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11

https://doi.org/10.14400/JDC.2017.15.10.211

직장-가정 갈등과 직무소진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진환
충청대학교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Job Burnout

Jin-Hwan Han
Chung Cheong University

요  약  현재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의 융복합화의 급격한 흐름 속에서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산업구조
의 변경,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장-가정갈등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에 대해 검증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표본은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북도 소재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360부의 유효설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에서 얻은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초래갈등(WIF)이 신체적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초래갈
등(FIW)은 신체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초래갈등(WIF)이 정서적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초래갈등(FIW)이 정서적 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
감은 일초래갈등이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초래갈등(FIW)과 정서
적 소진의 관계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갈등시작 원인에 따라 일과 가정의 갈등을 낮추
는 방안을 고려해야하며, 그에 따른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주제어 : 융복합화, 직장-가정 갈등, 일초래갈등, 가정초래갈등, 자기 효능감, 직무소진
Abstract  Currently, enterprises are in a rapid flow of comvergence of industries in the ear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Under this circumstances, change of economic condition,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increase of women's advance into society. Based on such background of the tim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work-home conflict on burnou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at relation. 
The research samples were obtained from nurses at hospitals in Daejeon-si, Sejong-si, Chungcheongnam-do and 
Chungcheongbuk-do. Total 360 copies of valid questionnaire was used for analysis. Specific analysis results 
from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found that Work Interference with Family(WIF) had positive 
(+) impact on physical burnout. Family Interference with Work (FIW) had no impact on physical burnout. 
Secondly, it was found that Work Interference with Family(WIF) had positive (+) impact on emotional burnout 
and Family Interference with Work (FIW) had negative (-) impact on emotional burnout. Thirdly, self-efficacy 
had a buffer effect on the negative impact of 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upon emotional burnout. However,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Interference with Work 
(FIW) and emotional burnout. Therefore, it needs to consider a plan to reduce conflicts between work and 
family according to the causes of conflicts and it also needs to consider releva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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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의 융복합화의 급격

한 흐름 속에서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경,

여성의사회진출이증가, 주5일제도입으로인한사회적

인 근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에서

여성은 일과 삶을 포기하려 하지도 않는다. 삶의 진정한

성공은 일ㆍ삶의 균형이라고 생각한다[1].

기혼 직장여성은 가정주부와 직장인의 두 가지 역할

을 겸하는데서 오는 과중한 직무에 시달리게 되며, 여러

영역에서의 기대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계속 봉착하게 됨에 따라 이

중역할을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 직장 및 가정의

유기적인 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로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2].

이와 같은이유로직장-가정의갈등을일으켜개인의

육체적, 정신적인고통은물론직장생활에서도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장과 가정 사이의 역할갈등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3,4].

이러한 직장가정갈등(Work-Family Conflict : WFC)

으로 인한스트레스는직무소진을초래할수있다[5]. 직

무소진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적응형태로서

스트레스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며 부정적

인 자아개념 및 근무태도, 업무대상자에 대한 관심 소실

등의 현상을 포함하는 신체적, 정서적 탈진 증후군을 의

미한다[6].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조직행동분야의 연구초점은

‘사람을어떻게조직에서활용할것인가’에 대하여 상당

부분문제가있는구성원들의태도와행위를개선시키는

데있었다[7,8]. 하지만최근학계에서는인간행동을긍정

적측면에서바라보고자하는긍정심리학의흐름으로긍

정적 조직행동(Positive organizational be- havior)이 연

구되고 있는데, 특히 잠재적으로 개발 가능성 높다고 평

가받은인간의긍정적심리속성들즉희망ㆍ낙관주의ㆍ

자기효능감ㆍ복원력을 자본(capital)으로 개념화한 긍정

심리자본을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으로 제시하

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

자기효능감이개인성과및수행직무에대한만족뿐만

아니라 소속집단에 대한 강한 애착 등 다양한 업무관련

성과에 영향을준다는것이다[10,11].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갈등의 상황에서도 업무 선택에 있어 매우 도전

적이며목표달성을위해꾸준한노력을기울이는것으로

나타났다[12]. 그러므로직장-가정갈등의상황에서종업

원의직무에대한자신감의정도에따라개인의태도및

조직의 성과에 어떤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검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가정갈등과 직무소진간

에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화하면 직장-가정

갈등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직장-가정갈등과 직

무소진간에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의 설정
2.1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목표

를산출하기위해필요한행동과정을조직화하고실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13], Gist &

Mitchell(1992)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자원을 선택적으로 동원하고 성

공을 향한 자원활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14].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어려운과업수행목표를극복하려는개인의의지등에도

영향을미쳐업무수행과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고 하였다[13].

