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7 

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5, No. 4, 2013. 11, pp. 317-340

사회복지기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 

 송 유 미+
21)

( 구사이버 학교)

  이 선 자++
22)

(한국복지사이버 학교)

이 제 상

(경북 학교)

[요 약]

본 논문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사회복지기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과, 양자 간에 일-가정 갈등이 가진 매개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기관의 바람직한 가

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가정 갈등을 매개로 직무열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가정 갈등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직무열의 간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일-가정 갈등을 경감시키고 직무열의

를 향상시키는 좋은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기관의 가족 친화적 조

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중시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내 모

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탄력근무제와 직무표준화, 성과관리제 그리고 인사시스템 등을 갖추어져야 한

다고 제언했다.

주제어: 사회복지기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 일과 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일-가정 갈

등, 직무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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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맞벌이가족의 확  등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이 부분 복지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시 적 과제가 

되고 있다(홍승아 외, 2008). 이에 정부는 남녀의 노동참여와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일과 가정 양립의 필

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인 서비스의 제공과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직종이므로 여성 종사자

의 수가 남성 종사자의 수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다. 2011년 말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총 종사자 109만 9,876명 가운데 여성이 77.8%(85만 5,579명)을 차지하고 있다(고용노동

통계, 2013). 2013년 9월말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회복지사는 총62만 9,254명으로, 여성

이 전체 73.7%(46만 3,769명)로 압도적으로 많고(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a), 사회복지 관련직에 종

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총4만 8,700여명으로 그 중 여성비율이 70.8%에 달한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b).

하지만 사회복지기관의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들은 일과 돌봄 노동을 해야 하는 이중 부담 때문에 

일과 가정 양립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만혼 내지는 출산 연기 등을 선택하고 결국 이직이나 퇴직

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김태홍․고은아, 2001). 이로 말미암아,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단절, 새

로운 사회복지사에 한 적응 등 또 다른 여러 감정적 수고로움을 경험해야한다. 그래서 사회복지기

관에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욱 절실하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기관의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장보석, 2008; 송유미, 2012). 

기혼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은 직장에서의 직무 요구와 가정에서의 역할 요구사이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만약 조직 내에 이중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형성된다면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켜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기혼 여성 근로자의 만족감을 높여 

직무열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강정희(2009)에 따르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기혼 여

성 종사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따른 갈등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나아가 

직무열의를 높이며, 직무열의는 조직 구성원의 성격과 사회적 관계에 향을 미친다. 장보석(2008)에 

따르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조직의 성과에 향을 미치며, 이는 서비스의 이용자 복지와도 직결

되고 있다. 이요행 외(2005)에 따르면 일-가정 갈등이 조직몰입, 직장생활만족, 이직의도, 가정생활만

족에 미치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의 향을 매개변수로 작용하 다. 이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종사자에게 직장과 가정의 역할 요구를 지원함으로써 직무열의를 높여줄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일-가정 갈등 감소에 직접 향을 끼쳐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가

정 갈등 감소는 종사자의 직무열의를 높여 업무의 성과를 높인다. 이 때문에 일-가정 갈등이 가족 친

화적인 조직문화와 직무열의와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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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복지기관이 가족 친화적으로 운 되어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

재하고, 서비스 상자에 한 서비스 향상에만 초점을 두고 전문가의 소진 해소나 이직률 감소, 사회

복지기관 홍보 및 이미지 개선 등의 측면을 간과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직문화를 도입하는 분위기

가 형성되지 못한 실정이며(임인숙, 2003; 이준우, 2008),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의 효과에 한 확신 

또한 부족하다(정기선․장은미, 2005). 그러므로 가족을 고려한 조직문화가 사회복지기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일과 가정의 역할 요구를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일-가정 갈

등은 기혼여성의 직무열의를 증가시키는가는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사회복지기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직무열의에 미치

는 향과, 양자 간에 일-가정 갈등이 가진 매개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기관의 바람

직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사회복지기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역에서 어느 한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상 적으

로 다른 역할에 소홀하게 되므로, 역할 간 갈등을 해소하고 두 역 사이에 균형있는 삶을 누릴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조직문화라고 볼 수 있다(김미숙, 2012; Frone et al., 1992).

‘가족친화제도'는 이러한 일과 가정의 갈등을 해소하고 두 역 사이에서 균형있는 삶을 누릴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족 친화적 정책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정책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김미숙, 2012).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가족친화제도

가 탄력적 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부

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근로자 지원제도(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등을 갖

추고 있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이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OECD

는 기업에서의 가족친화제도 개념을 “가족의 자원과 아동발달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의 일․가족생활의 조화를 촉진하고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일과 양육에 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양성평등의 고용기회를 촉진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OECD, 2002).

