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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능여부가 조절효

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여성

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

milies)’4차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3차 조사 및 4차 조사 당

시 임금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 조건

을 만족하는 여성 임금근로자 중 부적절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2,199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Porter & Steers(1973)가 제시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론을 활용하여 조직특성요인 및 작업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능여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조직특성요인과 작업환경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족친

화제도의 이용 및 활용가능여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족친화제도의 이용 

및 활용가능여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직특성요인에 대한 검증결과 급여가 높을수록, 급여만

족도, 개인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 성과인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는 직무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작업환경요인에 대한 검증결과 동료관계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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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 영향력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능 정도는 여성 임금근로

자의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

적으로 분류해 보면 재정지원제도 및 돌봄 시설지원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능 정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조직특성 및 작업환경 요인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서 가

족친화제도 제공정도와 활용가능정도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급여수준, 급여만족, 근로시간 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에 부(-)의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 동료관계 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는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

능 정도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

우자육아휴직, 유연근무, 육아기 단축근로 등 근로기간 및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능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친화제도가 급여수준 및 급여만족도가 낮거나 근로시간에 대

한 만족도가 낮은 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동료관계에 대한 만족도

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추

정할 수 있다. 

주요어 : 여성근로자, 직무만족, 가족친화제도

학 번 : 2009-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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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며,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정

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강신욱, 2005) 2017년부터는 인력부족 현

상이 심화되고 대졸 신규인력 역시 2013년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29만9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어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고

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덜 참여하거나 배

제된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한국노동연구원, 2015)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현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띄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3%로 2000년 

대비 2.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과의 경제활동참가

율 격차는 22.7%p로 2000년 대비 2.9%p 감소하는 데 그쳐 성별 간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우리나라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단위 : %)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전체 61.2 62.0 62.1 61.9 61.5 61.0 61.3 62.4

남자 74.4 75.0 75.0 74.1 73.5 73.0 73.3 74.0

여자 48.8 49.8 49.9 50.3 50.0 49.4 49.9 51.3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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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여성 고

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낮은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요

OECD국가의 출산율과 여성고용률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여성고

용률이 높은 나라에서 출산율 역시 높고, 여성고용률이 저조한 나라

에서는 출산율 역시 낮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

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명확한 M자형을 보여 생애주기 상 결혼과 출산

시기에 여성의 경력단절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들

어 M자형이 다소 약화되는 동시에 연령대도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30대 중반을 전후하여 M자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

유진, 2013 재구성)

  기혼 근로자의 성역할 태도와 일-가정 지향성이 일-가정 갈등과 

촉진 그리고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 결

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고 일-가정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는 여성이 직무를 포기

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한지숙·유계숙, 2007) 최근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인식을 공유하는 사회로 가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성이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여

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장기적으로 여성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가정에서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식의 개선과 정책

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

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가지고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하다. 여성이 일-가정 양립을 추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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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있는 제도를 지원하고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무만족도가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게 확인되어 왔으며, 

직무만족이 낮은 경우 갖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은 근로자의 전반적

인 복지를 위협하고 이직동기를 증가시키게 된다. (박주령, 2012) 

  결과적으로 미래의 생산가능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유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가정에 대한 

부담을 더 갖는 여성에 대한 가족친화제도가 잘 갖춰지고 이를 효

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직무만족도를 높여 경력단절을 막고 생산성

을 높일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의‘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단절 후 임금이 더 낮은 직장에 취업한 데 따

른 임금손실액, 재취업에 들인 교육훈련비,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쓰는 예산 등을 추계하여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한 경

제적 손실이 연간 1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활

용가능성을 높여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근로자의 직무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간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오랜 기간 다수 이루어졌다.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 향상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간호사, 여성공무원, 기혼여성, 자녀를 둔 

여성 등 특정직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여러 변수 중 하나

로 남녀 간 차이를 분석하는 정도에 한하고 있다.

  또한, 가족친화제도나 모성보호제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 역시 다수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가족

친화제도의 존재여부 정도를 변수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각 제

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있다. 일부 연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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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무제도를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기업에서 제공하

고 근로자가 활용가능한 가족친화제도가 여성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능

여부가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변수의 설정과 관련하여 가정에 대한 책임을 더 요구받는 여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친화제도 중에서도‘시간’의 활용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근무시간 지원제도와 재정지원제도, 

돌봄 시설지원제도로 나누어 변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가

족친화제도의 조절효과 검증 시, 제도의 제공정도 뿐 아니라, 활용

가능 여부까지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의 설정에 있어서도 기혼 여성 뿐 아니라, 미혼상태의 여

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 임금근로자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

다. 이는 일반적으로 미혼여성보다는 기혼여성에게 가족친화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하지만  

미혼상태이더라도 기혼여성근로자가 겪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기

업 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가능성이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여성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확인하고 이들 요인이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족친화제도가 갖는 조절효과에 대해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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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하는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앞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직무만족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추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가족친화제도의 조절효

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직무만족

 1. 직무만족의 개념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은 직무와 관련하여 갖게 되는 태도 중 

하나로 조직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는 중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다

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다.

  직무만족의 최초 연구자인 Hoppock(1935)은 직무만족을‘사람이 

자신은 직무에 만족한다’라고 말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심리적·

생리적·환경적 상황의 조화라고 정의하였다.

  Smith(1955)는 직무만족을‘각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하여 경

험하는 모든 감정의 총체 또는 이러한 모든 감정의 균형 상태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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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태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이후 연구를 통

해 직무만족은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개인이 조직

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차원들은 대략 직무자체, 승진, 임금, 상사

(감독자), 동료 등 다섯 가지 요인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하였다. 

(Smith et al.(1969)

  Porter & Lawler(1968)는 직무만족을‘구성원이 실제로 얻은 보상

이 정당하다고 정의되는 보상의 수준을 초과한 정도’라고 정의하

였으며 보상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직무에 불

만족한 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Alderfer(1972)는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무에 대하여 가치는 일련

의 태도이며 직무 또는 직무수행의 결과로 충족되어지는 긍정적인 

정서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Locke(1976)는 직무만족이란‘개인이 직무나 직무경험에 대한 평

가의 결과로 얻게 되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상태’로 정의하였다.

  Poter & Steers(1979)는 직무만족을 크게 내재적 만족(internal sati

sfaction)과 외재적 만족(external satisfaction)으로 구분 하였는데 내

재적 만족은 개인의 감정, 신념, 태도 등과 같은 심리적 상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외재적 만족은 내재적 만족과 보상, 작업환경, 승

진 등 직무수행의 결과에 따라 얻어지는 보상가치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Lichtenstein(1984)는‘직무에 대한 태도의 하나로서 인지·정서·

행위의 복합체이므로 실제로 관찰되는 것처럼 정확하지는 않고, 구

성원의 행위나 언어적 표현으로 추론되는 것으로, 복합적인 개념’

으로 정의하고 있다.

  오석홍(2013)은 동기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인 태도 중

의 하나로‘개인이 자기 직무에 대해 갖는 느낌의 집합’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 직무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자기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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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을 가지며 직무만족도가 낮은 사람은 자기 직무에 대해 부정적

인 느낌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정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직무만족은‘직무와 연

관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하여 개인이 갖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직무만족과 조직성과

  직무만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는 학자들 간 의

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Schwab & Cummings(1970)와 Iaffaldano et 

al(1985)은 직무만족과 조직성과 간 관계가 낮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

다고 주장한 반면, Judge et al(2001)은 직무만족과 조직성과를 측정

하는 척도와 측정 방법을 달리할 경우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상

승한다고 주장하였다. 

