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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
으나 동시에 일중심적 가치가 사회전반에 심각한 ‘시간빈곤현상’을
초래하여 가족은 물론 개인이 삶을 준비하고 돌볼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함에 따라 낮은 삶의 질이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이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일-가정양립을 위한 각종
가족친화 제도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와 지원책 대부분이 기혼 직장
여성의 모성보호와 양육지원에 편중되고, 또한 제도 도입자체의
효과성만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체감할 정도의 실효성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제도도입 자체보다 실제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 리더십 등과 같은 비형식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나 이들 비형식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제도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비형식 요인들에
주목하고 특히 상사요인이 보다 직접적인 영향요인일 것으로 가정
하여 직상급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독립변수로,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유효응답자 341명의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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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실증한 주요 변인간의 영향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형에 가까운 중간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
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성장영역의 균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였으며, 가정균형 및 여가균형에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중간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통제형에 가까운 경우
에는 제도의 정착과 활용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모든 균형영역(가정균형, 여가균형, 성장균형)
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형식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강한 직무권한을 갖고 구성원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중간관리자
계층의 역할적 중요성과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관리자들이
평소 구성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한 심리적 관계의 질은
조직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간관리자 계층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 조직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공공기관, 중간관리자, 관리자 커뮤니케이션 방식, 일과 생활
의 균형, Work Life Balance, WLB
학 번 : 2015-2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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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GDP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와 낮은 삶의 만족도 등으로 10년 째 1인당 GDP가
2만 달러대에 머무르는 장기 저성장의 우려가 사회전반에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15년
동안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수)이 1.3명 미만으로 OECD
국가 평균(1.7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여 2060년에는 경제
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통계청, 2011). 게다가 ‘2014년 세계 웰빙지수(Well-Being Index)’에
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45개국 중 117위에 머물러 국민 다수가 처해있는
일과 생활의 불균형과 낮은 ‘삶의 질’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Gallup & Healthways, 2015). 이와 같은 사회현상의 원인에 대해, 빠른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일종의 일 중심적 가치가 사회전반에 심각한 ‘시간
빈곤현상’을 초래함에 따라 가족은 물론 개인의 건강, 여가와 성장 등의
삶을 준비하고 돌볼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bs
뉴스, 2015년 2월 18일자 기사).
이에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 및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의 수립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12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목표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합계출산율은 1.21명
으로 0.02명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통계청, 2015), 정부가 추진해온 일생활 균형관련 정책 및 제도들 대부분도 주로 기혼 직장여성의 모성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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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에 관련된 제도 도입의 효과성만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전체 근로자 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다양한 영역 간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차원에서의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 WLB)확산은
체감할 정도의 실효성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박예송·박지혜, 2013).
관련 연구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의 도입유무보다 직장 내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비형식적
환경의 조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제도의 주된 수요자인
구성원들에 대해 강한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상사의 영향력이 주요하게 거론
되어 지고 있다(이화용·홍아정, 2012). 일과 생활의 균형에 미치는 상사의
영향력에 대해 최근 연구에서도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가족
친화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제도 활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강민지, 2014). 흔히 리더십을 ‘추종자에 대한 영향
력’이라는 정의에는 학자들도 대체로 견해를 같이하는 듯하다.
또한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조직목표를 제시하고 신뢰고취 등의 영향력
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작용 없이
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다(Druker, 2002; 김종영, 2007).
그렇다면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리더십이 갖는 영향력의 실체
와 경로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상사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내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 사회과학분야의 다른 연구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기존 연구도 주로 민간기업과 기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치우쳐 있다(박예송·박지혜, 2013).
이에 공기업 부문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는 것은 그간
전무하였던 공기업 대상의 연구라는 점과 또한 일과 가정양립 외 개인의
다양한 생활영역 균형에 미치는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사례 축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영향변인으로 하는 연구관점은 기존 리더십 유형의 연구관점에 비해
‘학문의 실천적 유용성’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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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구성원에게 지각된 공기업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수준을 제고시키는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전략을 제시하고, 나아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조직 내 중간 관리자 계층의 역할적 중요성을 재조명해 봄으로써
이들 계층에 대한 조직차원의 관심과 지원전략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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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기관 구성원
의 일-가정 양립만이 아닌 개인 삶의 질 개선의 차원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환경적 요인 중 구성원 개인단위에서
상대적으로 직접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중간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결정요인으로 가정하고 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공공기관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해하기 위해 ‘균형의 개념’과 ‘생활의 영역’이
어떻게 정의 내려지고, 분류되며, 측정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볼 것이다.
