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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이 종업원의 직장에서 성과와 가정에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더불어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 수준이 어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최근 증가하
고 있는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북거주 불특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총346개의 표본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가설검증을 위해 t-test,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성별에 따라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 수준 차이는 없었으나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사의 가족친
화적 행동은 종업원의 업무몰입, 종업원의 주관적 웰빙, 가족내 역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상사의 인구통계적 특성,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 업무몰입, 주관적 웰빙, 가족 내 역할성과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family supportive 
supervisor behaviors (FSSB) by supervis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marriage) and to 
explore the effect of FSSB on employees’ work engagement, subjective well-being, and family 
performance. A total of 346 case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level of FSSB of male and female supervisor, bu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level of FSSB of married and unmarried supervisor. And the result also 
showed that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SSB and employees’ work engagement and FSSB 
and subjective well-being and family performance. 
Key Words : Supervisor gender and marriage, Family supportive supervisor behavior, Work engagement, 

Subjective well-being, Famil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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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인식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및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웰빙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정부는 근로시
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
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가족부에서는 2008년부터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
로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 및 일가양립 문화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친화 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연
구자들은 가족친화 정책의 성공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선행요인과 효과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하지
만 가족친화 정책 도입의 성공요인 및 결과 등에 관한 지
속연구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는 못
하고 있다. 어떤 기업문화에서는 가족친화 정책이 도입되
기 어렵다는 연구결과[예, 1]와 어떤 연구자들은 종업원
들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했을 경우 경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낮은 활용률이 보인다는 결
과[2] 등이 있다. 일부 일가정 양립에 관한 연구자들은 일
가정 양립 정책이 기업에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화가 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3]. 조
직문화가 성공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필수선행 요인은 일
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4, 5]. 

선행연구자들은 가족친화제도가 종사자에게는 업무만
족도, 직무몰입도를 증가시키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
하여 가족친화적 정책,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제언 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직장 내 
관리자의 가족친화적 행동 및 지원 등이 종사자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가족친화제도가 조직 내에 정착되고 하나의 문화로 형
성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있어
야 가능하다. 기업 내에 일-가정 양립의 문화가 정착되고 
각종 지원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상사
의 행동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수준이 
성별, 결혼유무 등과 같은 인구통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가족친화적 상사의 행동
이 종사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
고 이를 통해 상사의 행동과 지원이 조직 및 종사자 개인
성과 향상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도출
2.1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

기업이 제공하는 가족친화 정책 및 혜택과 관계없이 
관리자는 종업원의 가족친화 정책 지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6, 7]. 왜냐하면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과 관리 감
독의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직접적으로 종업원과 교류하
면서 조직 내 분위기를 가족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영
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관리자 지원을 지각하는 종업원의 인식 수준
과 일과 가정의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 간에 유의한 관계
가 있다는 연구, 지원적 관리자는 종업원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8]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종업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활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9]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일-가정 균형의 기업경영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지원적 관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가족친화적 관리자의 행동을 측정하
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거나[10, 11], 훈련이 상사의 가족
친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들 연구는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 과정(behavioral 
processes)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10, 12]. 관리
자는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 
개인이 처한 상황적, 상사의 인구통계적 특성 요인에 따
라 관리자의 가족친화적 행동 수준이 다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상사에 따른 가족
친화적 행동 수준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
고자 다음과 같이 상사의 성별, 결혼유무 등과 같은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 수준 차이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은 조바심 등을 유
발하고 이는 곧 화, 불행,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3, 14]. 반대로 배우자의 감정
적 지원은 상대 배우자의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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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개인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상사, 즉, 결혼 경험이 있는 상사
는 부하직원이 일-가정업무를 양립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할 것이며 그래서 더욱더 가족친화적 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형성된 인식으로 인해 일반적으
로 회사에서 남성과 여성의 행동과 태도와 행동은 다르
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엄마로서 양육의 책임을 지고 남
성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인식됐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면 더 관계지향적 경향
이 있다고 했다[16]. 최근 가사업무 공동 분담에 대한 인
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여성이 아이와 
어른을 돌보고 가사업무를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
다. 그래서 여성은 높은 일-가정 갈등, 역할 과부화, 스트
레스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서 볼 때 여성은 남성보다 일과 가정 간의 균형을 이루
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남성과 비교해 일과 가정 양립의 문
제에 대한 더 높은 이해도와 수용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
된다. 그러므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상사의 결혼 
여부, 성별에 따라 가족친화적 행동수준이 다를 것이라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수준은 상사의 결혼여부,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2.2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과 종업원 업무성과
사회적 정보처리(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이론에 따르면[17], 종업원의 지각, 태도, 행동은 직장 내
에서 얻는 정보적 단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러한 영
향은 개인적인 성향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다른 것
이다. 사회적 정보처리이론의 기본 명제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이 결정되는 것은 그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상황 속에
서 접하게 되는 정보적 단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 조직 내에서 상사
의 가족친화적 행동의 실천은 상사가 종업원들에게 직장
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종업원 개인 가정에서의 삶도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신호를 바탕으로 종업원들은 상사의 행동을 더 긍정적으
로 해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종업원의 업무몰입과 같은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상사의 지원적 행동과 종업
원의 성과(예, 직무성과, 커리어 만족도 등) 간에 긍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5, 18]. 