  직무만족과 성과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외에 직무만족과 성과 

간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에 관한 연구에 대해 이루어지

고 있으며 Jacobs & Solomon(1977)은 보상조건이나 자존감을 

Organ(1977)은 생산성 압력, 상호규범 등의 변인이 매개 또는 조절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이건혁, 2013 재인용)

  직무만족이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의 연구문제 

외에도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 Dickter, Roznowski, & Harrison(1996), Hom & 
Griffeh(1991)는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주
장하였으며, Cohen & Golan(2007)은 조직원들의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을 높여 주는 것이 결근과 이직 의도를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lavi(2004)는 직무만족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근속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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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이 길어져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를 통

해 조직의 산출과 경제적 이익의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

면, 직무에 만족하지 않는 구성원들은 쉽게 이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였다.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직 구

성원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다양한 매개 또는 조절변수를 통해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조직의 효과

성을 높여줄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3.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가 다양한 만큼 직무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도 다양하다. 직무만족에 대한 개

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정의 및 척도를 활용하여 

직무만족도 및 관련 변인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Porter & Steers(1973)는 직무만족요인을 조직특성요인(급여와 승

진기회, 회사정책과 절차, 조직구조), 작업환경요인(작업집단 규모, 

동료 및 작업자와의 관계, 작업조건), 직무내용요인(직무범위, 역할모

호성과 역할갈등), 개인적요인(연령과 근속, 성격)의 네 분류로 나누

고 있다.

  Hackman & Oldham(1976)은 직무특성이론을 통해 종업원들의 주

요 직무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직무 특성을 기술 다양성

(skill variety), 과업 정체성(task identity), 과업 중요성(task 

significance), 자율성(autonomy), 피드백(feedback) 등의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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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나누어 핵심 직무 특성이 종업원의 주요 심리 상태에 영

향을 미치며, 이것이 다시 종업원의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Judge et al.(1997)의 핵심자기평가모형(core self-evaluation)은 직

무만족의 개인적인 원천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특성을 통합하기 위

한 모형이다. 개인이 느끼는 직무 만족을 결정하는 데에는 자존감,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 통제 소재, 신경증의 네 가지 요소가 존재하

며 높은 자존감과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 내적 통제 소재, 그리고 

낮은 신경증은 높은 직무 만족으로 이어진다.

  이 외에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

양하며 주요내용은 < 표2-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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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직무만족 영향요인

  (이영면 2008, 유수현 2013 재구성)

연번 학자 요인

1 Reynolds & Shister(1949)

직무 독립성, 동료와의 관계, 공정한 

대우, 직무관심, 직무의 물리적 특성, 

임금, 고용안정

2 Ash(1954)

인성요인(personality integration), 보

상, 효율적인 관리, 직속상사, 전반적 

직무만족, 동료와의 관계

3 Smith, Kendall, & Hulin(1969) 직무자체, 임금, 승진, 감독, 동료관계

4 Porter & Steers(1973)

조직특성요인(급여와 승진기회, 회사

정책과 절차, 조직구조), 작업환경요

인(작업집단 규모, 동료 및 작업자와

의 관계, 작업조건), 직무내용요인(직

무범위,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 개

인적요인(연령과 근속, 성격)

5 Locke(1976)
작업, 임금, 승진, 인정, 복리후생, 작

업조건, 감독, 동료, 회사 경영방침

6 Hackman & Oldham(1976)

기술 다양성(skill variety), 과업 정체

성(task identity), 과업 중요성(task sig

nificance), 자율성(autonomy), 피드백

(feedback)

5 Cranny, Smith, & Stone(1992)
내재적 요인(직무자체), 외재적 요인

(급여, 승진, 동료, 감독)

8 Judge et al.(1997)
자존감,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 통제 

소재, 신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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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에서 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종의 

특성과 결혼유무, 성별에 의한 간접효과 등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

지거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의 하나로 성별을 변수로 투입하여 기

술통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직무만족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임금수준과 직

무만족 간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최병우(2004)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무만족에 임금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는 결과

를 도출하였다. 반면, 이동선 등(2013)은 여성의 직무만족에 임금수

준의 영향력이 적게 나타나는 효과는 남성이 가정을 부양하는 것이 

일반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일 뿐 실제로 여성이 임금수준에 

따른 직무만족이 남성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정광호․김태일(2003)은 근로

기준 준수여부나 근로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공공부문에 고

용된 여성이 사부문에 고용된 여성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다고 보았

다. 이는 공공부문의 근로환경 뿐 아니라 선도적인 정책수행 기능을 

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책임으로 인해 여성을 위한 제도를 선제적으

로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숙연(2015)은 정규직 여성이 비정규직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은 

것은 실제 근로조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대부

분을 여성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정규직을 가졌다는 것에서 

직무만족 수준을 올리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

였다. 또한, 조직규모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여성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질 개연성이 있으며, 법적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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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순응압력이 높아 법적 근로조건이나 기준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와 함께 (기혼)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비율이 조

직규모가 클수록 높고 실제 활용 역시 규모가 클수록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하였다.

제 2 절 가족친화제도

 1. 가족친화제도의 개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

친화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즉 가족

친화제도란 가족친화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를 의

미한다. 동 법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지원제도,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2> 가족친화제도의 분류

구분 세부 지원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
원, 자녀교육지원프로그램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부모 돌봄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근로자 지원제도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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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기업에서의 가족친화제도 개념을“가족의 자원과 아동발

달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족 생활의 조화를 

촉진하고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일과 양육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

혀주며 양성평등한 고용기회를 촉진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가족친화제도는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용이하게 해주는 정책

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기업발전전략의 측면에서, 

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경력단절의 극복, 가정안정 등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어 결국 우리사회에서의 일자리창출, 경제발전과 가족

친화문화 확산에 필요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문은영, 2010)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한 개념은 시기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

의되어 왔다. 가족친화제도는 학자에 따라 가족친화적 복지정책, 가

족친화제도,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으로 불린다. 또는 근로자들이 직

장에서의 요구와 부모로서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기업 내부의 제도, 조직 구성원이 가정과 직장에서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를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 가족을 

지원하는 체계, 가족책임이 있는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혜

택을 주는 정책, 남녀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영역의 일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문은영, 2010)

 2.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성과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는 이미 1980년대부터 일-가족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친화제

도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기업차원에서 이를 적극 

도입하고 시행해왔다. 서구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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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 근로자들의 임신,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

켜주기 위하여 모성보호와 보육관련제도에 초점을 둔 출산･양육지

원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유계숙, 2006). 

  가족친화제도 도입과정 및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김경희 등(2008)은 가족친화 고용정책의 기업수용성 분석을 통해 

유연근로제도를 포함한 가족친화 경영의 기업수용성은 출산과 양육

친화단계에서는 높지만, 가족친화적 경영수준으로는 확장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업특성을 성(gender)과 시장가치에 따라 구분

하여 유연근로제도의 수용성이 어떤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적-고시장성 기업일수록 보다 높은 수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 

결정요인 도출 결과 비정규직 활용과 유연근로제도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영진 등(2008)은 2005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1,905개 기업)를 

분석하여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결정하는 선행요인 및 결과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여성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법

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측면을 강

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사부서가 외부정보를 더 많이 활

용하고, 동종업계 대비 임금수준이 높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리

고 노조가 존재하며, 기업경영체제가 소유경영체제보다는 소유와 경

영이 완전히 분리되고, 외국인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가족친

화제도를 더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친화제도의 

시행은 종업원들의 자발적 이직을 줄이고, 기업의 성과를 높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숙․유계숙(2009)는 147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장애요인과 탄력적 근무제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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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분석한 결과,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비

용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8가지 장애요인을 

추출하였다. 장애요인은 대체인력의 부족 및 평등에 관한 관심부족, 

가족보다 친구를 중요시하는 문화,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확신 부

족, 제도에 대한 정보의 부족, 의사소통의 부족, 잠재적인 생산성 손

실, 행정 처리의 어려움, 구조적인 문제 등이 장애요인이다. 

  김혜원(2011)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

여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1인당 매출액을 제외한 이직률, 주관적 기업성과 판단, 근로자 

주도적 혁신 등의 지표들은 가족친화지수에 의해 유의하게 긍정적

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족친화지수를 세분할 경우 유연한 근로시

간제도 및 단시간근로의 활용은 노동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친화제도는 기업의 성과에 직․간
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비용에 대한 부담, 제도

의 효과성에 대한 확신 부족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3. 가족친화제도와 직무만족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한 일부 연구는 동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직

업만족도, 이직의도, 조직몰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가족친화제도와 직무만족도 간 관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유연근무제도는 

기업의 매출액증가와 이직의도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 유연근무제도가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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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기선·장은미(2005)는 가족친화적 정책이 종업원들의 조직 몰입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11개 기업 351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

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휴직제도, 탁아/노약자부

담 지원제도, 가족친화적 작업관리방식 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

과 회사차원에서 가족 친화적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정도는 종업원

의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종업원들

이 회사의 가족 친화적 정책 활용에 대해 인지도가 높을수록 조직

몰입도 높아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가족 친화적 정책의 인지

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는 남성 종업원들보다 여성 종업원들의 

경우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서 성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음을 발견

하였다. 

