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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가정갈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와 일-가정갈
등의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 주도적 성격의 조절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의 표본은 대전시, 세종자치시, 
충남북도 소재 병원 및 콜센터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3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일초래갈등
(WIF)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정초래 갈등(FIW)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부(-)
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초래갈등(WIF)과 조직시민행동간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초
래갈등(FIW)과 조직시민행동간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도적 성격은 일-가정갈등으로 인
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에서 일-가정갈등으로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주도적 성격이 완화시킨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 이는 일-가정 갈등에서 구성원의 주도적 성격
의 필요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이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더 다양한 개인특성을 조절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일-가정 갈등, 가정초래 갈등, 일초래 갈등, 직무소진, 주도적 성격, 조직시민행동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work-family conflict on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burnout in that relation an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proactive personality between burnout by work-family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r study samples, total 331 copies were collected from the 
members of hospitals and call centers in Daejeon, Sejong and Chungcheongnam-do and 
Chungcheongbuk-do.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found that, Work Interference with 
Family(WIF) had negative (-)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Family Interference 
with Work(FIW) had negative (-)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econdly,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of burnout between Work Interference with Family(WIF)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burnout between Family Interference with 
Work(FIW)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rdly, proactive personality had a moderating 
effect between burnout due to work-family conflict and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t 
proved that the relation between burnout due to work-family conflict and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rough proactive personality of members concerning the negative effect of 
burnout caused by the work-family conflict at the workplace can be reduced by the proactive 
personality. It is significant in that this study proved the necessity of proactive personality of members 
in the work-family conflict. Therefore, more diverse pers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as 
control variables in the future.
Key Words : Work-family conflict, Work interference with Family(WIF), Family interference with Work(F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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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일과 삶에 대한 가치관

의 변화로 일과 삶에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김난도
(2017)는 워라밸(work life balance)세대를 언급하면서 
근로자들의 직장과 가정에서 삶의 균형이 이슈가 되고 
있다[1]. 

종업원의 일-가정 균형은 종업원 모두의 욕구와 가치
로 자리하게 되었으며[2],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
해서 기업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일과 가정의 영역에서 역할 수행 압력으로 부
담해야 할 역할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3, 4]. 현대인은 일
과 삶을 희생하거나 포기하려 하지도 않는다[5]. 따라서 
두 영역에서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러한 갈등을 일-가정갈등(Work-Family Conflict 
: WFC)이라 한다[4]. 일-가정 갈등은 조직의 다른 구성
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차효과가 있기 때문
에 일-가정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로 인한 부정적 결
과에 주목을 하여야 한다[6, 7].

일-가정 갈등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의 문제 혹은 조
직몰입이나 직무만족과 같은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생산
성 감소와 이직의도의 증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8]. 따라서 일-가정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결과변
수들 중 이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을 결과변수로 선정
하였다.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 -or : OCB)은 “공식적 보상체계에 의하여 직접
적 또는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임의적인 개인행동이
며 총체적으로 조직의 효율적․효과적 기능을 촉진하는 것
으로 조직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9]. 

병원과 콜센터는 대인접촉이 많은 업무특성상 업무시
간이 불규칙하며, 고객과의 대면으로 인하여 종사원들의 
스트레스 강도가 더 심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직무와 
연결되어 직무소진과 영업성과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
기 때문에 기업성패의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의 결과변수로 조직시민행동
을 매개변수로 직무소진을 활용하고자 한다. 

일-가정 갈등으로 인한 직무소진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사람들의 개인 차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다르게 나타남
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또한 다를 수 있다
[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차이 요인으로 주도적 
성격(proactive personality : PP)를 선정하였다. 주도
적 성격은 일-가정 갈등으로 인한 직무소진이 조직시민

행동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주는 조절역할
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가정 갈등과 조직시민행동간의 선행연구는 직무만
족의 매개효과의 연구에서 주도적 성격과 인지된 조직지
원의 조절된 조절된 매개효과의 연구가 호텔종사원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는데[11]. 호텔종사원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 주도적성격의 조절된 직무만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가정 갈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
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와 주도적 성격이 조절효과
가 있는지를 병원 및 콜센터 구성원을 대상으로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일-가정 갈등이 조직시민행동
에 미치는 영향과 둘째, 일-가정 갈등과 조직시민행동간 
직무소진의 매개효과와 셋째, 주도적 성격이 일-가정 갈
등으로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의 설정
2.1. 일-가정 갈등과 조직시민행동

최근 들어 여성근로자의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2]. 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하여 바라
볼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성인들에게 일상생활
을 하는데 있어서 직장과 가정은 가장 중요한 두 영역이
다. 일-가정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개념적이고 실증
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이를 통합한 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5-7, 11].