그러나 실제로 많은 조직에서 그 정책이나 방침의 사용여부는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러있다. 그래

서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근로자의 가정생활에 가치를 두는 조직 분위

기, 직장상사 및 동료의 지원 등의 비공식적인 지원이 부각되고 있다(김미숙, 2012; Allen et al., 

2000). 가족 친화적 제도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의 이용 가능성 자

체만으로는 일과 가정의 갈등을 감소시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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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화적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직장상사나 동료가 일과 가정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근로자들

을 얼마나 잘 지원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Allen et al., 2000). 상사 또는 동료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직원들은 가족 친화적인 프로그램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것을 단념하게 된다

(Kofodimos, 1995). 그러므로 실제 가족 친화적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어떤 불이익도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김미숙, 2012).

조직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직무의 효과성 및 생산성이 향상되기를 기 하기 때문에 근로자

들의 조직행동에 높은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동기부여 및 직업환경 개선은 인력관리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박기동․박주승, 2006; 강정희,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 과

도한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에 직장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기혼여성은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

지 못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직무열의에 부정적 향을 미친다(김현욱․유태용, 2009).

한편, 사회복지분야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여러 법령에 의해 규정된 다

양한 사회복지시설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

지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관 등을 포함해 정의한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삶의 행복을 지원하

기 위해, 자신의 다양한 가치, 지식, 기술을 가지고(장보석, 2008)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사회복지사는 타 분야보다 수용적이고 관용적이고 이해심이 많고 정서적으로 따뜻한 직무태도

가 요구되는(장보석, 2008) 감정노동 종사자라는 특성이 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클

라이언트가 원하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조직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으며, 고객과의 면 접촉 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의 조직문

화는 사회복지사에게 매우 중요한 환경이 된다. 특히, 사회복지기관은 감정노동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여성은 가정과 일을 양립해야 하는 이중 역할을 요구받기 때문에 그들

에게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 김 옥 외(2007)는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이 

문제해결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Thompson 외(1999)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종사자의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한 가치를 공유하는 믿음이며, 더 나아가 이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전체적인 방식이

라고 정의했다. 여기에 근무시간에 한 기 , 복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에 한 우려, 조

직의 관리적 지원 등을 하위변수로 구성하 다(강정희, 2009; Thompson et al., 1999).

첫째, ‘근무시간에 한 기 요구'는 조직이 조직원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기를 기 하는지를 나

타내는 것이다. 근무시간 길이로 조직원의 공헌과 헌신을 판별하는 조직문화는 종사자로 하여금 가정 

일로 인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을 꺼리도록 만들며 이는 일-가정 갈등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요행 외, 2005; 장보석, 2008; Parasuraman et al., 1996; Frone et al., 1997).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종사자의 경우는 직장에 투여하는 정도와 비슷한 크기의 시간 및 에너지

의 투자가 필요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 ‘공정성’ 즉, 복지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에 한 우려는 근로자가 육아와 가사에 들



사회복지기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에 한 연구  321

이는 시간이나 사내 복지프로그램 사용이 자신의 경력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 정도

를 나타낸다. Finkel 외(1994)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77%가 육아휴직의 사용이 자신의 경력에 타격

을 입힐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이 외 연구에서도 종사자들이 경력에 미칠 부정적인 결과를 염려하여 

복지프로그램 이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요행 외, 2005; 장보석, 2008; Perlow, 1995).

셋째, ‘상사 및 동료 지원’은 종사자가 맡은 가정 역할에 해 조직 차원에서 지원하는 분위기를 의

미하며, 일과 가정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조직분위기에서 종사자는 일-가정 갈등을 덜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as and Ganster, 1995).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경우 조직문화로 인한 일-가정 갈등이 직무에 

한 열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조직문화의 가족친화성이 매우 중요한 과

제라 하겠다.

2) 사회복지기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일-가정 갈등과 직무열의

일-가정 갈등은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역할들의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갈등이다. 일반적으로 기

혼 여성종사자의 경우 일에서의 직무요구와 가정에서의 역할요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다

(강정희, 2009; Greenhaus and Beutell, 1985). 이는 직무열의에 부정적 향을 미치며(강정희, 2009),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김태홍․고인아, 2001) 등 경력단절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김지경, 

2002; 박주희, 2005).

직무열의는 ‘업무에 한 긍정적이고 활력적이며 헌신하고 몰두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의되고, 하위

변수로 열정(vigor), 헌신(dedication), 몰두(absorption)로 구성된다(Schaufeli et al., 2002). 직무열의

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를 통해 활력을 느끼고,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며, 업무를 

하는 동안 몰두하고 업무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김현욱․유태용, 2009).