  유계숙(2007)은 자녀를 둔 기혼 남녀근로자 235명을 대상으로 자

가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규모와 근로자의 성

별 및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은 근로자의 

직업만족도와 직무성과를 증가시키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 규모와 근로자의 

성별 및 자녀수를 통제하고,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시행도 역시 동일

하게 통제한 경우, 근로자의 제도 이용도는 직업만족도, 이직의도, 

직무성과 모두에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영항을 미치지 않았다. 이 연

구를 통해 가족친화제도는 직업만족도와 직무성과 증가, 이직의도 

감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국내 기업의 근로자들이 자사

에서 시행하는 가족친화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은미(2009)는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경우 일이 가정생활에 미

치는 영향으로 인한 갈등이 심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가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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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간보다 4배 정도 많아 가사와 육아부담이 크며 직장 내 가족친

화제도의 시행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급여가 많을수록, 평균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직장 내 성차별이 심할수록, 직장 내 시행되는 가족친화제도가 많을

수록 직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은정, 신은종(2010)은 여성인력패널을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제

도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재무성과와 여성의 

이직의도를 중심으로-를 실시한 결과, 개별 제도차원의 분석에서는 

생리휴가제도, 보육비지원제도가 기업의 재무성과 향상과 이직의도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택근무제도는 

매출액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

제도는 매출액 증가와 이직의도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유연근무제도는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 

양립제도의 범주에 있다 하더라도 성격에 따라 조직의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기업은 제도의 설계 및 도입에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유연근무제도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반대의 연구결과도 있다. 민경

률, 박성민(2013)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실시되고 있는 유연근무제가 조직효과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연구 결과, 조직 구성원들이 개인의 상

황에 따라 적합하게 유연근무제를 이용할 경우, 유연근무제는 구성

원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권태희(2010)는 여성인력패널조사 여성 관리자패널(100인 이상 기

업에 종사하는 대리직급 이상 기혼 여성 관리자 1,234명)을 활용하

여 유연근무제도의 두 가지 형태인 직무의 유연성과 탄력적인 근로

시간제도(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가 직장·가정양립 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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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한 결과 직무의 유연성은 여성 관리자들의 

직장·가정생활 만족도를 개선시키며 역할갈등은 낮추는 것으로 나

타났다.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도 중 시차출퇴근제도는 직장만족도에

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역할갈등을 낮추는 데에는 무

관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재택근무제는 가족생활 만족도만 개선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맞벌이 일수록，

장시간 근로를 하는 여성 관리자일수록 직장·가정앙립수준을 저하

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권순원 등(2011)은 기혼여성의 직장-가정 갈등요인을 일-가정과 가

정-일 양방향의 갈등을 척도로 구성해서 직무만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이 직장-가정 갈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다는 이전 연구 결과와는 달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휴가 및 휴직제도가 일-가정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직장-가정 갈등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직무만족은 줄어드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유수현(2013)은 여성가족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혼여성 근로자

의 일-가정갈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기혼여성 근

로자의 경우 일-가정 갈등(WIF) 및 가정-일 갈등(FIW)과 직무만족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육아휴직제도 및 직장보육시설 제공여

부에 따라 가정-일 갈등(FIW)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영향이 조절됨을 

밝혀냈다.

  가족친화제도와 직무만족도 간 관계 및 각 연구에서의 가족친화

제도의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 < 표2-3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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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가족친화제도와 직무만족 관계 선행연구

연번연구자 가족친화정책 분류 주요결과 분석자료

1
정기선
장은미
(2005)

‧휴직제도‧노약자부담 지원제도‧가족친화적 작업관리

‧정책 인지도와 조직몰입도 간 
정의 관계에 있으며 여성에 효
과가 더 강하게 나타남

11개 기업 
351명 

근로자 설문

2
유계숙
(2007)

‧탄력근무제도‧휴가‧휴직제도‧보육 및 돌봄제도‧근로자지원제도‧경제적지원제도

‧가족친화제도는 직업만족도와 
직무성과증가, 이직의도 감소
에 긍정적 영향‧근로자가 제도를 자유롭게 이
용하지 못하고 있음

자녀를 둔 
기혼 남녀
근로자 235명 
설문조사

3
조은미
(2009)

제도의 제공유무‧모성보호제도‧자녀양육지원‧탄력적근무제도 

‧월평균급여가 많을수록, 평균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정규직
이 비정규직보다, 직장 내 성
차별이 심할수록, 직장 내 시
행되는 가족친화제도가 많을수
록 직무에 만족

여성가족
패널(1차) 중 
기혼여성

4
안은정
신은종
(2010)

제도의 도입유무‧모성보호제도‧유연근무제도

‧생리휴가제도, 보육비지원제도
가 기업의 재무성과 향상과 이
직의도 감소에 유의한 영향‧모성보호제도는 매출액 증가
와 이직의도 감소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반면, 유연근무제
도는 모두 부정적 영향

여성인력패널 
여성
관리자

5
민경률 
박성민
(2013)

‧유연근무제

‧조직 구성원들이 개인의 상황
에 따라 적합하게 유연근무제
를 이용할 경우, 유연근무제는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시
키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킴

미연방정부
공무원 대상 
Survey(2012)

6
권태희
(2010)

‧직무의 유연성‧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직무의 유연성은 직장, 가정생
활 만족도를 개선시키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중 시차출퇴근제
도만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

여성인력
패널 중 
기혼 여성 
관리자

5
권순원 등
(2011)

‧휴가 및 휴직제도

‧휴가 및 휴직제도는 일-가정 
갈등에 유의한 영향‧직장-가정갈등 인식과 직무만
족 간 부적 영향

여성가족
패널(2차)
기혼여성
근로자

8
유수현
(2013)

‧육아휴직제도‧직장보육시설 제공여부

‧일-가정 갈등(WIF) 및 가정-일 
갈등(FIW)과 직무만족도 간 유의‧육아휴직제도 및 직장보육시
설 제공여부에 따라 가정-일 
갈등(FIW)의 직무만족도에 대
한 영향이 조절됨

여성가족
패널(2차)
기혼여성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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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족친화제도의 조절효과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가족친화제도 자체를 조절변수로 설정한 경우는 그 수

가 매우 적다.

  가족친화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별도의 조절변수를 설정하여 조

절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영조, 이유진(2012)은 276명의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가족친화제도의 시행여부 및 이용여부가 여성 근로자

들의 경력몰입과 이직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족친

화제도와 경력몰입 및 이직의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원이 조

절효과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기업이 도입 시행하

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몰입을 높여주고 이

직의도는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상사 

및 가족의 지원은 가족친화제도와 경력몰입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몰입에 직접적인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동료의 지원은 가족친화적 제도와 이직의도의 관계

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김화연 등(2015)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종사자들을 구분하여 가

족친화제도, 일-가정 갈등, 그리고 가정 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특히, 본 연구는 가정 지지가 지닌 긍정적 시너지 효과에 초점

을 둔 연구로써 가정에서 여성의 근로를 배려하고 지지하는 정도에 

따라 가족친화제도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친화제도는 여성근로자의 일 초래 갈등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도구적 지지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

는 여성 근로자가 지원받는 가족친화제도의 일 초래 갈등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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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제도 자체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선

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혜련, 임정희(2000)는 국내기업(204명)에 근무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가장 많이 

지각하는 갈등의 유형은 무엇이며 이들 갈등 유형이 각각 경력몰입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덧붙여 직장-가정 갈등과 경력몰입의 

관계에서 개인의 성취동기와 조직의 가족친화적 복지제도가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기혼여성들