일-가정갈등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로 인한 역할 
간 갈등이다[13]. 일 또는 가정 어느 한 영역에서 겪는 어
려움으로 인해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역할의 수
행을 어렵게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14]. 일-가정 갈등은 
선행연구에서 일초래갈등인 직장에서의 일로 인하여 가
정의 역할수행을 방해하는 갈등(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conflict : WIF)과 가정초래갈등인 가정이 
직장에서 일의 역할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초래되는 갈등
(family interference with work conflict : FIW)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15-18].

일초래 갈등(WIF)은 주로 일과 관련된 특성으로 역할 
모호성, 과다한 작업량, 예고되지 않은 잔업, 예기치 않은 
출장, 경력단계, 긴 출퇴근시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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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의 갈등을 유발한다[16].

가정초래 갈등(FIW)은 가정으로부터 유발된 요인으로 
가족 구조, 출산, 이혼, 가족 구성원의 병환 등이 주로 원
인으로 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 조직몰입, 자발적 행위를 
떨어뜨리고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19].

일-가정 갈등은 “직장과 가정에서 역할압력이 서로 양
립하지 않을 때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역
할간의 갈등의 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4, 12, 20]. 

그리고 일-가정갈등의 일초래갈등이나 가정초래갈등 
은 시간, 긴장, 행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4]. 먼저 시
간근거 갈등은 다중역할의 수행으로 인한 역할과중이 시
간제약과 시간부족을 야기하고 일과 가정역할간의 양립
할 수 없어 시간갈등이 일어난다[21-23]. 둘째, 긴장근거 
갈등으로 불안, 피로, 우울, 무감각과 같은 긴장증상과 피
로가 역할수행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한다[24 ,25]. 마지막
으로 행동근거 갈등은 역할간에 기대에 불일치하는 경우
에 발생한다[26]. 

근로자가 경험하는 역할 간 갈등이 클수록 OCB가 감
소하며[27],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OCB의 수준은 낮
게 나타난다[28]. 이러한 일-가정 갈등 중에서도 FIW가  
조직시민행동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29, 30]. 이러한 선
행연구들은 가정초래갈등(FIW)과 일초래갈등(WIF)인 일
-가정갈등이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Ⅰ 일-가정갈등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Ⅰ-1 일초래갈등(WIF)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Ⅰ-2 가정초래갈등(FIW)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최근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정친화적인 인사 프로그

램이 학계는 물론 기업 현장에서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및 서비스 직종의 확대로 인한 가정
친화적인 여러 인사프로그램이나 제도 운용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같은 직원들의 직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31-33].

기혼여성의 경우 직장활동과 가사활동을 동시에 수행
해야 하는 다중 역할을 수행 하면서 직장 내 스트레스가 
가정생활에도 전이되어 가정에서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

고[34], 이러한 일-가정 갈등은 직무소진에 정(+)의 영향
을 미치고 있다[35]. 이와 같이 일-가정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정서적으로 소진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
장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36].

직무수행자들이 자신의 직무로 인한 직무소진이 발생
하게 되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조직시민행동이 
감소할 수 있다[37, 38]. 즉, 직무소진을 겪은 구성원들
은 결근률 및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직무열의가 낮은 
등 부정적인 업무태도로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서울, 경기, 경북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소진이 간호사의 조
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중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39].

호텔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구성원들의 직무소진
은 조직에 대해 만족의 감소와 부정적인 인식의 증가를 
가져오고 자발적인 행동보다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조직
성과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40]. 