그러나 양적 업무과다, 근무시간의 경직성 등 사회복지기관의 조직환경은 사회복지사들의 심리적 

긴장이나 불안 등을 야기하여(김현욱․유태용, 2009) 일-가정 갈등문제를 안고 있는 기혼 여성 사회

복지사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업무에 한 열정, 헌신 그리고 몰두를 기 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 직무가 감정노동의 특성에 따라 일-가정 갈등이 클라이언트와의 관

계에서 감정 부조화를 유발시키고, 클라이언트에게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감정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가정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개인적으로 필요하

지만, 사회복지기관의 조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Greenhaus와 Beutell(1985)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갈등의 근원을 시간, 긴장, 행동의 세 측면에

서 관찰하 다. 직장과 가정 역 사이의 역할들이 서로 향을 미치지만 한편으로는 규범과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물리적 시간갈등, 심리적 긴장갈등, 기 역할에 따른 행동갈

등으로 나누었다(강정희, 2009; 김현욱․유태용, 2009).

첫째, 시간에 근거한 갈등(time-based conflict)은 한정된 자원인 시간을 어느 한 역할에 쏟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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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다른 역할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때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한정된 

자원이므로 개인에게 여러 역의 역할이 요구될 경우, 한 역의 역할에 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동시

에 다른 역의 역할에 동일하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직장에서의 시간 갈등은 근로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초과 근무의 빈도, 교  근무의 비규칙성 등에 따라 경험하게 되며 근로시간이 융통성 있게 

조절되지 않을 때 시간에 근거한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휴먼서비스 조직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 접촉하는 시간과 행정업무

의 과다 등으로 갈등이 크며 이는 소진(이은희․김경호, 2008)에 강력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근무 시간에 근거한 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긴장에 근거한 갈등(strain-based conflict)은 한 역할을 수행할 때 생기는 긴장으로 인해 다

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겪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긴장은 긴박감, 분노, 피로, 

우울, 냉담, 민감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직장에서의 피로로 인해 가정에서는 가족과의 접촉을 피하

게 하고, 경직된 일의 시간과 지나친 출장, 초과 근무는 긴장갈등과 시간갈등을 동시에 일으킨다. 시

간갈등과 긴장갈등은 개념적으로는 다르지만 직장 역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된 근원을 내포하고 있다

고 할 수 있겠다(김현욱․유태용, 2009).

셋째, 행동에 근거한 갈등(behavior-based conflict)은 한 역할에서의 특별한 행동이 다른 역할에서 

원하는 행동으로 즉시 이행되지 못할 때 발생되는 갈등이다(김현욱․유태용, 2009). 기혼 여성 사회복

지사의 경우 직장에서 요구하는 전형적인 행동 유형은 이성적이며 객관적이고, 위계질서에 능동적으

로 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이 엄마로서, 배우자로서 기 하는 행동 유형은 정서적이

고 주관적이며, 위계질서와 관계없이 따뜻하며 양육적이기를 바랄 것이다. 기 하는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이 기 에 부합되는 행동을 할 수 없을 때, 행동에 근거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기관 기혼여성의 일-가정 갈등은 양립 과정에서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이 요구

될 때, 중압감에서 발생하며 그 근원은 시간, 긴장, 행동에 근거하여 발생되는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

3)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직무열의 간 일-가정 갈등의 매개효과

이요행 외(2005)는 일-가정 갈등이 조직몰입, 직장생활만족, 이직의도,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의 향을 매개하 다고 했다. 이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종사자에게 직장과 가정

의 역할 요구를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키며, 직무열의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을 시사한다. 

일-가정 갈등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중 상반된 결과도 있다. 강정희(2009: 83-84)는 조직문화의 

가족친화성은 직무열의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 으나 그 과정에서 일-가정 갈등의 매개효과는 미

미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로써 직무열의에 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의 향은 일-가정 갈등

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각되었다. 일-가정 갈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에 해서는 조사 상자들의 일-가정 갈등이 크게 높지 않았다고 설명하 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관은 보수,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2012년 사회복

지사의 58.4%가 이직을 경험했고, 종사자들의 41.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연구결과(한국사회복



사회복지기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에 한 연구  323

지사협회, 2013b)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업무갈등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

에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성된다면, 종사자들은 조직에 보답하려는 심리적 기제에 의한 내적 

동기의 자극으로 직무열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강정희, 2009).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의 가족 친

화적인 조직문화와 직무열의와의 관계에서 일-가정 갈등은 매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에 한 폭넓은 검토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기관의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가 기혼 여성종사자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향과, 양자간에 일-가정 갈등이 가진 매개효과를 파

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직무열의

열정

헌신

몰두

  일-가정갈등

긴장갈등시간갈등 행동갈등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근로시
간

공정성

상사 및 
동료지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는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유의표집방식에 따른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먼저 구, 경북, 

경남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 40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 

기관에 종사하는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진행하 다. 기혼 여성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으

로 하여 실제로 일-가정 갈등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는 연령으로 규정하 고, 여성 종사자 중 본 설

문에 응답하겠다고 동의한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 방법은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는 면

접조사와 우편조사방법을 병행하 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400부 고 이 중 회수되어진 설문지는 370부로써 92.5%의 회수율을 보 다. 