자기효능감은다양한조직환경에서성공적으로과업

을완수할수있다는능력에대한개인의기대치를반영

하여,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조직구성원은 자

신의 성공적인 과업수행을 예상하고 ‘내가 어떤 업무를

시작하면 대부분을 업무를 완수한다’ 라는 의견에 강하

게 동의한다[15].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조직구성원의 동

기부여 과정과 목표 성취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조직행동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3,16,17,18,19].

2.2 직장-가정 갈등과 직무소진
최근직장-가정균형과이를도모할수있는가정친화

적인 인사 프로그램 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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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관심은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대로인한 기

업조직이 가정친화적인 여러 인사프로그램과 제도 운용

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향상 등 직원들의 직무태도를

개선하고 실제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0,21,22].

기혼 간호사들은사회활동과가사활동을동시에수행

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직업과 가정간의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정신적,

시간적 한계와 과중한 가사 분담으로 인한 역할갈등을

심하게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이와 같이 간호사들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갈등도

잦아질수있으므로이러한지속된스트레스는직무소진

을경험하게되고, 기혼간호사들이직장을떠나고자하

는이직의도를높이는요인이될수있다[5]. 또한직장-

가정 갈등을 조직구성원이 높게 지각할수록 직무소진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Ⅰ 직장-가정갈등은 직무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1 직장-가정갈등은 신체적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2 직장-가정갈등은 정서적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자신에대한믿음을말하는것으로[13,16,24] 행동

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 높은 자기효능감

을가지는조직구성원은이런주관적인인식을유지하고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의 역량에 대한 기대(expectation)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경험을 추구한다[13].

선행연구에서자기효능감은구성원의태도및행동에

대하여 조절효과를 갖는 강력한 변수로 증명되어 왔다

[25].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직무에 관심과

흥미, 열정 등으로 성과를 향상시키며, 반면에 자기효능

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을 덜하거나 포기하는 경

향이 있다[13,24].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동기에 명백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구현되어왔다[13]. 직접적으로행동에영향을미

칠 뿐 아니라, 목표 열망의 수준, 성과 결과에 따른 보상

의 기대, 그리고 난관과 기회에 대한 지각 등 결정 변수

에영향을미친다[26]. 따라서자기효능감은자신이수행

하는업무에대한자신감의상실로인한직무만족, 팀몰

입의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자기효능감은 직무에 관한 관심과 흥미, 창의

성의향상에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에직장-가정갈등

의 상황에서 종업원의 직무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에 따

라개인의태도및조직의성과에어떤상이한결과를나

타내는지 검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Ⅱ자기효능감은직장-가정갈등과직무소진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Ⅱ-1 자기효능감은 직장-가정갈등과 신체적 소

진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Ⅱ-2 자기효능감은 직장-가정갈등과 정서적 소

진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직장-가정갈등과직무소진간자기효능감의조절효과

를 규명하기 위해 직장-가정 갈등을 독립변수로 자기효

능감을 조절변수로 직무소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대전시, 세종시, 충청남ㆍ북도 소재병원의

간호사들을대상으로 2016년 10월 5일부터동년동월 30

일까지총 500부의설문지를배포하여 367부가회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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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률이 73.4%였다. 회수된설문지중응답이불성실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36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보면, 여성이 100.0%이

며, 학력은 전문대졸 64.5%, 대졸 29.7%, 대학원졸 5.8%,

연령은 25세 이하 17.2%, 30세 이하 13.1%, 35세 이하

46.4%, 46세 이상 23.3%, 결혼여부는 미혼 21.9%, 기혼

78.1%, 직위별로는 일반간호사 73.1%, 책임간호사

19.4%, 수간호사 7.5%, 고용형태는비정규직 17.2%, 정규

직 82.8%로 나타났다.

3.3 변수의 측정
모든변수는 “전혀그렇지않다”를 1점, “매우그렇다”

7점으로 하는 리커트 7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직장-가정갈등(Work-Family Conflict : WFC)은 “직

장과 가정생활 영역에서한 역할의수요(demands)로 인

하여다른영역에서역할수요를만족시킬수없는경우

발생하는역할간갈등의한형태”로정의하였다[27]. 본

연구에서는 Carlson, et al.[31]이 개발하고 한진환[26]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시간, 긴장, 행동 등 3개의 갈등유형이 각기 일초래갈등

(work to family conflict : WIF)과 가정초래갈등(family

to work conflict : FIW) 두방향으로나누어총 6개의하

위차원으로 구성되었다. 한 유형에 2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총 12개 문항으로 ‘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

내고싶지만직장일로인해서그러지못한다.’ 등 일초래

갈등(WIF) 6가지 문항과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야

되기에이는나의일에영향을미친다.’ 등 가정초래갈등

(FIW)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의 노력을 통해 가

치 있는 결과를 얻고 자신이 성공적으로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업무뿐만아니라미래에주어질업무도성공적으

로수행하여만족스런결과를성취할것이라는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였다[13]. 이를 측정하기 위해

Riggs and Knight(1994)가 개발하고[30] 한진환[31] 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내 업무수행 능력에 누구보다 확신을 갖고 있다.’