이 시간근거 갈등 및 긴장근거 갈등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경력

몰입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근거 갈등이 긴장근거 

갈등보다 경력몰입에 대한 부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개인의 성취동기 수준에 의해 시간근거 갈등 및 긴장근거 갈

등과 경력몰입의 관계가 조절되었다. 셋째, 가족친화적 복지제도의 

시행정도에 따라 시간근거 갈등 및 긴장 근거 갈등과 경력몰입의 

관계가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덕, 송광선(2009)은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행정직원들이 지각하

게 되는 일-가정갈등의 유발요인과 완화요인(가족친화경영, 가족지

원)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가족친화적 정책의 시행정

도는 직무특성과 WIF와의 관계에 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가족친화적 조직 분위기는 직무특성과 WIF, FIW 모두에서 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가족지원의 조절효과에서 도구적 지원과 정서

적 지원은 가족특성과 WIF, FIW 모두에서 부(-)의 조절효과가 나타

났다 

  이지선, 최영훈(2013)은 여성가족패널의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근로

자 316명을 대상으로 직장-가정 갈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확인하고 직장에서 제공되는 복리후생제도가 조절효과를 나타

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장-가정 갈등의 하위 차원인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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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간 갈등과 가정 직장 간 갈등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직장-가정 갈등과 직무만족의 관계

에서 복리후생제도가 가정 직장 간 갈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조

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친화제도 자체를 조절변수로 활용한 

연구의 대다수는 일-가정 간 갈등 관점에서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에 비해 가정에 대한 책임을 더 부여받는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받는 직무 스트레스에 더해 가사노

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4

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가정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51.4%로 38.9% 수준인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근로시간 뿐 

아니라 가사노동 시간까지 제외한 개인 시간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친화제도는 여성 근로자가 직장에서 

가정으로 돌아가 수행해야 할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거나 

가사노동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일-가정 갈등의 해소기재가 

아닌 여성 근로자 개인시간 확보 수단 측면에서 접근하여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조절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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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가족친화제도 관련 조절변수활용 선행연구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Porter & Steers(1973)가 제시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 을 활용하고자 한다. 네 가지 요인은 각각 조직특성요

연번 구분 연구자 연구모형 분석자료

1

가족친화
제도를 
조절변수
활용

강혜련
임정희
(2005)

‧ 직장-가정 갈등과 경력몰입의 관계
에서 개인의 성취동기와 조직의 가
족친화적 복지제도의 조절효과

204명 
기혼여성
근로자 설문

이유덕
송광선
(2009)

‧ 직무특성과 가족특성이 일-가정 갈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에서 가족
친화경영의 조절효과

417명
대학행정
직원설문

이지선
최영훈
(2013)

‧ 직장-가정갈등이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복리후생제도의 조
절효과

여성가족패널
미취학자녀
316명

2

가족친화
제도를
독립변수

타 변수를
조절변수
활용

김영조
이유진
(2012)

‧ 가족친화제도와 경력몰입 및 이직
의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원
이 조절효과

276명
여성근로자

설문

3

민경률 
박성민
(2013)

‧ 유연근무제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에서 조직 내 개혁가치
의 조절효과

미연방정부
공무원 대상 
Survey(2012)

김화연
오현규
박성민
(2015)

‧ 공공 및 민간 조직의 가족친화제도가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에 미치
는 영향에서 남편의 도구적 지지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제4차
여성가족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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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Organization-wide Factors), 작업환경요인(Immediate work enviro

nment Factors), 직무특성요인(Job content Factors), 개인요인(Person

al Factors)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조직특성요인 및 작업환경요인과 관련하여 해당 분류에 맞

는 설문문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직무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도로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조직특성요인은 기업규모, 월 급여수준, 급여만족도, 개인발전가능

성 만족도, 성과인정 만족도로 구성하고 작업환경요인은 참여적 의

사결정,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근로환경 

만족도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가족친화제도가 근로시간 및 재정지원, 돌봄 시설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이와 

연관성이 높은 조직특성요인과 작업환경요인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가족친화제도는 크게 근무지원제도와 재정지원제도, 돌봄 시설 지

원제도로 구분하여 각 제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가

족친화제도의 조절효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제도의 제공여

부와 활용(가능성)여부에 대해 산술합계 점수를 부여하여 조절변수

로 활용하고자 한다. 

  근무지원제도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육아휴직, 탄력근

로‧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로 구성하고 재정지원제도는 

가족수당, 출산장려금, 보육비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구성하였

으며, 돌봄 시설지원제도는 직장보육시설로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조직특성 및 작업환경 요인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

족 간 관계를 분석한다. 두 번째, 가족친화 근로지원제도, 가족친화 

재정지원제도, 가족친화 돌봄 시설지원제도,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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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가족친화제도의 활용가능 정도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 

간 관계를 분석한다. 세 번째, 조직특성요인 및 작업환경요인과 직

무만족 간 영향관계에서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정도, 가족친화제도의 

활용가능 정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동 연구의 영향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Porter & 

Steers(1973)가 당초 제시했던 직무내용요인에 해당하는 직무-역량 

불일치 정도 및 개인 요인에 해당하는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자녀

동거여부(미취학 및 초중고 재학자녀에 한함)를 통제변수로 활용하

고자 한다.

  연구의 모형은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

조절변수

가족친화제도 제공정도

가족친화제도 활용(가능)정도

↓
독립변수

→
종속변수

조직특성요인

작업환경요인
직무만족도

통제변수

개인적 요인 / 직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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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가설

  조직특성요인 및 작업환경요인이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여부가 여성 임금근로자

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여부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구분으로 나

누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1) 조직특성요인 및 작업환경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설1. 조직특성요인은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기업규모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급여수준은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개인의 발전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임금근로자

의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5. 성과인정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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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2. 작업환경요인은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의사결정 영향력은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의사소통 및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2-3.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4.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여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3.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능 정도는 여성 임금근로

자의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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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여부의 조절효과

    가설4. 조직특성 및 작업환경요인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

족도 간 관계에서 가족친화제도 제공 정도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5. 조직특성 및 작업환경요인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

족도 간 관계에서 가족친화제도 활용가능 정도가 조절효

과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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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여성

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

milies)’4차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여성의 삶과 가족의 구조 

및 변화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규모로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실

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의 변화와 

일자리 경험과, 가족 관계 및 가치관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가

족형성 과정과 이벤트(event)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추적 조

사하는 종단조사이다(주재선 외. 2013).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 1차 웨이브 조사를 시작했으며, 만 19

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에 대한 전 영역

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단면 조사이다. 1차 조사 이후 2008년(2

차), 2010년(3차), 2012년(4차)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으며 2014년 패

널 데이터는 현재 미공개 상태로 4차 데이터가 공개된 가장 최신 

데이터에 해당한다. 

  여성가족패널 4차 조사 대상 중 3차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로 재

직하였고 4차 조사 당시에도 임금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는 근로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조직

에서 제공 및 활용가능한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될 것으

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의미하는 임금근로자는 

개인이나 업체에 고용되어 임금이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일자리를 의미하며 일거리나 일하는 장소가 매우 

불규칙한 경우에도 임금근로자로 포함하되, 일정 조건에 따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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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동 조건을 만족하는 여성 임금근로자는 2,202명이나 본 연구에서

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결측값을 나타내는 3명의 표본을 제외하고 2,

199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주요변수의 측정도구

   

  Porter & Steers(1973)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누면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 조직특성요인 : 급여, 승진기회, 조직구조 등

    ‧ 작업환경요인 : 관리유형, 참여적 의사결정, 동료작업자와의 

관계, 작업조건 등

    ‧ 직무내용요인 : 직무범위,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등

    ‧ 개인적 요인 : 연령, 근속, 이력 등

  가족친화제도는 근로지원, 재정 지원, 돌봄 시설지원 등 조직과 

작업환경과 밀접한 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네 가지 분

류 중 조직특성요인과 작업환경요인이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능 정도의 

조절효과를 보고자 한다.

  1) 독립변수 : 조직특성요인 및 작업환경요인

  조직특성요인 및 작업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기 위하여 여

성가족패널조사의 설문문항 중 일자리 관련 설문문항 중 일부를 활

용하며 세부 문항은 다음< 표3-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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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독립변수 하위문항

구분 문항 비고

조직특성
요인

기업규모 이 일자리의 직원수는 몇 명입니까?