그 중에서 응답을 다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3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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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는 337부이다.

3) 조사도구

본 연구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향과, 일-가정 갈

등이 양자 간에 가진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다. 설문지의 내용은 가

족 친화적 조직문화, 일-가정 갈등, 직무열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조사에 

앞서 조사도구의 안정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기혼여성을 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거

쳐 조사도구를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 다.

(1)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근로시간 기 요구', ‘공정성', ‘상사 및 동료의 지원'으로 구성한 

Thompson 외(강정희, 2009 재인용: 16)의 Work-Family Culture 문항을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근로시간 기 요구’는 근무시간 이외에 일하는 것을 조직에 한 충성도, 또는 일을 열심히 하는 

정도로 간주하는가를 질문하 다. ‘공정성’은 가족 친화적 제도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승진이나 

경력관리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가를 물었다. ‘상사 및 동료 지원’은 개인적인 가정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의 상사,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질문하 다. 근로시간 기 요구와 공정성은 역

문항이다. 평가는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 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 체로 그렇지 않다'에 2

점, ‘보통이다'에 3점, ‘ 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

문화가 가족 친화적임을 나타낸다. Cronbach's alpha 값은 .79이며, 하위변수인 ‘근로시간 기 요구, 

‘공정성', ‘상사 및 동료의 지원' 각각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74, .79,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일-가정 갈등

일-가정 갈등은 Greenhaus와 Beutell(1985)이 분류한 시간에 근거한 갈등, 긴장에 근거한 갈등, 행

동에 근거한 갈등을 이론적 근거로 Calson 외(2000)와 강정희(2009)가 개발한 것을 사회복지기관 사

회복지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평가는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 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에 1점, ‘ 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 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채점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Cronbach's alpha 값은 .78이며, 

하위변수인 ‘시간에 근거한 갈등', ‘긴장에 근거한 갈등', ‘행동에 근거한 갈등' 각각의 Cronbach's 

alpha 값은 .74, .75, .82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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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열의

직무열의 척도는 Schaufeli 외(2002)가 개발한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UWES)을 강정

희(2009)가 인용한 것을, 다시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열정, 헌신, 

몰두 등 3개의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열정은 에너지와 관련된 문항으로, 헌신은 직무에서 느끼는 

의미와 가치를 묻는 문항으로, 몰두는 직무에 몰입된 상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평가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 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 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 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채점하 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Cronbach's alpha 값은 .73이며, 하위변수인 열정, 헌신, 몰두 각각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76, .73,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Ver.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분석을 위한 전제

조건과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요인별 문항 간 내적 일관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 다.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 상자와 주요변수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

여 SPSS Ver 18.0을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 다.

다음으로 가족 친화적 분위기가 일-가정 갈등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에 앞서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인 간 정규분포성을 확인하

기 위해 왜도와 첨도 값을 분석하 다.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 확인을 위해 분산확 지수(VIF) 

값을 활용하고 최 우도법을 적용하여 분석하 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 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 그리고 절 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를 이용하 다. 이러한 

지수들을 사용한 이유는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는 모형의 

설명력뿐만 아니라 간명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우정원․홍혜 , 2011). TLI와 CFI는 

0.9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되고, RMSEA의 경우 RMSEA<.05 이면 좋은 적합

도, RMSEA<.08 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10 이면 보통의 적합도, RMSEA>.10 이면 나쁜 적합

도를 나타낸다(우정원․홍혜 , 2011). 동일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

해하여 추정치를 확인하 고 경로별 효과분해 분석은 연구자가 직접 계산하여 확인하 다. 

이 연구에서는 매개모형에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동시에 

실시하 다. Sobel(1982)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Sobel's 

Z-Score를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을 제시하 다(맹두열, 2011에서 재인용: 67). 매개효과계수는 점 추

정을 통해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한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간추정에 근거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맹두열, 2011: 67). 이러한 효과 검증방법을 제시한 것이 Sobel test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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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은 다음과 같다.