‘나는나의업무기술과능력에대해자부심을갖고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가이다.’ 등 총 3개의 항

목으로 구성되었다.

직무소진(burn out)은 기혼여성간호사의소진을측정

하기 위해 Pine et al.[32]이 개발하고 김미영[33]이 국내

간호사의소진을측정하기위해번안한도구를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신체적소진(physical exhaustion)인 무기력,

만성적인 피로, 권태감, 힘이 저절로 생긴다에 대한 4문

항과 정서적 소진(emotional exhaustion)인 우울, 좌절,

무력감, 불안감등에대한 4문항등총 2개의하위영역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소진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실증분석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설문항목에대한신뢰성평가는신뢰성을저하시키는

요인을 제거한 후 최종 항목 수를 기초로 Cron- bach's

alpha를 산출하여실시하였다. 신뢰성계수는 <Table 1>

과같이일초래갈등(WIF) .852, 가정초래갈등(FIW) .903,

자기효능감 .964, 신체적소진 .941, 정서적소진 .928로 모

든이론변수들이 .600이상으로충분한신뢰성을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방법으로 고유값

(eigenvalue)이 1이상 되는 요인의 개수를 파악하고, 요

인 적재치가 .40이상이 되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직각

회전방식인 Varimax방식을 이용하여 중복 적재되거나

요인적재치가 .40미만인 항목과 공유치(communality)가

.30이하인 문항은 제거하고,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이

하나인경우와두개이상의요인에적재된문항은제거

하는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변수에 대한 탐색요인분석

결과직장-가정갈등의탐색적요인분석을한결과직장

-가정갈등을 구성하는 요인은 2개로 분산 설명력이

63.715%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요인은 1개로분산설명력이 60.618%로분석되

었다. 결과변수인 직무소진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요인

은 2개로 분산 설명력이 83.837%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전체단위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과 같이

5개의요인으로구성되며분산설명력이 70.647%로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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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W
self-
efficacy

emotional
exhaustion

physical
exhaustion

WIF

FIW6 .846 -.080 .043 -.010 .235
FIW5 .841 -.038 -.059 .000 .269
FIW3 .797 -.020 -.055 -.016 .234
FIW4 .775 -.044 -.043 -.127 .149
FIW2 .750 -.107 .043 -.121 .169
FIW1 .695 .004 .010 .057 .292
efficacy4 -.067 .830 .092 .025 -.157
efficacy6 -.130 .801 .182 .161 -.001
efficacy2 .033 .716 .249 .380 -.100
efficacy1 .062 .648 .178 .418 -.017
efficacy5 .066 .623 .168 .439 -.009
efficacy3 -.338 .597 .045 .234 .050
burn7 -.047 .125 .874 .210 .096
burn6 .035 .210 .849 .266 .082
burn8 -.051 .135 .848 .266 .051
burn5 .045 .226 .818 .281 .076
burn2 -.111 .277 .295 .838 -.003
burn1 -.134 .288 .303 .813 .005
burn3 -.040 .349 .327 .776 -.042
burn4 -.012 .294 .380 .751 -.049
WIF6 .319 -.017 .025 .038 .816
WIF1 .069 .081 .036 -.008 .790
WIF5 .344 -.038 -.031 -.077 .666
WIF2 .192 -.153 .101 -.072 .656
WIF4 .351 -.059 .108 -.062 .653
WIF3 .446 -.094 .093 .222 .595

eigenvalue 4.472 3.569 3.512 3.488 3.326
variance 17.200 13.727 13.510 13.416 12.794
cumulative
variance

17.200 30.927 44.437 57.853 70.647

Cronbach's
α

.903 .964 .928 .941 .852

<Table 1> Validity Analysis Results 

4.2 가설의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연구 요인들에 대해서 서로의

방향과관계가어느정도인지를알아보기위하여상관관

계계수를계산한결과 <Table 2>와같이가정초래갈등

과 신체적소진, 일초래갈등과 정서적 소진을 제외한 모

든 변수들의상관관계 계수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단위들을

한번에두개씩추출하여상관관계계수를계산한결과

모든 상관관계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

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 타당성이 입증되었다[34].