급여수준
이 일자리의 한달 평균 급여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속형

급여만족도*
현재하고 있는 일의 임금수준에 대
한 만족도

5점척도

발전기회*
(승진기회)

현재하고 있는 일의 개인 발전가능
성에 대한 만족도

5점척도

현재하고 있는 일의 성과에 대한 인
정 만족도

5점척도

작업환경
요인

참여적 
의사결정*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결정권
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한다

4점척도

동료관계*
현재하고 있는 일의 직장 내 의사소
통 및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5점척도

작업조건*
(근로시간 
및 환경)

현재하고 있는 일의 근로시간에 대
한 만족도

5점척도

현재하고 있는 일의 근로환경에 대
한 만족도

5점척도

주) *표시는 수가 커질수록 부정적인 경향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역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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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속변수 : 직무만족도

  직무만족은 요인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지만, 요인의 구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

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먼저 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측정하는 전반적 직무만족도에 대한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는 Coo

k, Hepworth, Wall, & Warr(1981), Fields(2002), Spector(1997)이 있

다. 각 요인별로 측정된 결과를 임금만족도(pay satisfaction)나 리더

만족도(leader satisfaction)처럼 요인별 직무만족도를 그대로 활용하

기도 한다. 다만 그 활용빈도를 보면 전반적 직무만족도 활용도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요인별로 측정한 합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특정한 요인에 대해 만족도를 측정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연구는 상

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영면, 2008)

  본 연구에서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활용하고자 하며, 세부문항은 < 표3-2 >와 같다.

<표 3-2> 종속변수 하위문항

  3) 조절변수 :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능정도를 조절변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설문문항 중 일자리 관련 설문문항 중 

일부를 활용하며 세부 문항은 다음 < 표3-3 >과 같다. 

구분 문항 비고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전반적인 일의 만족도 5점척도

주) *표시는 수가 커질수록 부정적인 경향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역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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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조절변수 하위문항

  4) 통제변수

  Porter & Steers(1973)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조직 및 

작업환경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그 외의 직무내용요

인 및 개인요인은 통제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요인에 해당하는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자

녀동거여부 및 직무내용요인에 해당하는 직무-개인역량 간 불일치 

정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표 3-4> 통제변수 하위문항

구분 대상항목 비고

근로지원제도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육아휴직, 탄력근로‧시차출퇴근

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제공여부

활용가능여부

※ 각 제도별로 

활용가능할 경우

1로 변환하여

전체 산술합계

가족돌봄

지원제도

재정지원제도
가족수당, 출산장려금, 보육비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시설지원제도직장보육시설

구분 문항 비고

통제변수
개인적 요인

연령 연속형

학력(더미) 고졸이하=0

배우자 여부(더미) 배우자 없음=0

자녀동거 유무(더미) 미동거=0

직무요인* 일-업무능력 불일치 3점척도

주) 직무요인은 ‘수준이 매우낮다-수준이 약간 낮은편이다-수준이 맞다-수
준이 약간 높은 편이다-수준이 매우 높다’로 구성되어 있어 ‘수준이 매
우 맞지 않는다-수준이 약간 맞지 않는다-수준이 맞다’의 3단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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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관계 및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자료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여성가족패널조사 응답자 중 연구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여성 임

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표본의 특성 및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한다.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한다. 

  조직요인과 작업환경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족친화제

도의 이용 및 활용가능여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

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가족친화제도의 이용 및 활용

가능여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기조사된 여성패널조사 데이터의 설문문항을 활용하기 때문에 척

도가 다른 일부 변수에 대해서는 표준화한 값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가족친화제도의 이용 및 활용가능여부는 분류에 속한 각 제도에 대

하여 제공, 활용가능을 1점, 미제공, 활용불가능을 0점으로 처리하여 

합산한 값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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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조사의 표본 2,199명의 여성 임금근로자

의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 표9 >와 같다. 

  분석 대상 여성 임금근로자를 분류해보면, 대상의 94.0%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42.88세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졸이하가 1,273명으로 전체의 57.9% 

수준이다. 미혼,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없는 응

답자는 1,486명으로 전체의 67.6% 수준이며, 미취학 및 초중고 재학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여성은 1,120명으로 전체의 50.9% 수준이다.



- 36 -

<표 4-1> 분석대상 특성 기술통계

변수명 세부구분 N
비율
(%)

평균 표준편차

기업규모

5인미만 594 27.0

5~10인미만 438 19.9

10~30인  미만 477 21.7

30~100인미만 434 19.7

100~300인미만 122 5.5

300~1,000인미만 73 3.3

1,000인  이상 58 2.6

결측값 3 0.1

연령 2,199 - 42.88 11.33

학력

고졸이하 1,273 57.9

전문대졸 360 16.4

대졸 511 23.2

대학원 이상 54 2.5

결측값 1 0.0

배우자
유무

무 713 32.4

유 1,486 67.6

자녀동거
여부

동거 1,120 50.9

미동거 1,079 49.1

계 2,1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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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변수의 특성

 1. 주요변수 기술통계

  

  분석에 사용된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는 < 표10 >과 같다.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조직요인에 해당하는 급여수준은 월 평균 

140.16만원이고 급여만족도는 2.97, 개인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3.10, 성과인정 만족도는 3.04로 나타났다. 조직환경요인에 해당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은 2.23, 동료관계 만족도는 3.37, 근로시간 만족도

는 3.35, 근로환경 만족도는 3.31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는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3.22로 나타났으며 통

제변수에 해당하는 일-업무능력 일치 수준은 2.80으로 나타났다. 

  위 변수 중 중간 이하의 값을 나타내는 변수는 급여만족도로 나

타났으며 만족도를 측정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변수는 동료관계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났다. 

 

<표 4-2> 주요변수 기술통계

구분 변수 명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비 고

독립
변수

급여수준(만원) 3 700 140.16 88.659
급여만족도 1 5 2.97 .770

개인발전가능성 만족도 1 5 3.10 .767
성과인정 만족도 1 5 3.04 .767
참여적 의사결정 1 4 2.23 .765 4점척도
동료관계 만족도 1 5 3.37 .691
근로시간 만족도 1 5 3.35 .766
근로환경 만족도 1 5 3.31 .741

종속
변수 직무만족도 1 5 3.22 .701

통제
변수 일-업무능력 일치 수준 1 3 2.80 .456 3점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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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절변수 기술통계

  

  분석에 사용된 조절변수의 기술통계는 < 표11 >, < 표12 >, < 표

13 >과 같다. 

  가족친화제도 중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제도는 가족수당, 출산

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제

도의 활용 가능성은 가족수당, 출산휴가, 직장보육시설, 육아휴직 등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3> 가족친화제도 제공 및 활용가능 여부 기술통계

구분 제도명 제공
미제공

(미응답 포함)
활용가능

활용
불가능

(미응답 포함)

근로
지원

출산휴가 493 (22.4) 1,706 (77.6) 376 (17.1) 1,823 (82.9)

육아휴직 338 (15.4) 1,861 (84.6) 234 (10.6) 1,965 (89.4)

배우자 
육아휴직

  68 (3.1) 2,131 (96.9) 53 (2.4) 2,146 (97.6)

유연근무 119 (5.4) 2,080 (94.6) 101 (4.6) 2,098 (95.4)

육아기
단축근로

203 (9.2) 1,996 (90.8) 156 (7.1) 2,043 (92.9)

재정
지원

가족수당 553 (25.1) 1,646 (74.9) 487 (22.1) 1,712 (77.9)

출산장려금 157 (7.1) 2,042 (92.9) 118 (5.4) 2,081 (94.6)

보육비지원 72 (3.3) 2,127 (96.7) 53 (2.4) 2,146 (97.6)

자녀
학자금지원

151 (6.9) 2,048 (93.1) 114 (5.2) 2,085 (94.8)

시설
지원

직장
보육시설

304 (13.8) 1,895 (86.2) 260 (11.8) 1,939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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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 근로지원제도에 해당하는 제도 중 어느 것도 제공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677명으로 76.3% 수준이며, 모든 제도가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0명으로 1.8% 수준이다.