앞서 논의한 사회적 정보처리이론과 선행연구자의 연
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은 종업
원의 업무몰입에 긍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은 종업원의 업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과 종업원 개인성과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이 종업원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
에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이 종업원의 가족 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종업원 업무성과
는 조직의 성장 및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때문
에 학문적 및 실무적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어왔다. 하지
만 종업원 가족 내에서의 역할성과는 개인이 느끼는 성
과수준이라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개인영역에서 자신감과 높은 성취도를 달성한 종
업원은 공적영역에서 또한 높은 실적 달성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과 종업원 
개인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조직관리 관점
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주관적 웰빙은 삶과 일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만족도 
수준을 말한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개인은 높은 수
준의 불안감, 우울 및 화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감정은 
일과 가정에서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것은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하다. 조직의 문제
를 보여주는 첫 번째 징후는 종업원의 낮은 감정적 몰입, 
낮은 주관적 웰빙 수준 등과 같은 성과변수로 표출되기 
때문이다[19].

한편 가족 내 역할성과는 가정에서 의무와 기대를 완
수하는 것을 말한다[19]. 가족 내 역할성과 개념은 개인
은 자기 자신을 특정한 사회적 기대와 관련하여 인지한
다는 역할 정체성(role identity)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
다. 개인은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예, 배우자, 부모, 종업
원, 친구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체성은 다른 사
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징지어진다. 그래서 가족 내 역할
성과는 종업원이 가족 내에서 부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배우자로서의 역할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과 관련된 책
임 및 행동과 관련이 있다. 

앞서 2.2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과 종업원 업무성과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업원 업무성과는 조직 내
에서 상사가 보여주는 행동과 지원 등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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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병행을 지지하는 상사는 종업원의 업무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성과에도 긍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일가양립 지원제도를 눈치보지 않
고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상사의 행동은 일-가
정 양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져 회사의 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일도 잘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자들은 종업원이 지각하는 상사의 지원과 종
업원이 일가정 양립에 대응하는 능력 간에 긍정적인 영
향 관계가 존재한다고 했다[5, 20]. 상사의 지원은 종업
원의 감정적 소진과 일-가정 갈등 발생 가능성을 낮춰주
고 우울감과 화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한다
[20, 21]. 이러한 결과는 상사의 지원이 종업원과 상사 
간의 높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종업
원의 웰빙 및 가족 내에서의 역할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은 종업원의 주관적 웰빙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은 종업원의 가족 내 역할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편의 표집법
(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설문 
대상은 불특정 직장인이며,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첫 페이지에는 설문참여 방법 및 
설문조사의 익명성이 보장됨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설문
문항에 사용되는 용어 중 ‘상사’는 응답자가 소속된 팀 혹
은 부서의 상사를 가리키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조사
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말까지 약 4달간 실시
하였다. 약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346부를 회수하
였다. 설문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322
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71.1%가 남성, 연령은 21~29세
가 29.5%, 40~49세가 27.6%, 30~39세가 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의 근속년수는 5~10년 미
만이 22.0%, 1~3년 미만이 18.6%, 1년 미만이 17.1%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위는 사원급이 39.4%, 임