일-가정의 갈등이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높아지고 역
할수행은 낮아진다[41]. 따라서 일-가정 갈등과 조직시
민행동과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은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가정갈등과 조직시민행동간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지만, 여
군을 대상으로 한 일-가정갈등과 사기간에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제시한 연구에서 일-가정 갈등과 사기의 관
계에서 직무소진은 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2].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와 같이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직무소진이 발생하면 자발적인 행동보다는 수동적으로 반
응하여 조직시민행동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Ⅱ 직무소진은 일-가정갈등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
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Ⅱ-1 직무소진은 일초래갈등(WIF)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Ⅱ-2 직무소진은 가정초래갈등(FIW)과 조직시민행
동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3 주도적 성격의 조절효과
주도적 성격이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환경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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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인의 성향”을 말한다[43]. 
주도적 성격이 높은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의 향상노력과 
기회를 파악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할 때까지 인내
하며 진취성(자주성)을 보여준다[44]. 이에 주도적 성격
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유익한 자질로서 평가받고 있다
[45-47]. 

주도적 성격은 오늘날과 같이 점점 동태적이고 분권화
되어 가는 직장 분위기 속에서 환경의 통제와 수정을 통
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다[48]. 따라서 주도적 성격이 감정 몰입의 직
접원인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49], 주도적 성격이 높은 
개인은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스트레스의 예방
과 감소시키는 행동을 한다[44]. 또한 주도적 성격은 스
트레스요인이 이에 대한 반응을 거쳐 결과변수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50]. 

주도적 성격의 가산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메타분석을 
통해서 주도적 성격과 조직시민행동간에는 유의한 관계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51-53]. 또한 주도적 성격의 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주도적 성격은 일-가정 갈등과 직
무열의[54], 직무요구와 직무긴장[55], 일-가정 갈등과 
생활만족도[56]간에 부정적 조절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의 직무에 몰두하고 활
력과 헌신, 자기효능감을 통해 목적을 성취시킨다는 것이
다[45, 53, 57].

주도적 성격이 높은 개인은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유발
하여 긍정적인 직무환경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높은 조직
시민행동을 유발하게 된다[58]. 따라서 일-가정 갈등으
로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에 주도적 성격은 조
절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추론을 근거하여 가설을 다음과 같
이 설정하였다. 

가설Ⅲ 주도적 성격은 일-가정갈등으로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Ⅲ-1 주도적 성격은 일초래갈등(WIF)으로 인한 직
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에 조절역할
을 할 것이다.

가설 Ⅲ-2 주도적 성격은 가정초래갈등(FIW)으로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에 조절역
할을 할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일-가정 갈등과 조직시민행동간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와 주도적 성격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Fig. 1과 같
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의 대상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일-가정 갈등의 연구에서 남성을 포함한 연
구[59,60]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일-가정 갈등
을 유발하는 직무관련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

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 세
종자치시, 충청남ㆍ북도 소재의 병원, 콜센터 등에 근무
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총 400부를 배포하여 337부가 회수되어 
응답률이 84.25%였다. 회수된 설문지 337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331부를 가설검증에 이
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분석은 SPSS 21.0과 AMOS 19.0을 
이용하여 Cronbach‘s α계수, 요인분석, 계층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왜도 적합성 검정과 첨도 적합성검정에서 모두 
비유의하게 나타나서(ps.> 0.2) 자료는 다변량 정규분포
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지표변수들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항목들은 자기기
입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통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지표변수들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을때 단일요인으로 추출되거나 한 요인이 전체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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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50% 이상)을 설명하는 경우 공통방법편의가 존
재하게 된다[61]. 

따라서 본 분석에 실시하기 이전에 동일방법편의 발생
가능성을 검증해 보기 위하여 Harman's One-factor 
Test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일시점(time 1)에 수
집된 모든 주요 변수(일-가정갈등, 직무소진, 주도적 성
격, 조직시민행동)를 이용하여 비회전 주요인 성분분석
(unrotate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는 요인적재치(eigen value)가 1.0보다 
큰 요인이 총 5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장 큰 
공분산을 설명하는 요인은 총변량의 22.511%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동일방법편의에 
따른 영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통방법편의의 또 다른 검정방법(62, Bagozzi, Yi & 
Phillips, 1991)으로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데(일반적으로 r<0.9) 분석결과 모든 잠재변
수 간 상관관계가 r< 0.588로 나타났다. 이들을 종합하
면 본 연구의 자료에는 공통방법편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성이 58
명 17.5%, 여성이 273명 82.5%, 결혼여부는 미혼 73명 
22.1%, 결혼 258명 77.9%, 학력은 전문대졸 213명 
64.4%, 대졸 98명 29.6%, 대학원졸 20명 6.0%, 연령은 
25세이하 56명 16.9%, 30세이하 44명 13.3%, 35세이
하 143명 43.2%, 36세이상 88명 26.9%, 직위별로는 사
원(일반간호사) 243명 73.4%, 대리ㆍ계장(책임간호사) 
66명 19.9%, 과장ㆍ차장(수간호사)이상 22명 6.6%, 근
무년수는 1년이하 46명 13.9%, 3년이하 105명 31.7%, 
5년이하 10명 3.0%, 10년이하 117명 35.3%, 10년이상 
53명 16.0%로 나타났다.