  가족친화 재정지원제도에 해당하는 제도 중 어느 것도 제공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602명으로 72.9% 수준이며, 모든 제도가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0명으로 2.3% 수준이다. 

  가족친화 시설지원제도에 해당하는 제도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응

답한 경우는 1,895명으로 전체의 86.2% 수준이다.

<표 4-4> 가족친화제도 제공 정도 기술통계

구분 제도 수 빈도 수 비율 평균 표준편차

근로
지원제도

0 1,677 76.3 

.56 1.156

1 144 6.5 
2 193 8.8 
3 89 4.0 
4 56 2.5 
5 40 1.8 

재정
지원제도

0 1,602 72.9 

.42 .860
1 420 19.1 
2 68 3.1 
3 59 2.7 
4 50 2.3 

시설
지원제도

0 1,895 86.2 
.14 .345

1 304 13.8 

전체

0 1,437 65.3 

1.12 2.149

1 280 12.7 
2 122 5.5 
3 83 3.8 
4 83 3.8 
5 53 2.4 
6 44 2.0 
7 28 1.3 
8 24 1.1 
9 14 0.6 
10 3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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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 근로지원제도에 해당하는 제도 중 어느 것도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793명으로 81.5% 수준이며, 모든 제도가 활

용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0명으로 1.3% 수준이다.

  가족친화 재정지원제도에 해당하는 제도 중 어느 것도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675명으로 76.2% 수준이며, 모든 제도가 활

용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4명으로 2.3% 수준이다. 

  가족친화 시설지원제도에 해당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고 응

답한 경우는 1,939명으로 전체의 88.2% 수준이다.

<표 4-5> 가족친화제도 활용가능 정도 기술통계

구분 제도 수 빈도 수 비율 평균 표준편차

근로
지원제도

0 1,793 81.5 

.42 1.025

1 133 6.0 
2 135 6.1 
3 63 2.9 
4 47 2.1 
5 28 1.3 

재정
지원제도

0 1,675 76.2 

.35 .768
1 391 17.8 
2 52 2.4 
3 47 2.1 
4 34 1.5 

시설
지원제도

0 1,939 88.2 
.12 .323

1 260 11.8 

전체

0 1,539 70.0 

.89 1.913

1 275 12.5 
2 112 5.1 
3 71 3.2 
4 55 2.5 
5 44 2.0 
6 29 1.3 
7 19 0.9 
8 23 1.0 
9 11 0.5 
10 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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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가설을 검증하기 전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변수 간 상관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 표4-6 >와 같다.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은 성과인정에 대한 만족과 개인의 발전가능

성에 대한 만족, 동료관계의 만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절변수인 가족친화제도 제공 및 활용가능 정도는 기업규모와 

월평균급여수준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규모와 급여수준은 조직의 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직의 

크기와 가족친화제도 제공 및 활용가능정도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족친화제도의 제공이나 활용 정도는 직무만족과 매우 높은 수

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상호작용항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경우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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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상관관계 분석결과

제 4 절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1단계에서 통제변수를, 2단계

에서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개인 및 직무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여부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Baron&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한 조절회귀분석을 실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통제변수를, 2단계에서 독

립변수와 조절변수를,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 설명력(R2)이 증가한 경우, 조절효과가 나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기업규모 1 　 　 　 　 　 　 　 　 　 　 　

②월평균급여수준 .379 1 　 　 　 　 　 　 　 　 　 　

③급여만족도 .110 .340 1 　 　 　 　 　 　 　 　 　

④발전가능성만족 .179 .364 .437 1 　 　 　 　 　 　 　 　

⑤성과인정만족 .206 .364 .498 .633 1 　 　 　 　 　 　 　

⑥참여적 의사결정.098 .273 .177 .278 .222 1 　 　 　 　 　 　

⑦동료관계만족 .156 .270 .363 .570 .512 .147 1 　 　 　 　 　

⑧근로시간만족 .149 .205 .350 .508 .440 .117 .509 1 　 　 　 　

⑨근로환경만족 .174 .286 .412 .581 .519 .193 .560 .675 1 　 　 　

⑩직무만족 .194 .361 .531 .654 .738 .222 .640 .597 .643 1 　 　

⑪가족친화제도 제공 수.476 .564 .223 .303 .314 .171 .256 .249 .275 .318 1 　

⑫가족친화제도 활용 수.426 .586 .215 .289 .323 .181 .236 .228 .258 .303 .8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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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구성되는 상호작용항은 독립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변수에서 평균값

을 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시켜서 상호작용항에 투입하였다. 

 1. 조직특성요인 및 작업환경요인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

만족 간 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변수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VIF계수를 확인한 결과 10을 넘지 않으며, Durbin-Watson 검정

결과는 2.016으로 이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개인 및 직무요인에 해당하는 연령, 학력, 배

우자 유무, 자녀동거 유무, 일-업무능력 불일치 정도를 통제한 상태

에서 조직특성 및 작업환경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 표4-7 >과 같다. 

  조직특성요인 중 급여수준, 급여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발전가능성

에 대한 만족도, 성과인정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났다. 즉,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급여만족도가 높을수록, 

개인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과인정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규모는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환경요인 중 동료관계 만족, 근로시간 만족, 근로환경 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동료관계 만족도가 높을

수록, 근로시간만족도가 높을수록, 근로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

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결정 영향력은 직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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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성과인정에 대한 

만족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동료

관계 만족, 근로시간 만족, 급여 만족, 근로환경 만족, 개인발전가능

성 만족, 급여수준 순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동 모형의 adjusted R2는 .708로 70.8%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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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변인: 직무만족도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40.424*** 　 .230

통
제
변
인

개인
요인

연령 -.070 -2.709*** .003 .196

학력(더미) .226 9.569*** .004 .252

배우자 유무(더미) .138 5.549*** .029 2.009**

자녀동거 여부(더미) -.008 -.312 -.011 -.811

직무
요인

일-업무능력 불일치 .213 10.560*** .026 2.164**

독
립
변
인

조
직
특
성

기업규모 -.002 -.170

급여
급여수준 .033 2.257**

급여만족 .111 7.873***

발전
기회

개인발전가능성 만족 .080 4.627***

성과인정 만족 .379 23.092***

작
업
환
경

의사결정 영향력 .010 .800

동료관계 만족 .195 12.658***

작업
환경

근로시간 만족 .154 9.421***

근로환경 만족 .127 7.179***

R2 .129 .710

R2
adj .127 .708

F 64.583*** 377.597***

주1) 정규성검토(정규확률도표) / 독립성검토(Durbin-Watson 2.016 / 다중공선성진단(VIF 10미만)
주2) *p<.1, **p<.05, ***p<.01

<표 4-7> 조직특성 및 작업환경요인-직무만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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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여부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

무만족 간 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변수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VIF계수를 확인한 결과 10을 넘지 않고, Durbin-Watson 검정

결과는 1.918으로 이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개인 및 직무요인에 해당하는 연령, 학력, 배

우자 유무, 자녀동거 유무, 일-업무능력 불일치 정도를 통제한 상태

에서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정도 및 활용가능 정도가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 표4-8 >과 같다. 

  가족친화제도의 제공정도와 직무만족도 간 관계는 p<.01 수준에

서, 가족친화제도의 활용가능 정도와 직무만족도 간 관계는 p<.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제공 및 활용가

능한 가족친화제도가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모형의 adjusted R2는 .176으로 17.6%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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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변인: 직무만족도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40.436*** 　 40.617***

통
제
변
인

개인
요인

연령 -.068 -2.620*** -.053 -2.102**

학력(더미) .230 9.803*** .156 6.587***

배우자 유무(더미) .137 5.568*** .118 4.921***

자녀동거 여부(더미) -.007 -.272 -.004 -.151

직무
요인 일-업무능력 불일치 .213 10.626*** .194 9.922***

독
립
변
인

가족친화제도 제공정도 .164 3.684***

가족친화제도 활용가능정도 .074 1.666*

R2 .131 .179

R2
adj .129 .176

F 66.285*** 68.012***

주1) 정규성검토(정규확률도표) / 독립성검토(Durbin-Watson 1.918 / 다중공선성진단(VIF 10미만)
주2) *p<.1, **p<.05, ***p<.01

<표 4-8> 가족친화제도 제공 및 활용가능정도-직무만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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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능정도가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동 제도를 특성에 

따라 근로지원제도, 재정지원제도, 시설지원제도로 세분화하여 제도

의 유형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변수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VIF계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0을 넘지 않고, Durbin-Watson 

검정결과 역시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개인 및 직무요인에 해당하는 연령, 학력, 배

우자 유무, 자녀동거 유무, 일-업무능력 불일치 정도를 통제한 상태

에서 가족친화 근로지원제도, 가족친화 재정지원제도, 가족친화 시

설지원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능정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 표4-9 >, < 표4-10 > 과 같

다. 