원급이 20.8%, 대리급이 17.7% 등이었고,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이 78.6%, 대기업이 21.4%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사 성별은 남성이 87.6%, 여성이 10.2%로 나타났고, 
상사의 결혼여부는 기혼자가 82.9%, 미혼이 11.2%로 나
타났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자가 개발

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리커트 5점 척도
(매우 아니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였다.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은 Hammer 등(2009)이 가
족친화적 상사행동(Family Supportive Supervisors 
Behaviors; FSSB)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항목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10]. 본 연구에서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
동은 감정적 지원을 통해 일-가정 균형을 원하는 종업원
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관리자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상
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는 감정적 지지
(emotional support), 도구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 역할모델 행동(role modeling behaviors), 창
의적 일-가정 관리(creative work-family management)
과 같이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적 지지는 
종업원이 상사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다는 
지각과 종업원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상사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역할모델 행동은 상사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며 일을 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을 말한다. 도구적 지지는 종업원이 일과 가정에
서의 두 가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상
의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창의적 일-가정 관
리는 도구적 지지와는 달리 종업원 개개인의 요구에 대
응하여 지원하는 관리자의 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회사 내에 각종 가족친화적 정책 등이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
어지고 암묵적 지지를 보내는 상사의 감정적 지지가 실
질적으로 업무성과뿐만 아니라 종업원 개인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상
의 4가지 하위항목 중 감정적 지지로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을 측정하였다. 감정적 지지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문항은 ‘우리 상사는 내가 일도 하
면서 집안일 등을 챙기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기
울이다’와 같다.

업무몰입은 Schaufeli 등(2006)이 개발한 9개 문항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2]. 본 연구에서 업무
몰입은 종업원이 일을 추진하면서 활력, 헌신, 몰두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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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과 관련한 세 가지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활력은 일을 할 때 느끼는 에너지, 헌신은 자신
의 일에 대한 자랑스러움, 그리고 몰입은 일을 할 때 집
중하고 빠져드는 것을 말한다. 활력을 측정하는 주요 문
항은 ‘나는 회사에서 활기차다’, 헌신은 ‘나는 내 일에 대
해 열정적이다’, 몰입은 ‘나는 내일에 몰입한다’와 같다.

주관적 웰빙은 Banks 등(1982)이 개발한 6개 문항으
로 측정하였다[23]. 주관적 웰빙은 삶과 업무에 대해 지
각하는 만족 수준으로 정의하였고, 대표적인 질문 문항은 
‘나는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가사업무를 잘 수행한다’와 
같다.

가족내 역할 성과는 Chen 등이 개발한 8개 문항[19]
으로 측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역할 성과는 가
정에서 의무와 기대를 완수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대표
적인 질문 문항은 ‘나는 우리가정에서 필요한 가사업무를 
잘 수행한다’, ‘나는 우리가족에게 필요한 경우 조언을 해
준다’와 같다. 

3.3 분석방법
가설검증에 앞서 기초분석으로써 본 연구는 SPSS18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신뢰성분석, 타당성분석, 상관관
계 분석을 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t-test,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4.1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측정문항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확인하였으며, 모든 측정 변수들의 
Cronbach’s alpha 값(.86부터 .92까지)이 .60 이상이
었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계수가 .60 이상이 

되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Table 
1 참조). 타당성 검증을 위해 SPSS 통계프그램을 이용해 
탐험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은 4개, 업무몰입은 9개, 주관
적 웰빙은 6개, 가족내 역할 성과는 8개 문항으로 분류되
어 척도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
로 동일방법편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고, 첫 번째 성분이 총변동의 39.3%를 설명하고 
있어 첫 번째 요인의 설명력이 총 설명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아 동일방법편의로 인한 왜곡현상이 크지 않
음을 확인하였다.