FIW
(a)

WIF
(b)

self-
efficacy
(c)

physical
exhaustion
(d)

emotional
exhaustion
(e)

a 1 　 　 　 　
b .598** 1 　 　 　
c -.114* -.163** 1 　 　
d .047 .164** -.619** 1 　
e -.129** .015 -.451** .546** 1

* p< 0,05, ** p<0.01.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직장-가정갈등과 직무소진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방법은 1단계에서는 직무소진에 대하여 통제변수만

(결혼여부, 연령, 학력, 근무년수, 직위, 고용형태(비정규

직, 정규직))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일

초래갈등(WIF)과 가정초래갈등(FIW)을 추가하고, 3단

계에서는조절변수인자기효능감을, 4단계에서는독립변

수와조절변수의상호작용항을투입하였다. 조절효과검

증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나타난 3

단계 회귀식의 R²과 4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증가한 R²(ΔR²)를 비

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Ⅰ-1을 검증한 결과(Table 3-model 2) 일

초래갈등(WIF)이 신체적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β=.153, p<0.01)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초래갈등

(FIW)이 신체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β=-.048,

p>0.05) 것으로 나타났다. R²= .044로 직장-가정갈등이

신체적 소진에 일초래가정갈등(WIF)에 의해 설명되

는 비율이 .044이다. F 값은 자유도(8, 359)에서 1.998로

계산되며, 추정된 회귀분석모형의 p-value는 p<0.05로

나타나본회귀분석모형의전반적인유의성이높은것으

로나타났다. 따라서직장-가정갈등이신체적소진에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Ⅰ-1은 일부만 채택되었다. 이

는현대의직장인들의조직문화를보면직장에서의업무

가연장근로, 야근등의업무로인하여휴식이미흡한때

문이며, 반면 가정으로부터 발생한 갈등은 신체적으로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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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hysical exhaustion

model1 model2 model3 model4
constant 4.120 3.877 5.635 5.464
married .011 .062 .083 .094
age .034 .034 .038 .045

education -.054 -.077 -.029 -.034
tenure -.007 -.007 -.018 -.019
position -.036 -.040 .010 .013
occupation -.199 -.180 -.203 -.215
FIW -.048 -.063 -.145*
WIF .153** .087* .125

self-efficacy -.392** -.360*
FIW X self .066
WIF X self -.027

F .731 1.998* 226.483** 21.861**
R² .012 .044 .405 .409
ΔR² .032 .361 .004

* p< 0,05, ** p<0.01.

<Table 3> Results of 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emotional exhaustion

model1 model2 model3 model4
constant 3.454 3.674 5.624 6.231
married .026 .045 .068 .101
age .147 .122 .126 .132

education -.058 -.078 -.024 -.025
tenure -.044 -.049 -.061 -.060
position -.202 -.179 -.124 -.145
occupation .324 .322 .297 .275
FIW -.175** -.191** -.291*
WIF .148* .075 .301**

self-efficacy -.435** -.529**
FIW X self .068
WIF X self -.174*

F 2.339* 2.821** 13.797** 12.079**
R² .038 .060 .262 .276
ΔR² .021 .202 .014

* p< 0,05, ** p<0.0.

<Table 4> Results of 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가설Ⅰ-2를검증한결과(Table 4-model 2) 일초래갈

등(WIF)이 정서적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β

=.148, p<0.05)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초래갈등(FIW)

이 정서적 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β=-.175,

p<0.01) 것으로 나타났다. R²= .060으로 직장-가정갈등

이 정서적 소진에 일초래가정갈등(WIF)에 의해 설명되

는 비율이 .060이다. F 값은 자유도(8, 359)에서 2.821로

계산되며, 추정된 회귀분석모형의 p-value는 p<0.01로

나타나본회귀분석모형의전반적인유의성이높은것으

로나타났다. 따라서직장-가정갈등이정서적소진에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Ⅰ-2는 일부만 채택되었다. 이

는 현대의 직장인들의 조직문화를 보면 경기의 불안과

직무불안정으로 인하여 정서적 소진이 발생하는 반면,

가정으로부터발생한갈등은불안감이나우울, 무력감을

완화시켜준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가설Ⅱ를검증하기위하여모형3에서자기효능

감 요인과 모형4에서 일초래갈등(WIF)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과 가정초래갈등(FIW)과 자기효능감의 상호

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신체적소진(β= -.392, p<0.01)에 유의한부(-)의 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Table 3-model 3), 정서적 소

진(β= -.435, p<0.01)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model 3).