3.3 변수의 측정
일-가정 갈등(WFC)을 Greenhaus & Beutell(1985)

은 “직장과 가정생활 영역에서 한 역할의 수요
(demands)로 인하여 다른 영역에서 역할 수요를 만족시
킬 수 없는 경우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의 한 형태”로 정
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Greenhaus & Beutell(1985)
의 정의를 바탕으로 Carlson, Kacmar, & 
Williams(2000)[63]이 개발한 다차원적 척도를 한진환
(2017)의 논문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64]. 일초래갈등(WIF)과 가정초래갈등(FIW)에 3개
의 갈등유형 시간, 긴장, 행동 등에 2개의 문항씩 총 12

개 문항이다. 설문문항은 “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직장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다”. 등 일초
래갈등(WIF) 6가지 문항과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
야 되기에 이는 나의 일에 영향을 미친다”. 등 가정초래
갈등(FIW) 6가지 문항으로 Likert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직시민행동은 “역할 내 행동을 넘어 조직을 위한 역할 
외 행동”으로 Organ(1988), Podsakoff & MacKenzie 
(1994), Walz & Niehoff(1996) 및 Podsakoff et 
al.(1997)의 연구를 참고한 Koys(2001)[65]와 한진환
(2016)[66]의 연구에서 사용한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주
요 항목으로는 “나는 도움이 필요한 동료 직원들을 자발
적으로 돕는다”, “나는 주어진 역할을 초과하여 자발적으
로 업무를 수행한다” 등의 항목들에 대해 Likert 7점 척
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직무소진은 직무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Maslach, 
Schaufeil, Leiter과 Jackon(1996)이 개발하고 신강현
(2003)이 번안한 직무소진질문지(Maslach Burnout 
Inventory- General Survey: MBI-GS) 척도를 사용하
였다. 신강현(2003)[67]은 연구에서 사용하여 타당화 검
증을 한 정서적 소진 5문항을 본 연구에서는 이용하였으
며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
렇다)로 평정하며, 문항의 예로는 “내가 맡은 일을 함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지쳐 있음을 느낀다”와 “내가 맡은 일
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다”이다. 

주도적 성격은 “종사자가 자신이 속한 환경에 비교적 
구속받지 않고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성향”
으로, Bateman & Crant(1993)[43]가 개발한 설문항목 
“나는 일을 하는데 있어 더 나은 방법을 찾음”, “나는 모
든 것을 마음에 들도록 변화시킴”, “내 아이디어를 실현
시키기 위한 노력에 만족함”, “나는 기회를 파악하는 능
력이 탁월함”, “나는 다른 사람 보다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음” 5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Likert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성별, 학력, 결혼여부, 연령, 
직위, 근무년수와 같은 사항을 측정하였다.

4. 실증분석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신뢰도 계수는 일-가정갈등 .898, 일초래갈등(W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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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가정초래갈등(FIW) .899, 직무소진 .889, 주도적 
성격 .805, 조직시민행동 .893으로 모든 이론변수들이 
.600이상으로 충분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Variables item N Cronbach's α
 work-family conflict
    WIF
    FIW
 Burn out
 proactive personality
 OCB

12
6
6
5
5
5

.898

.836

.899

.889

.805

.893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항목들에 대해 척도들의 집중타
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조사하기 위해 직각회전에 의한 탐색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단위를 구성하는 요인은 5개 요인
으로 분산 설명력이 65.309%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각
각의 개념들에 설문문항들이 유의적인 적재가 이루어지
고 있는 변수들만을 이용하여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을 이용한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로 항목구성의 최적상태를 도출하기 위한 적
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IFI, NFI, CFI(Index: ≥ .90이 바
람직), RMSEA(Index:.08이하가 바람직), χ²(작을수록 
바람직), χ²에 대한 p값(≥ .05가 바람직), χ²와 자유도의 
비는 5 이하일 때 모형이 적합하다는 기준 등을 이용하
였다[68-70]. 