Sobel 검증은 Z검증 통계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Z값이 임계치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단위: 명(%), (n=337)

변  수 빈도(백분율)

연령

20대 42(12.5)
30대 159(47.2)
40대 83(24.6)

50대 이상 60대 이하 53(15.7)

학력
대학졸업 276(81.8)
대학원졸업 61(18.2)

근무기간

5년 이하 43(12.7)
6-10년 147(43.6)
11-15년 86(25.6)
16년 이상 61(18.1)

직급 

사회복지사 190(56.4)
대리급 53(15.7)
과장급 43(12.8)

부장급 이상 51(15.1)

본 연구의 조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최종 분석 상은 337명이며, 연령은 30 가 

159명(47.2%)으로 가장 많고, 40 가 83명(24.6%), 50  이상 60  이하가 53명(15.7%), 20 가 42명

(12.5%)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학졸업이 276명(81.8%)으로 가장 많고, 학원 졸업이 61명(18.2%)

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6-10년이 147명(43.6%), 11-15년이 86명(25.6%), 16년 이상이 61명

(18.1%), 5년 이하가 43명(12.7%)이었다. 직급은 사회복지사가 190명(56.4%)이고, 리급은 53명

(15.7%), 과장급이 42명(12.8%), 그 이상이 51명(15.1%)으로 나타났고 일반사회복지사에서 중간관리

층까지 분포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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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의 특성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는 가족 친화적 문화, 일-가정 갈등, 직무열의이며, 이들 변수에 한 

응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개  념 평  균 표준편차

가족 친화적 
문화

근로시간 기대요구* 1.97 0.66

공정성* 1.89 0.70

상사 및 동료지원 3.84 1.25

일-가정 갈등

시간갈등 4.21 1.89

긴장갈등 3.97 1.22

행동갈등 4.04 1.38

직무열의

열정 3.98 1.33

헌신 4.11 1.50

몰두 3.21 1.24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역문항처리

조사 상자가 응답한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 친화적 문화의 경우 근로시간 기 요구와 

공정성의 점수는 각각 1.97, 1.89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친화적 문화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그 조직

이 가족 친화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근로시간 기 요구와 공정성을 역문항 처리하여 환산

한 평균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은 근로시간 이외의 업무에 해서 매우 당

연하게 인식한다거나 조직에 한 충성도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사회복지기관

에서 조직 내 가족 친화적 제도를 활용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한 경우 승진 등에 불이익을 당

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높게 응답하 다. 그러나 상사 및 동료 지원은 조직 내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조직원이 가족 친화적 문화를 통한 지지를 인식하는데 유용하게 기여

할 요인으로 파악된다.

일-가정 갈등은 시간갈등, 긴장갈등, 행동갈등의 평균점수가 각각 4.21, 3.97, 4.04로 나타났다. 이 가

운데 사회복지기관 내 기혼여성이 가장 갈등을 느끼는 부분은 시간 갈등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근

로시간 기 요구와 상반되는 요인으로써 근로시간 기 요구가 높은 조직일수록 가정에서 활용해야 하

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시간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의 긴장갈등, 행동갈등도 중간

값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일-가정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열의는 열정, 헌신, 몰두이며 이것의 평균값은 각각 3.98, 4.11, 3.21이다. 모두 중간값 이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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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고 있어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열의는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에 열정과 헌신이 매

우 높게 나타났으나 몰두는 다른 요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몰두 요인은 열정과 헌신에 비해 매우 

심리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실제적 행동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열정을 가지고 있으나 몰두하기 어

려울 수 있고,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몰두가 힘들 수 있다. 여성들의 경

우 일-가정 양립을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몰두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2) 주요 변수의 자료특성

각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첨도와 왜도를 살펴보았으며, 이 때 모든 변

인은 Curran 외(1996)가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왜도<2, 첨도<7)을 충족하고 있었다. 모든 변수에서 

왜도의 절 값이 3 미만이고 첨도의 절 값이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을 크

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3>  주요 변수의 왜도  첨도

F F1 F2 F3 C C1 C2 C3 W W1 W2 W3

왜도 .06 .08 .07 .09 .11 .10 .09 .28 .96 .45 .37 .21

첨도 -.40 -.34 -.21 -.39 1.08 -.51 2.01 .68 .04 .35 .43 .75

*주: F=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F1=근로시간 기 요구, F2=공정성, F3=상사 및 동료지원
C=직장-가정 갈등, C1=시간갈등, C2=긴장갈등, C3=행동갈등
W=직무열의, W1=열정, W2=헌신, W3=몰두

(3)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가족 친화적 문화와 일-가정 갈등, 직무열의 간의 잠재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잠재변수간의 상 계

가족 친화적 문화 일-가정 갈등 직무열의

가족 친화적 문화 -

일-가정 갈등 -.39** -

직무열의 .44** -.24** -

*p<.05, **p<.01, ***p<.001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과의 관계가 유의미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며(r=-.39, 

**p<.01),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직무열의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r=.44, **p<.01). 일-가정 갈등과 직무열의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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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4, **p<.01). 

