 50시간 이상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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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별 측정 설문항목(원문)

1. 역할과부하

문항
번호 설문내용 변수명

(출처)

1 I am pressured to work long hours.

Role overload
(Cousins et al.,

2004)

2 I have unachievable deadlines.

3 I have to work very fast.

4 I have to work very intensively.

5 I have to neglect some tasks because I have too much
to do.

6 Different groups at work demand things from me that
are hard to combine.

7 I am unable to take sufficient breaks.

8 I have unrealistic time pressures.

2. 직무성과

문항
번호 설문내용 변수명

(출처)

1
This person makes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overall performance of our work unit.

Job performance
(Farh & Cheng, 1997)

2 This person is one of the best employees in our work
unit.

3 This person always completes job assignments on time.

4 This person’s work performance always meets the
expectations of the super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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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가정 균형 만족

문항
번호 설문내용 변수명

(출처)

1 the way you divide your time between work and
personal or family life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Valcour, 2007)

2 the way you divide your attention between work and
home

3 how well your work life and your personal or family
life fit together

4
your ability to balance the needs of your job with
those of your personal or family life

5
the opportunity you have to perform your job well and
yet be able to perform home-related duties adequately

4. 경력지원분위기

문항
번호 설문내용 변수명

(출처)

1
Many employees are resentful when men in this
organization take extended leaves to care for newborn
or adopted children. (R)

Career-supportive
climate

(Thompson et al.,
1999)

2
Many employees are resentful when women in this
organization take extended leaves to care for newborn
or adopted children. (R)

3

In this organization employees who participate in
available work–family programs(e.g., job sharing,
part-time work) are viewed as less serious
about their careers than those who do not participate in
these programs. (R)

4
To turn down a promotion or transfer for
family-related reasons will seriously hurt one’s career
progress in this organization. (R)

5
In this organization employees who use flextime are
less likely to advance their careers than those who do
not use flextim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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