확증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적합도가 대
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단위들에 대한 표준 적재치
(standardized loading)가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나
(>.571)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71, 72, Sujan, Weitz 
and Kumar, 1994 ; Anderson, James C. and David 
W. Gerbing, 1988).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이 각
각 0.7과 0.5보다 크기 때문에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이 가정초래갈등
과 조직시민행동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상관관계 계수
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독립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계수값이 0.8이상인 변수가 없어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별타당성의 평가는 두 잠재변수의 상관계수의 제곱
이 두 잠재변수 각각의 분산추출제곱근보다 작아야 하는
데 분석결과 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 연구단위들을 한 
번에 두 개씩 추출하여 상관관계 계수를 계산한 결과 모
든 상관관계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0.85
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 타당성이 입증되었다[73].

　 WIF FIW Burnout PP OCB
mean 2.7024 5.787 3.9927 3.7553 3.8344
SD 1.1712 1.0675 1.3976 1.1138 1.0361
WIF 0.748 　 　 　 　
FIW -.588** 0.72 　 　 　

Burnout .150** -.059 0.751 　 　
PP .115* -.191** -.040 0.708 　

OCBP -.122* -.067 -.151** .566** 0.784
* p< 0,05, ** p<0.01.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4.2 가설의 검증
일-가정갈등과 조직시민행동간에 직무소진의 매개역

할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Baron & 
Kenny(1986) [74]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 -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단계 
회귀분석 절차와 조건은 다음과 같다.

variable standardized 
loading C.R AVE

work-family 
conflict

WIF1
WIF2
WIF3
WIF4
WIF5
WIF6

0.571
0.586
0.848
0.756
0.909
0.582

.888 .577

FIW1
FIW2
FIW3
FIWI4
FIWI5
FIWI6

0.599
0.800
0.738
0.875
0.883
0.734

.864 .518

Burn out
BO1
BO2
BO3
BO4
BO5

0.759
0.808
0.733
0.800
0.825

.866 .564

proactive 
personality

PP1
PP2

0.857
0.761 .840 .517

Table 2. Validity Analysis Results

PP3
PP4
PP5

0.575
0.576
0.728

OCB
OCB1
OCB2
OCB3
OCB4
OCB5

0.626
0.938
0.722
0.682
0.934

.886 .614

χ2=1303.113(p=.0000), d.f.=314,  χ2/df=4.150, IFI= .909, NFI= .900, 
CFI= .917, RMSEA=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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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매개변수에 독립변수를 회귀시키고 독립변수

는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단계: 종속변수에 독립변수를 회귀시키고 독립변수

는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 종속변수에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회귀시키

고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은 2단계의 경우보
다 적거나 전혀 없어야 한다. 오직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 즉, 상기 3단계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수의 종
속변수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경우는 완전한 매
개효과(perfect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 반면, 
매개변수와 독립변수 모두가 유의하고 독립변수 효과가 3
단계 회귀분석 때에 2단계 회귀분석 때보다 작은 경우는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urnout OCB OCB

B t B t B t
constant 2.694 3.124 5.350 8.399 5.601 8.719
gender -.026 -.128 -.017 -.113 -.019 -.130

age .624 2.357* -.027 -.136 .032 .161
married -.216 -2.004* .118 1.483 .098 1.231

education .036 .266 -.009 -.093 -.006 -.059
tenure .053 .855 -.020 -.448 -.016 -.342
position .132 1.023 -.089 -.938 -.077 -.813

WIF .208 2.652* -.194 -3.194** -.174 -2.865**
FIW .084 .927 -.189 -2.820** -.181 -2.717**

Burnout -.093 -2.998**
F 2.119* 2.48* 2.781**
R² 0.05 0.057 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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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Mediating effect analysis of Burn out results