3) 측정모형 분석

이 연구의 측정모형인 가족 친화적 문화, 일-가정 갈등, 조직열의의 측정변인간의 관계구조가 경험

적 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측정모형 분석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가족 친화적 문화 → 근로시간 기대요구 1.000 .791
가족 친화적 문화 → 공정성 .605 .687 .095 6.391 .000
가족 친화적 문화 → 상사 및 동료지원 .526 .762 .104 5.033 .000
일-가정 갈등 → 시간갈등 1.000 .779
일-가정 갈등 → 긴장갈등 .724 .631 .055 13.084 .000
일-가정 갈등 → 행동갈등 .569 .656 .081 7.045 .000
직무열의 → 열정 1.000 .748
직무열의 → 헌신 .547 .722 .080 6.806 .000
직무열의 → 몰두 1.284 .779 .721 8.182 .000

*p<.05, **p<.01, ***p<.001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도 .001 수준에서 TLI=.923, CFI=.941, RMSEA=.074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각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추정치가 1을 넘는 요인적재량이 없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모형의 측정변인은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 다.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의 하위요인은 근로

시간 기 요구, 공정성, 상사 및 동료 지원으로, 일-가정 갈등은 시간갈등, 긴장갈등, 행동갈등으로 구

성하 다. 직무열의는 열정, 헌신, 몰두로 분석되었다.

4) 구조모형 분석

(1) 구조모형 분석

연구모형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향과 

일-가정 갈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향, 그리고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향에 

한 모든 경로를 고려하 다.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

며 연구모형을 그 로 최종모형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최종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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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같다. 

<표 6>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지수가 기준에 부합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론적인 근거에 의한 가설적인 경로 설정이 적합함을 의미한다. 

먼저 표본이 아닌 모집단에서 모델을 추정하는 경우 기 되는 적합도인 RMSEA의 90% 신뢰구간 

추정치가 .05~.08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고 TLI가 .924, CFI가 .943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를 수

용하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모형의 합도 지수

모델 χ2 df p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모형 166.1 22 .000 .943 .924 .073

최종모형으로 선택된 모형의 모수 추정치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의 모형을 분석한 결

과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일-가정 갈등에 부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77), 일-가정 갈등

은 직무열의에는 부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그리고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직무열

의에는 정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조직문화의 가족친화성이 높아지면 일-가정 갈등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일-가정 갈등이 낮아지면 직무열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직무열의 간의 관계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높아질수록 직무열의도 높

아지는 관계임을 검증하 다.

*제시된 모수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2>  최종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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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분해 분석

구조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되었고 경로별 계수를 모두 확인하 기 때문에 주요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효과분해 분석을 실시하 다. 효과분해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가족 친화적 문화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6이며, 일-가정 갈등을 매개로 한 총효과는 

-.55로 나타나 가족 친화적 문화가 직무열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일-가정 갈등이 부

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효과분해 분석결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족 친화적 문화 → 일-가정 갈등 -.77 -.77 -

가족 친화적 문화 → 직무열의 -.55 .56 -1.11

일-가정 갈등 → 직무열의 -.34 -.34 -

(3) 매개효과 분석

다음으로 일-가정 갈등이 가족 친화적 문화와 직무열의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가족 친화

적 문화, 일-가정 갈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주효과를 분석하고, 가족 친화적 문화와 직무열의 간 일-

가정 갈등의 매개효과를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 다.

가족 친화적 

문화

일-가정 갈등

직무열의

1.24(.61)***

-2.38(-.50)***

<그림 3>  주효과 모형

먼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직장-가정 갈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주효과는 <그림 3>과 같다. 주효

과 모형의 적합도는 CFI=.902, TLI=.921, RMSEA=.071로 나타나 적합하 다. 또한 각 요인간의 직

접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미함(p<.001)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정적 향을 

미치고(.61), 일-가정 갈등은 직무열의에 부적 향(-.5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직무열의 간 일-가정 갈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면 <그림 4>와 

같다. 이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FI=.940, TLI=.926, RMSEA=.067로 모형이 적합하게 나

타났다. 이때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일-가정 갈등, 직무열의 간의 경로가 유의미함(p<.001)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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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화적 

문화 직무열의

일-가정 

갈등
-1.86(-.79)*** -2.80(-.38)***

1.20(.52)***

<그림 4>  매개효과 모형

<그림 3>과 <그림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향을 미

치고 일-가정 갈등요인은 직무열의에 하여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가정 갈

등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직무열의 간에 매개하여 부정적 향을 더 가중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주효과 1.24가 일-가정 갈등을 매개로한 모형에서는 

1.20으로 감소된 것을 볼 때 일-가정 갈등이 부분 매개(partial mediation)로서 직무열의를 낮출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 결과 Z값이 3.39로 나타나 임계치가 1.96보다 크

므로 매개변인의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문화의 가족친화성이 낮으면 사회복지기관 