  가족친화제도 중 근로지원제도의 제공 및 활용 정도가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

났다. 즉,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 배우자 육아휴직, 육아기단

축근로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 근로지원제도의 제공하거나 및 활

용가능 할 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친화 재정지원제도 및 가족친화 시설지원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능정도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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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변인: 직무만족도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40.436*** 　 40.988***

통
제
변
인

개인
요인

연령 -.068 -2.620*** -.056 -2.248**

학력(더미) .230 9.803*** .146 6.121***

배우자 유무(더미) .137 5.568*** .115 4.806***

자녀동거 여부(더미) -.007 -.272 -.009 -.369

직무
요인 일-업무능력 불일치 .213 10.626*** .192 9.826***

독
립
변
인

근로지원제도 제공 정도 .251 7.766***

재정지원제도 제공 정도 .000 -.015

시설지원제도 제공 정도 -.003 -.113

R2 .131 .184

R2
adj .129 .181

F 66.285*** 61.724***

주1) 정규성검토(정규확률도표) / 독립성검토(Durbin-Watson 1.925 / 다중공선성진단(VIF 10미만)
주2) *p<.1, **p<.05, ***p<.01

<표 4-9> 가족친화제도 제공-직무만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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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변인: 직무만족도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40.436*** 　 40.610***

통
제
변
인

개인
요인

연령 -.068 -2.620*** -.054 -2.135**

학력(더미) .230 9.803*** .159 6.679***

배우자 유무(더미) .137 5.568*** .119 4.927***

자녀동거 여부(더미) -.007 -.272 -.002 -.078

직무
요인 일-업무능력 불일치 .213 10.626*** .197 10.023***

독
립
변
인

근로지원제도 활용 정도 .177 5.640***

재정지원제도 활용 정도 .023 .732

시설지원제도 활용 정도 .043 1.593

R2 .131 .175

R2
adj .129 .172

F 66.285*** 58.211***

주1) 정규성검토(정규확률도표) / 독립성검토(Durbin-Watson 1.920 / 다중공선성진단(VIF 10미만)
주2) *p<.1, **p<.05, ***p<.01

<표 4-10> 가족친화제도 활용-직무만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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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여부의 조절효과

   1) 조직특성 및 작업환경요인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 

간 관계에서 가족친화제도 제공의 조절효과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한 VIF계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0을 넘지 

않고, Durbin-Watson 검정결과는 2.012로 이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특성 및 작업환경요인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 간 관

계에서 가족친화제도 제공정도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위계적 회귀분

석을 통한 검증 결과는 < 표4-11 >과 같다.

  검증결과 R2값은 .002 상승하였으며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제도 제공 정도는 급여수준 및 급여만족, 근로시간 만족

과 직무만족도 간 관계에서는 부(-)의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동

료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직무만족도 간 관계에서는 정(+)의 조절효

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기업규모, 개인발전 만족, 성과인정 만족, 의사결정 영향력, 

근로환경 만족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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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변인: 직무만족도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상수 　 40.424*** 　 .349 　 -.154

통제
변인

개인
요인

연령 -.070 -2.709*** .003 .204 .011 .682
학력(더미) .226 9.569*** .003 .189 .000 .015
배우자 유무(더미) .138 5.549*** .029 1.981** .029 1.965**

자녀동거 여부(더미) -.008 -.312 -.012 -.825 -.009 -.646
직무
요인 일-업무능력 불일치 .213 10.560*** .026 2.163** .027 2.226**

독
립
변
인

조
직
특
성

기업규모 -.005 -.378 -.010 -.709

급여
급여수준 .029 1.863* .045 2.604***

급여만족 .111 7.885*** .111 7.844***

발전
기회

개인발전가능성 만족 .080 4.626*** .080 4.624***

성과인정 만족 .378 23.027*** .379 23.104***

작
업
환
경

의사결정 영향력 .010 .804 .011 .919

동료관계 만족 .195 12.636*** .197 12.696***

작업
환경

근로시간 만족 .153 9.362*** .152 9.318***

근로환경 만족 .127 7.176*** .126 7.126***

조절
변인 가족친화제도 제공 .010 .651 .020 .943

상호
작용
항

기업규모×가족친화제도 제공 .012 .714

급여수준×가족친화제도 제공 -.039 -2.005**

급여만족×가족친화제도 제공 -.028 -1.870*

개인발전×가족친화제도 제공 .021 1.025

성과인정×가족친화제도 제공 .001 .040

의사결정×가족친화제도 제공 .011 .851

동료관계×가족친화제도 제공 .038 2.161**

근로시간×가족친화제도 제공 -.067 -3.589***

근로환경×가족친화제도 제공 .021 .979

R2 .129 .710 .713
R2

adj .127 .708 .710
F 64.583 352.358 222.794

주1) 정규성검토(정규확률도표) / 독립성검토(Durbin-Watson 2.012 / 다중공선성진단(VIF 10미만)
주2) *p<.1, **p<.05, ***p<.01

<표 4-11> 가족친화제도 제공 정도 조절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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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직특성 및 작업환경요인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 

간 관계에서 가족친화제도 활용의 조절효과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한 VIF계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0을 넘지 

않고, Durbin-Watson 검정결과는 2.011로 이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특성 및 작업환경요인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 간 관

계에서 가족친화제도 활용정도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위계적 회귀분

석을 통한 검증 결과는 < 표4-12 >과 같다.

  검증결과 R2값은 .002 상승하였으며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제도 활용 정도는 급여수준 및 급여만족, 근로시간 만족

과 직무만족도 간 관계에서는 부(-)의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동

료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직무만족도 간 관계에서는 정(+)의 조절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친화제도 제공 정도의 조절효과와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기업규모, 개인발전 만족, 성과인정 만족, 의사결정 영향력, 

근로환경 만족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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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변인: 직무만족도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상수 　 40.424*** 　 .186 　 -.365

통제
변인

개인
요인

연령 -.070 -2.709*** .003 .189 .012 .773
학력(더미) .226 9.569*** .004 .268 .004 .259
배우자 유무(더미) .138 5.549*** .029 2.018** .029 2.002**

자녀동거 여부(더미) -.008 -.312 -.011 -.812 -.008 -.538
직무
요인 일-업무능력 불일치 .213 10.560*** .026 2.160** .027 2.224**

독
립
변
인

조
직
특
성

기업규모 -.001 -.100 -.005 -.399

급여
급여수준 .034 2.158** .048 2.808***

급여만족 .111 7.854*** .110 7.808***

발전
기회

개인발전가능성 만족 .080 4.622*** .078 4.500***

성과인정 만족 .379 23.019*** .378 22.913***

작
업
환
경

의사결정 영향력 .010 .801 .011 .903

동료관계 만족 .195 12.656*** .200 12.899***

작업
환경

근로시간 만족 .154 9.418*** .152 9.344***

근로환경 만족 .127 7.178*** .127 7.169***

조절
변인 가족친화제도 활용 -.004 -.244 .017 .737

상호
작용
항

기업규모×가족친화제도 활용 .014 .863
급여수준×가족친화제도 활용 -.046 -2.236**

급여만족×가족친화제도 활용 -.045 -3.021***

개인발전×가족친화제도 활용 .019 .881
성과인정×가족친화제도 활용 -.002 -.108
의사결정×가족친화제도 활용 .003 .229
동료관계×가족친화제도 활용 .052 2.866***