첫째, 가설 Ⅰ “일-가정갈등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일초래갈등
(WIF)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β= -.194, 
p<0.01)을 미치고, 가정초래갈등(FIW)이 조직시민행동
에 유의한 부(-)의 영향(β= -.189, p<0.01)을 미치고 있
어 2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Table 4-모델 2. 따라서 
가설 Ⅰ-1과 가설 Ⅰ-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
행연구[75, 76]와 일치하나 영향력의 정도는 일초래갈등
(WIF)보다 가정초래갈등(FIW)이 크다는 연구결과와는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29]. 이는 현대 직장인들의 조직
문화가 직장에서의 갈등은 가정으로 전이되는 경우 대체

로 가족들은 이를 인정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반면, 가정
으로 부터의 갈등은 직장 동료들이 이를 인지하고 감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77].

둘째, 가설 Ⅱ “직무소진은 일-가정갈등과 조직시민행
동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1단계 회귀분석에서 일초래갈등(WIF)이 조직시민행동에 
대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β= .208, p<0.05)을 미치고, 
가정초래갈등(FIW)이 직무소진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β
= .084, p>0.05)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모델 1. 2단계 일초래갈등(WIF)이 조직시민행동에 유
의한 부(-)의 영향(β= -.194, p<0.01)을 미치고, 가정초
래갈등(FIW)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β= 
-.189, p<0.01)을 미치고 있어 2단계 조건이 충족되었
다. Table 4-모델 2. 3단계에서는 일-가정갈등과 직무소
진을 조직시민행동에 동시에 회귀한 가운데 독립변수인 
일초래갈등(WIF)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β= 
-.17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초래갈
등(FIW)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β= -.18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직무소
진도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β= -.09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초래갈등(WIF)이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보다 3단계에서 그 정
도가 0.020만큼 감소한 것(β= -.194, p<0.01 → β= 
-.174, p<0.01)으로 나타났다. 가정초래갈등(FIW)이 조
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보다 3단계에서 그 
정도가 0.008만큼 감소한 것(β= -.189, p<0.01 → β= 
-.181, p<0.01)으로 나타났으나 가정초래갈등이 직무소
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정초래갈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역할이 검증되
지 못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 즉 2단계 회계식과 3단계 회귀식의 독립변수 회
귀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검증하
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는 해당
변수의 비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계산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검증결과, 
다음 Table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
선 매개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가설 Ⅱ-1은 
채택, 가설 Ⅱ-2는 기각되었다. 

셋째, 가설 Ⅲ “주도적 성격은 일-가정갈등으로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에 조절역할을 할 것
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1단계에서는 조직시민행동에 대하여 통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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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근무년수, 직위)를 투입
하였다. 2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직무소진을 추가하였
다.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주도적 성격을 투입하였다. 
4단계에서는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
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은 3단계 회귀식의 R²과 4단계의 
R²를 비교하여 R²의 변화량(ΔR²)이 유의한 차이로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의 Model 3에서 주도적 성격과 Model 4에
서 직무소진과 주도적 성격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
절효과를 분석하였다. Model 3에서 주도적 성격이 조직
시민행동(β= .520, p<0.01)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Table 6-Model 3)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소진과 주도적 성격의 상호작용항(β= .071, 
p<0.01)이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4-Model 4). 또한 조절효과는 3단계 
회귀식의 R²과 4단계의 R²를 비교한 R²의 변화량(ΔR²)
이 0.038(p<0.05)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가설 Ⅲ은 채택
되었다. 

5.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최근의 급변하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 기업들은 어
떻게 대응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앞서 나갈지 고
민하고 있다. 이런 조직의 세계적 경쟁력과 지속적 변화
에 대한 요구는 구성원의 자주성 및 진취성에 대한 관심
을 높이고 있다[78]. 