내 기혼 여성종사자들은 시간갈등, 긴장갈등, 행동갈등 등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직무에 한 열정, 헌실, 몰두를 방해받게 된다. 즉,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직무열의 간의 일-

가정 갈등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직장 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더 향상시키고 일-가정 갈등의 향력을 줄인다면,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열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에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일-가정 갈등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직무열의에는 유의미하게 긍정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일-가

정 갈등을 매개로 하여 직무열의에 간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의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일-가정 갈등을 경감시키

고 직무열의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복지기관이 가족 친화적으로 조직문

화를 형성할 때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들은 조직에 보답하려는 심리적 기제에 의한 내적 동기의 자극

으로 직무열의를 향상시킨다는 이요행 외(2005)와 강정희(2009)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장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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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숙(2003)은 상사의 지원을 강조하면서 직장 여성들의 과다 업무에 해 상사가 가족에 한 지원

을 많이 해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고 하 다.

본 연구 상자들 부분이 30-40 (71.7%)임을 감안할 때 그들은 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가사노동을 책임져야 하는(송유미, 2012) 연령이기 때문에, 가족 친화적 조

직문화는 그들의 직무열의를 높여 줄 것이고 그 결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본 연구 상자들의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의 평균은 동일한 척도를 활용하여 타 전문직 여성 

종사자를 조사한 연구(강정희, 2009; 김현욱․유태용, 2009)와 비교해 볼 때, 근로시간 기 효과, 상사 

및 동료지원은 유사한 평균값을 보 다. 그러나 공정성 부분은 타 전문직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

(이선희 외, 2008; 강정희, 2009) 사회복지기관 내 가족친화적 문화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조직 관리

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일-가정 갈등은 시간갈등, 긴장갈등, 행동갈등 모두 타 전문직에 비

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이선희 외, 2008; 강정희, 2009) 사회복지기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경우 

일과 가정간의 갈등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간갈등은 타 전문직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무열의의 경우 열정과 헌신은 타 전문직에 비해(정혜연, 2008: 강정희, 

2009) 유사한 평균값을 보 으나, 몰두는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기관 기혼 여성 사회복지

사는 조직 내 직무에 몰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 중에는 업무량이 과도하고 경쟁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아, 휴일이나 공휴일

에 출근하거나 퇴근해서 가족관계보다 일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쏟는(김왕배, 2007; 한 근, 2012) 

등 근무시간 이외에 일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는 승진, 경력관리를 위해 가족 친화적 제도나 프

로그램 이용을 꺼리거나 심지어는 출산휴가를 앞두고 이후 낙오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

한 불안감은 휴식보다는 일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조직문화는 기혼여성이 일-가정을 양립하는데 장

애요인이 된다.

사회복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기혼여성이 어머니나 아내, 며느리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해 

느끼는 갈등은 여러 가지 문제로 파급될 수 있다. 일을 원함에도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돌보기 어려

운 조직 환경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직장과의 결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 분

야에서 볼 때 훈련된 종사자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욱이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가의 경륜과 

임상적 경험에 기초한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인간서비스 역이기 때문에 인력관리는 매우 중요

하다(장보석, 2008). 저출산의 원인을 일-가정 양립 곤란으로 꼽고 있는 김승권(2005), 이삼식 외

(2007), 송유미(2012) 등의 주장에 따라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현재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의 근본적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직무열의 간의 일-가정 갈등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기혼여성의 일-가정 갈등은 시간에 의한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선희 외(2008)의 연

구에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구성원에게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키고 조직몰입을 향상시키며 이직

의도를 낮추지만, 일-가정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양이 매우 미미하 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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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적으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의 향력을 강조하 다. 그러나 이요행 외(2005)의 연구에서는 맞

벌이 여성의 일-가정 갈등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직장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완전 매

개한다고 하 다. 일-가정 갈등의 감소 없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만으로는 직장만족의 증가와 이직

의도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일-가정 갈등의 감소를 강조하 다. 반면에 강정희(2009)는 직무열

의에 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지각의 향에 있어 일-가정 갈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는 주장이 기각되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강정희(2009)는 일반 근로자들을 상으로 했

기 때문에, 일-가정 갈등이 비교적 높지 않은 결과가 도출됐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 부분은 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일에 해 생각하거나 타 직종 종사자들보

다 근무시간이 더 길어 한정된 자원인 시간을 어느 한 역할에 쏟음으로써 다른 역할에 참여한다는 것

은 역할과다로 이어지고, 결국 일-가정 갈등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이은희, 2000; 송유

미, 2005; Frone et al., 1992). 강정희(2009)는 기혼근로자의 일-가정 갈등 가운데 시간에 의한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나,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탄력적 근무제도의 필요성

을 강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출산․양육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방안이며 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첩경이다(김 옥 외, 2007). 특히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타직종 종