4.2 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타당도 및 신뢰성 검증과 더불어 변수 간 상호관련성

을 확인하고자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
(FSSB), 업무몰입(work engagement),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 가족 내 역할성과(Family 
performance)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가 .322에서부터 .648로 나타났
고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에 판별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3 가설 검증결과

상사의 성별과 결혼여부에 따라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
동 수준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성별
과 결혼여부에 대한 t-test를 실시 하였고 그 결과가 
Table 3에 나타나 있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
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지
만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은 일부 지지가 되었다.

Variables M S.D α 1 2 3 4 5 6
1. FSSB 3.44 .81 .92 1.00
2. Work engagement 3.67 .68 .92 .403** 1.00
3. Subjective Wellbeing 3.55 .62 .86 .322** .648** 1.00
4. Family performance 3.60 .62 .91 .225** .381** .579** 1.00
5. Supervisor Gender .90 .30 - .021 .073 .055 -.031 1.00
6. Supervisor marriage .88 .32 - .157** .131* .181** .092 .112 1.00
Notes: **p<.01, *p<.05, α = Cronbach’s alpha coefficient estimates.
FSSB: Family supportive supervisor behaviors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s alpha, correlations         (N=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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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322)
Gender M SD t p
male 3.449 0.818 0.369 0.713female 3.393 0.819

*p < .01.
Marriage M SD t p
married 3.506 0.814 2.757 0.006non-married 3.111 0.752

*p < .01.

Table 3. T-test results(H1)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이 종업원의 업무몰입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상사의 가족
친화적 행동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종업원의 업무몰입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R2이 
.162로 약 16.2%의 설명력, 즉 독립변수인 상사의 가족
친화적 행동이 종속변수인 종업원의 업무몰입의 16.2%

를 설명하고, Durbin-Watson의 값은 1.768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은 종업원의 업무몰입(β
=.403,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가 되었다.

  (N = 322)

Predictor 
variable 

Dependent variables
work engagement

B SE B β t p

FSSB
.335 .043 .403 7.784 .000*

R=.403, R2=.162 
F=60.586, p=0.000, Durbin-Watson=1.768

*p< .01.

Table 4. Regression result(H2)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이 종업원의 주관적 웰빙과 가

FSSB Work Engagement(WE) Subjective Wellbeing(SW) Family Performance(FP)
FSSB1 .178 .102 .873 .093
FSSB2 .193 .058 .887 .105
FSSB3 .181 .087 .897 .106
FSSB4 .231 .099 .854 .051
WE1 .685 .248 .127 .124
WE2 .802 .126 .141 .222
WE3 .829 .118 .119 .192
WE4 .769 .135 .176 .132
WE5 .585 .087 .155 .204
WE6 .738 .148 .130 .247
WE7 .779 .135 .172 .176
WE8 .825 .168 .091 .173
WE9 .791 .148 .098 .137
SW1 .451 .245 .037 .584
SW2 .450 .123 .090 .639
SW3 .333 .139 .117 .760
SW4 .185 .364 .026 .671
SW5 .199 .321 .150 .736
SW6 .259 .446 .168 .484
FP1 .107 .801 .127 .136
FP2 .120 .829 .144 .135
FP3 .114 .698 -.035 -.001
FP4 .147 .788 .073 .180
FP5 .120 .767 .046 .216
FP6 .168 .763 .075 .204
FP7 .210 .680 -.014 .266
FP8 .120 .688 .076 .118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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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내 역할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과 4를 검
증하기 위해 단순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R2이 .104로 약 10.4%의 
설명력, 즉 독립변수인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이 종속변
수인 종업원의 주관적 웰빙의 10.4%를 설명하고, 
Durbin-Watson의 값은 1.947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6에서도 R2이 .051로 
약 5.1%의 설명력, 즉 독립변수인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
동이 종속변수인 가족내 역할성과의 5.1%를 설명하고, 
Durbin-Watson의 값은 1.851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와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은 종업원의 주관적 웰빙(β
=.322, p<01)과 가족 내 역할성과(β=.225, p<01)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과 
4는 지지가 되었다.