일초래갈등(WIF)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β=

-.027, p>0.05)이 신체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정초래갈등(FIW)과 자기효능감의상호작용항

(β= .066, p>0.05)이 신체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model 4).

일초래갈등(WIF)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β=

-.174, p<0.01)이 정서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초래갈등(FIW)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β=

.068, p>0.05)이 정서적소진에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model 4).

또한조절효과분석을위해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

변수를투입한후, 독립변수와조절변수의상호작용항을

추가함으로써 증가한 R² 값은 신체적 소진에 대해서는

.004(p<0.05), 정서적 소진에 대해서는 .014(p< 0.05)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Ⅱ-1과

가설 Ⅱ-2는 신체적 소진에 대한 조절효과는 기각, 정서

적 소진에 대한 조절효과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이 직무 요구와 직무 통제력이

높게 내재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할 경우,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35], 자기효능감이 과업

의 중요성이나 자율성, 피드백 등과 직무 스트레스 사이

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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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오늘날의사회환경은가정일보다는직장일에대하여

더 큰 가치를 부여하던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가정생

활과직장생활을양립시켜야하는다중역할의책임이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34].

본 연구에서는 직장-가정갈등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과그관계에서자기효능감의조절효과에대해검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에서 얻은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소진에 일초래갈등(WIF)은 정(+)의 영

향을 가정초래갈등(FIW)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 즉, 일초래갈등(WIF)을 높게인지하는

구성원일수록 신체적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

호사들은심야근무와공휴일근무와같은일정하지않는

근무형태와근무시간대로인한과도한업무량과 가정에

서 가사활동과 육아의 병행 등 결혼생활의 특성상 여성

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다중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 인

하여 신체적 소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서적 소진에 일초래갈등(WIF)이 정(+)의 영

향을미치며, 가정초래갈등(FIW)이 부(-)의 영향을미치

는것으로나타났다. 즉, 현대의 직장인들은정서적소진

에는 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오늘날의 조직문화를 보면 직장에서의 경기의

불안과 직무불안정으로 인하여 정서적 소진이 발생한다

고 할 수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은일초래갈등이정서적소진에미치

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으로 일초래갈등이 높을수록 감정노동을 하는 종사자들

의 정서적 소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

를통해자기효능감을높일경우정서적소진을다소경

감시켜줌을알수있었다. 그러나가정초래갈등(FIW)과

정서적소진의관계에있어자기효능감의조절효과는나

타나지 않았다.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이

유는본연구에의대상인병원의간호사들은가정초래갈

등은 가정으로부터의 갈등이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의 영

향력이 발휘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갈등의

원인이 일에 있는 일초래갈등(WIF)의 경우 자기효능감

을높임으로써정서적소진을줄일수있다. 하지만갈등

의원인이가정에있는가정초래갈등(FIW)의 경우가족,

친구, 이웃 등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쉽게

파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갈등시

작원인에따라일과가정의갈등을낮추는방안을고려

해야하며, 그에 따른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직장-가정갈등과 직무소진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연구결과를 통

하여 다음과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직장-가정갈등의 결과요인으

로직무소진과의관계를실증연구를통해규명함으로서

직장-가정갈등과 직무소진간의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완

화시킨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 이는 직장-가정 갈등에

서자기효능감의필요성을제기하고조직적요인의영향

관계를 규명하였다고 하겠다.

둘째, 관리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병원의 실무진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자

기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능력과가치에대한신념또는확신

의 정도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어려운 과제에 대해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

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는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그룹 코

칭 프로그램 지원이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수준 높은

과제를 도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이 스스로 현

재수준을비교, 분석, 평가 수정하여발전가능성을높일

수있는자기효능감을높일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본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점을가지고있다.

첫째, 연구대상이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북도소재병

원의간호사들을주된연구표본으로삼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상황적특이성이관찰될수있기때문에향후에

는보다다양한지역및산업으로확장된연구가필요할

것이다.

둘째, 직장-가정 갈등 연구는 그 실증결과들이 불일

치한연구로연구설계에있어외적영향요인들이많이

존재한다. 본연구도이런여러외적요인의영향을모두

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앞으로 연구설계에서 주의

하여야 할 것이며 외적 요인들을 최대한 차단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셋째,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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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Self-report)방식으로 모든 변수들을 측정하였기에

판단오류나편향같은동일방법오류가존재할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 따라서향후연구에는표본을다양하게

선정하여 더 본질적인 인과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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