이 연구에서는 일-가정갈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와 일-가정갈등
의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 주도적 성격의 조

절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특히 직장인들이 일-가정 
갈등으로 직무소진을 경험하더라도 주도적 성격으로 자발
적인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라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검
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병원 및 콜센터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3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일초래갈등(WIF)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즉, 구성원들의 일초
래갈등(WIF)이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가정초래 갈등(FIW)이 조직시민행동에 미
치는 부(-)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즉, 가정초래갈등(FIW)
을 높게 지각할 경우 조직시민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path A se_a path B se_b sobel test  
statistic

p-
value

WIF-
Burnout 0.208 0.08 Burnout-O

CB -0.103 0.03 -1.9921 0.046* 
FIW-

Burnout 0.084 0.091 Burnout-O
CB -0.103 0.03 -.8846 0.376 

Table 5. Sobel Test results

Variable
OCB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t B t B t B t

constant 3.594 11.084 4.002 11.210 1.911 5.647 1.989 6.043
gender .012 .081 .008 .053 .093 .752 .028 .232

age .147 1.841 .093 .476 .103 .636 .032 .203
married .026 .132 .120 1.505 .107 1.618 .095 1.482

education .005 .051 .010 .103 .009 .106 .039 .489
tenure -.024 -.510 -.018 -.394 -.014 -.367 -.003 -.088
position -.102 -1.060 -.085 -.890 -.064 -.812 -.099 -1.291
Burn out -.107 -2.625** -.092 -2.735** -.158 -4.414**

PP .520 12.448** .534 13.115**
BO X PP .071 4.505**

F 1.308 2.126* 22.115** 23.092**
R² .024 .044 .355 .393
ΔR² .020* .311**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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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Moderating Effect analysis of Proactive Personalit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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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초래갈등(WIF)과 조직시민행동간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가정초래갈등(FIW)과 조직시
민행동간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초래갈등(FIW)은 갈등의 원인이 가정에 있는 경우로 
가족, 이웃, 친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갈등이 쉽게 
파급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갈등
시작 원인을 파악하여 갈등을 낮추는 방안과 결과를 고
려해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도적 성격은 일-가정갈등으로 인한 직무소진
과 조직시민행동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적 성격은 조직행동 연구에서 자발적 행동이나 창
의성 같은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
되는 변수로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환경을 주도
적으로 변화시키는 개인행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변수
이다. 주도적 성격이 강한 사람은 환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
문에 일-가정갈등(WFC)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
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 환경에 대한 주도적 
성격의 이러한 특징은 일-가정갈등(WFC)에 의해 발생하
는 부정적 행동을 제약한 효과가 있음을 본 연구에서 밝
혔다는 점이다. 

5.2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는 일-가정갈등과 조직시민행동과간 직무소진

의 매개효과와 주도적 성격의 조절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일-가정 갈등이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태도와 행동에 미
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와 일-가
정갈등의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 주도적 성격
의 조절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
다고 하겠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일-가정갈등의 결과요인으로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병원 및 콜센터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통해 규명함으로서 일-가정갈등으
로 인한 직무소진이 조직시민행동을 감소키는데 있어 구
성원의 주도적 성격을 통해 보다 향상시켰다고 하겠다. 
이는 직장에서 일-가정 갈등으로 인한 직무소진의 부정
적 효과에 대해 구성원들의 주도적 성격을 통해 일-가정
갈등으로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주
도적 성격이 완화시킨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 이는 일-
가정 갈등에서 구성원의 주도적 성격의 필요성을 규명하
였다는 점이다.

둘째, 관리적 측면에서 오늘날 여성들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맞벌이 증가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일터에서
의 책임에 더하여 가정에서의 책임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부가하고 있다[79, 80].  

따라서 기업에서는 가정친화제도의 도입에 관심을 가
져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조직들에서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도,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갈등에 대한 인식, 특히 일로 인한 가
정에서의 갈등(WIF)은 직장내에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
서 조직이 제공하는 가정생활 후원 복지제도들이 자신들
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제도들의 
효과성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81].

따라서 조직의 리더는 복지정책과 제도를 수행함과 동
시에 가정후원적 조직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할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이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충청남ㆍ북도, 대전광역시, 세종자

치시의 병원 및 콜센터의 종사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는 점이다. 따라서 상황적 특이성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이나 산업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
이다[61].

둘째, 구성원의 주도적 성격을 일-가정갈등으로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에 조절변수로서 영향을 살펴
보았다. 주도적 성격은 개인특성 변수로서 구성원들이 일
-가정갈등(WFC)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의 연구에
서는 좀 더 다양한 개인특성을 조절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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