근로시간×가족친화제도 활용 -.048 -2.679***

근로환경×가족친화제도 활용 .009 .446

R2 .129 .710 .713

R2
adj .127 .708 .710

F 64.583 352.275 223.280

주1) 정규성검토(정규확률도표) / 독립성검토(Durbin-Watson 2.011 / 다중공선성진단(VIF 10미만)
주2) *p<.1, **p<.05, ***p<.01

<표 4-12> 가족친화제도 활용 정도 조절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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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능여부가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확인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여성

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

milies)’4차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근로기간이 어느 정도 지

속되어야 조직에서 제공 및 활용가능한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

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여 3차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로 재직하였

고 4차 조사 당시에도 임금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또한 여기서 의미하는 임금근로자는 개인이나 업체에 

고용되어 임금이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일자리를 의미하며 일거리나 일하는 장소가 매우 불규칙한 경우에

도 임금근로자로 포함하였다. 동 조건을 만족하는 여성 임금근로자 

중 부적절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2,199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Porter & Steers(1973)가 제시한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활용하였다. 동 요인은 각각 조직특성

요인(Organization-wide Factors), 작업환경요인(Immediate work Fact

ors), 직무특성요인(Job content Factors), 개인요인(Personal Factors)

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조직특성요인 및 작업환경요인을 독립변

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가족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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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능여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여성가족패널 질문지 중 각 변수에 적절한 설문문항을 선택하였

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조직특성요인은 기업규모, 월 급여수준, 급여만족도, 

개인발전가능성 만족도, 성과인정 만족도로 구성하고 작업환경요인

은 참여적 의사결정,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

도, 근로환경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이는 가족친화제도가 근로시간 

및 재정지원, 돌봄 시설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무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이와 연관성이 높은 조직특성요인과 

작업환경요인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조절변수인 가족친화제도는 각 제도의 제공여부와 활용(가능성)여

부에 대해 산술합계 점수를 부여하여 활용하였으며, 각 제도의 특성

에 따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근무지원제도와 재정지원제도, 시

설 지원제도로 구분하여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조직특성요인과 작업환경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족친

화제도의 이용 및 활용가능여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족친화제도의 이용 

및 활용가능여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설검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직특성요인에 대한 검증결과 급여가 높을수록, 급여만

족도가 높을수록, 개인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과

인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기업규모 는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두 번째, 작업환경요인에 대한 검증결과 동료관계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을수록,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근로환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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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 

영향력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세 번째,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능 정도는 여성 임금근로

자의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근로지원제도의 제공정도와 활용가능 정도

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재정지원제도 및 돌봄 시설지원제도의 제공정도 및 활용

가능 정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조직특성 및 작업환경 요인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서 가

족친화제도 제공 정도와 활용가능정도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수준, 급여만족, 근로시간 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부(-)의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 동료관계 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는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

능 정도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족친화제도 중 출산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육아휴직, 유연근무, 육아기 단축근로 등 근

로기간 및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능성이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친화제도가 급여수준 및 급여만족도가 낮거나 근로시간에 대

한 만족도가 낮은 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동료관계에 대한 만족도

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추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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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설
검증
결과

비고

가설1

가설1-1. 기업규모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
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2. 급여수준은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
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3.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임금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4. 개인의 발전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5. 성과인정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가설2-1. 의사결정 영향력은 여성 임금근로
자의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2. 의사소통 및 동료와의 관계에 대
한 만족도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3.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4.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능 정도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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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
 조직특성 및 작업환경요인과 여성 임금근
로자의 직무만족도 간 관계에서 가족친화제
도 제공 정도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
(부분)

급여수준,  
급여만족, 
근로시간

(-),
동료관계

(+)
가설5

 조직특성 및 작업환경요인과 여성 임금근
로자의 직무만족도 간 관계에서 가족친화제
도 활용가능 정도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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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 대한 정

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가족친화제도의 제공 및 활용가능 정도는 여성 임금근

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 내 동 

제도를 활성화하여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한 조직 성과향상을 도모

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중 근로지원제도가 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근로자의 경우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중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의 제공 및 활용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내 가족친화제도 시행 시,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의 제도 운영보다는 근로시기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설계하여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급여수준이 낮고 급여수준과 근로시간 만족도가 낮은 여

성근로자는 대다수 조직 내 관리직이 아닌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직의 관리자 측면에서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및 활용가능

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피관리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할 경우, 

피관리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가족친화제도는 동료 간 갈등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조직이 가족친화제도 구성 및 활용체계를 합리적으

로 운영할 경우 동료관계에 대한 만족이 직무만족으로 이어져 조직

의 성과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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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여성가족패널조사 참여자를 대상

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문항의 범위가 넓

은 대신 깊이 있는 질문을 담고 있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동 연

구에서도 패널조사의 수 많은 문항 중 일부 문항을 활용하고 있으

나 그 수가 많지 않고  응답자의 심리적․환경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동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

해 향후 동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이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연구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시점과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동 연구는 2012년 조사에 응답한 여성근로자에 한해 분석대

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남성의 가족친화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다

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고용부 발표 기준 ‘15년 상반기 남성

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전체의 5%를 넘는 등 그 효과가 일부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가족친화제도가 남성근로자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의미를 분석하여 성별에 따른 역할 및 

환경을 고려한 동 제도의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동 연구는 가족친화제도가 여성근로자의 시간과 재정에 

대한 지원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와 연관성이 높

은 조직특성요인과 작업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개인요인을 통

제하여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가족친화제

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상황에서 파생할 수 있는 문제가 직무에 

연결되지 않도록 조직이 지원해 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개인요인을 

통제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설정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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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다.

  네 번째, 동 연구는 가족친화제도를 근로지원, 재정지원, 돌봄시설

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근로지원제도 중 유연근무제도를 

제외한 타 제도는 가족을 보살피는 데 투입되는 노력을 지원해주는 

제도록 그 성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그룹으로 분

류하여 분석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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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job

satisfaction of women wage workers and verify whether

providing and utilizing family-friendly systems in workplace can

have moderating effects thereby validating the policy implication

about promotion of family-friendl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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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nduct this study, we utilized the fourth survey data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The subjects were the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third and

fourth surveys as wage workers. Among the women wage

workers that satisfied the above criteria, 2,199 subjects were

selected and analyzed except for inappropriate women workers.

The organization-wide factor and Immediate work environment

factor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while overall job

satisfaction set to dependent variables, providing and utilizing

family-friendly systems were as moderating variables by utilizing

the theory about the factors that influenced job satisfaction

proposed by Porter & Steers(1973).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o determine the effect

of organization-wide factors and Immediate work environment

factors on job satisfaction and the effect of providing and

utilizing family-friendly systems on job satisfaction. In addition, a

method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roposed by

Baron&Kenny(1986) was conducted to verify whether providing

and utilizing family-friendly systems had the moderating effect.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verification result about organization-wide factor

showed that as wages, satisfaction on wages, satisfaction on

individual development potentials, and satisfaction on recognition

of performance were higher, job satisfaction was higher.

However, a size of compan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Second, the verification result about Immediate work

environment factor showed that as satisfaction on work colleague

relationships, satisfaction on work hours, and satisfac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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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environment were higher, job satisfaction was higher.

However, influence of decision making hand no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ird, providing and utilizing family-friendly system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of wage workers. We also

found that as we looked into the result in more detail, providing

and utilizing systems of financial assistance and child care

facility assistanc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Fourth, based on the result of relationships among organization

-wide and Immediate work environment factors and job

satisfaction, providing and utilizing family-friendly systems had a

moderating effect. The effect of wage level, satisfaction on

wages, and satisfaction on work hours had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whereas satisfaction on colleague relationship

had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The summary of the analysis results in this study verified that

a level of providing and utilizing family-friendly systems had a

positive effect on improvements on job satisfaction of women

wage workers. Among them, providing and utilizing systems that

manage a work period and time such as maternity leave, parental

leave, spouse child care leave, flexible working hours, and

working hour reduction during child nurturing period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us, family-friendly systems can moderate job satisfaction of

women workers whose wage is low and satisfactions on wage

and work hour are low. Furthermore, satisfaction on colleague

relationship is estimated to play an effective role to influence job

satisfaction through family-friendl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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