  (N = 322)

Predictor 
variable 

Dependent variables
subjective well-being

B SE B β t p

FSSB
.244 .041 .322 6.018 .000*

R=.322, R2=.104 
F=36.212, p=0.000, Durbin-Watson=1.947

*p< .01.

Table 5. Regression result(H3)

  (N = 322)

Predictor 
variable 

Dependent variables
family performance

B SE B β t p

FSSB
.173 .042 .225 4.086 .000*

R=.225, R2=.051
F=16.698, p=0.000, Durbin-Watson=1.851

*p< .01.

Table 6. Regression result(H4)

5.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상사는 회사를 가족친화적 분위기로 만들 수 있고
[24], 종업원이 지각하는 가족친화 지원 유형과 가족친화 
지원 수준[6]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 수준이 
다른지 파악하는 것은 조직과 개인 근로자에게 모두 중

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상사의 가족 친화적 행동수준이 달라지는지 파악하고 하
였다. 우선 성별과 결혼유무에 따라 상사의 가족 친화적 
행동 수준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
증 결과 상사의 성별에 따라 상사의 가족 친화적 행동 수
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유무에 따라서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더 관계 지향적이어서[16] 일-가정 균형에 더 관심이 있
고 일가정 양립에 더 많은 이해와 수용성을 가질 것이라
는 생각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맞벌이 부부
가 늘어가고 공동 육아, 공동가사분담 등 남녀가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본다면 성별 차이에 
따라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 수준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놀라운 결과가 아닌 듯 하다. 하지만 상사의 결혼유
무에 따라 가족 친화적 행동 수준이 다른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있는 상사는 종업원들이 겪는 일-
가정 양립관련 어려움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며 그래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를 제공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조직 내 중간관리자
들이 종업원이 겪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해 동질
감을 가지고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이 종업원의 업무성과(업무몰
입)과 개인성과(주관적 웰빙과 가족 내 역할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종업원의 업무몰입, 주관적 웰빙, 
가족 내 역할성과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업원이 상사로부터 지원을 받
을 때 종업원은 일-가정 갈등문제를 잘 해결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은 관리자
들이 기업의 가족친화 정책 및 제도 등을 조직 구성원에
게 전달하고 구성원들이 겪는 일-가정 갈등 경험을 최소
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상사의 가족
친화적 행동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지속적으
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상의 가설 검증결과는 상사의 행동이 종업원 업무
성과 및 개인성과에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내 관리자는 가족친화적 행동
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는 기존 연구결과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25]. 상사
의 가족친화적 행동은 훈련 가능한 기술로 여겨지며, 기
업은 관리자들이 어떻게 가족친화적 행동을 구현할 것인
가와 종업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생산적
인 업무행동을 하지 않도록 훈련받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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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훈련은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 실천과 비생산
적인 행동을 금지하도록 하여 이것은 조직 수준의 목적
달성(예, 종업의 증가된 업무 몰입)과 종업원 개인 성과
(주관적 웰빙과 가족 내 역할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리자를 채용할 때 상사
의 가족친화적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관
리자를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훈련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사의 가족
친화적 행동은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지원
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Odle-Dusseau 등(2012)도 가족친화 혜택과 같은 공
식적인 지원보다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이 종업원이 일
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25]. 만약 조직이 비용 때문에 가족친화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면, 가족친화적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가 있다는 것이 종업원의 업무
성과의 개인성과에 긍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모든 연구가 그러하든 본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은 변

수를 추가하여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수준이 어떤 요인
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어느 한 시점에 실시된 횡단적 연구이기 때문
에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해 
상사의 가족친화적 행동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이것의 효과성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4가지 가족친화적 행동수준 
중에서 감정적 지지만을 요인으로 활용하였으나 추후 연
구에서는 4가지 요인을 모두 측정변수로 추가하여 4가지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결과변수에 더 영향을 주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 검증을 위해 사용된 표
본에서 기혼과 미혼,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의 표본수 차
이는 분석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선정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였는데, 이렇게 수진된 데이터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항(social desirability bias)
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심
층인터뷰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문참여 응답
자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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