사자들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임을 고려할 때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무엇보다 시급히 조성해야할 조

직환경이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에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직무열의에 직접적 향을 그리고 일-가정갈등을 통해 

매개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사회복지 현장의 시급한 당면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Thompson 외(1999)의 정의에 따라, 종사자의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믿음이

며, 나아가 이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하위변수인 근무시간에 한 기 , 공정성, 

상사․동료의 지원도 그 가치를 공유하는 믿음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족친화제도인 탄력적 근무제, 근로자 지원제도,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은 해당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되는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

다. 그래서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와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 사이에 불협화음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들 간에 근무시간과 직무의 유기적 상관성에 따라 근무시간에 한 기 를 갖게 하고, 

비이용 근로자의 정당한 성과가 폄하되거나 이용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할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면 동료들 간 반목과 질시 그리고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분위기를 망치고 조

직의 성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족 친화제도의 시행이 오히려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형

성을 방해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그래서 가족 친화적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과 가정의 조화를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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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란 가치를 공

유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내 모든 근로자에게 통용되는 보편적인 탄력근무제와 직무표준화, 성과관리

제 그리고 인사승진제도 등에 이르는 수준까지 공유될 필요가 있다. 특정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첫째, 사회복지기관에 적합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면, 근무시간에 한 기 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 탄력근무제는 개인뿐 만아니라 기관 내에 시간과 직무의 유기성을 고려한 제도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사회복지관이라면, 업무협력과 소통을 위해 오전 10

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집중 근무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정하도록 하

는 것이다. 동시에 직무와 성과관리에 한 지침도 마련되어야한다.

둘째, 가족 친화적인 근무시간제, 직무 분장, 성과관리제가 마련된 상황에서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반 로 이용하지 않았지만 동료를 지원한 근로자에게 이익을 주는 인

사승진제도를 마련해야한다. 그렇다면 가족친화적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와 이용치 않는 근로자간 반

목과 질시를 해소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직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가족 친화적 제도가 마련된다면, 서로의 삶의 질과 직무성

과를 높이기 위해 동료들은 협력을, 상사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다른 조직보다 더 빨리 가족 친화적 제도가 구체

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사회복지기관의 당면과제이지만, ‘문화’라는 특수성

으로 인해 단기간에, 특정 기관의 주도나 특정 제도의 시행만으로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형성하

는데 한계가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나 일-가정 양립 등은 새로운 시 의 산물이다. 남

편은 가계수입을 유지하고, 아내는 가사육아에 전념한다는 전통적 역할 합의가 무너졌다. 그 신 남

편이나 아내 모두 경제적 역할과 가사 육아 역할을 담당하는 현 적 역할 합의도 성숙되지 않았다(이

충남 역, 2010: 78). 이혼율 증가, 여성의 고학력화 등에 의한 출산․육아의 기회비용 증가, 남편의 계

속 취업 불확실성 증  등으로 인해 전통적 역할 합의가 이젠 효력을 잃었다. 일과 가정을 모두 소중

히 여겨 어느 쪽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양립 지향인이 늘어났다(이충남 역, 2010: 78)는 의미는 가

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도 증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가꾸어가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적인 현 적 역할합의가 전제되어야한다. 가정 내에서는 부

부가 화, 가정 내 협업, 공유 체험을 통해서 역할을 협력 분담하여 서로 도와주고 있다는 문화가 필

요하고, 사회적으로 현 적 역할 합의가 성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조직적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노력해야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구․경북․경남지역의 사회복지기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 및 문화가 반 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고,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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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for 

Enhancing the Job Engagement of the Married Female Social 

Worker in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Song, Yoomee

(Daegu Cyber University)

Lee, Sunja

(Corea Welfare Cyber University)

Lee, Jesa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modern society has undergone the fast change of the family structure and 

labor market. Particularly, the compatibility  of work and family life became the 

era's agenda while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the women increased. 

However, the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was not created and the job 

engagement of the married female workers  was decreased. The married female 

workers complained of suffering due to the work and family confli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study a relationship between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engagement of married female social workers, and 

secondly to investigate if family conflict affect the relationship.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it was known that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has effect 

on the job engagement, and work and family conflict play an intermediary role 

between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engagement. Therefore, it can be 

explained that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enhances the job engagement 

of married female social workers, and the culture would be a good measure of 

the compatibility of work and family life.

Based on the study, it is suggested that public relation and education need to 

be preceded for the spread of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by national 

initiated programs. 

Secondly, in terms of welfare organization, related regulations and guidelines 

need to be prepared, and thirdly, in the view of individual respect, memb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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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should have their own rights to put forth an opinion grandly with firm 

faith of the compatibility of work and family life.

Key words: social welfare organization, married female social worker,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the work and family   

conflict, job engagement, 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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