둘째,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것은 어떤 실체와
경로로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결정요인으로 하는 이론적 근거를 도출해 볼 것이다.
셋째, 상사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통해
구성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결정요인들을 도출해 볼 것이다.
넷째, 유형화된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영향변인으로 설정하여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각 균형영역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
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을 위한 관리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전략을 제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이들 계층의 역할적 중요성
과 조직차원에서의 지원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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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및 국민의 낮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생활 균형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지각된 관리자의 커뮤니
케이션 방식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의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 및 재활, 산업
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보험료징수법에 근거한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사업, 고용
정책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직영 산재병원을 통해 산재근로자들과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활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이자 유일의
근로자복지 전문기관이다. 본사 외 전국 6개 지역본부와 55개 지사, 10개
산재병원 및 질병판정위원회 그리고 3개 연구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적 의제로 부상된 이후 2005년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필두로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
의거 수년 간 정부의 다각적인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 확산노력에 부응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 이전인 2007년부터 이미 내부고객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대내·외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경영활동에 매우 선도적인
공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으로는 생애주
기별 맞춤형 복리후생제도를 통한 건강관리 및 출산지원, 본인 및 배우
자의 출산지원프로그램, 가족관계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양육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각종 인사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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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자녀출산과 양육에 곤란을
겪지 않고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가족친화경영의 성과로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들의 직무효율성을 증대시켰고 외부적으로는 2014년 230여명 규모의 시간
선택제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등 정부의 고용창출정책에도 기여하였다.
공단이 이처럼 타 공공기관에 비해 선도적 행보를 보이게 된 데에는,
여직원 종사비율이 높은 근로복지공단 조직구성의 특성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2분기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 전체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약 54%이며, 또한 여성 관리자의 비율도 약 24%에 이르고 있다.
공단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에 참여
하는 100여개 민간 대기업 평균(19%)이나 중견-중소기업 평균(30.6%),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평균(23.3%) 보다 현저히 높고, 여성구성원의 승진
비율 역시 2013년 기준 27%로 나타나 민간 TF참여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한국여성정
책연구원, 2014). 이러한 성과들을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은 여성가족부
로부터 ‘2013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5년 10월에는
‘양성평등 근로환경 구축 및 신규고용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표창을 수여받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선도 기관임에도 공단의
접근 역시 정부의 기혼여성 중심의 모성보호 및 양육지원 기조와 유사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3년 기준 기혼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인원은 한해 평균 200여명 규모이나 법적 의무제도인 기혼
남성의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자는 현저히 낮았고, 미혼
남녀 구성원들과 관련된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미혼 구성원들의
역차별적 소외감 및 자유로운 제도 활용을 제약하는 정서적 영향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정부의 영향력이 큰 준정부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행정관리 기조는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단일기관 연구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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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적 방법
을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문제와 관련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
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이론적 논의를 위한 문헌검토는 국내외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일과 생활의 균형,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상사 커뮤니케이션 등
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며, 선행연구는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또한 연구모형 설계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일-생활균형과 관련한 포괄적 문헌검토로 기존에
검증된 타당성과 신뢰성 높은 측정도구를 도출하여 적용한다.
둘째, 실증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단위의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층화표본추출방식에 의해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고,
소속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울산
소재 본부와 강원권 등 일부 소속지사 그리고 직영 산재병원의 구성원들은
표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비연고지 근무비율이 높고 지사
구성원 수의 소규모로 인한 조사의 타당성 및 효율성 문제, 그리고 산재
병원 의료직의 특수한 근무환경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일반화의 문제가
있으며, 조사대상을 단일 기관으로 한 이유는 조직별 구조적 특성과 조직
문화 등이 다양한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의미 있는 정보로
구조화하기 어려워 자료의 편향(bias)가능성이 높아 단일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유사한 유형의 다른 공공기관들에게 일반화된 정책적 시사점을
보다 신뢰성과 타당성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려가 있었다.
셋째, 회수된 설문지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Ver 22.0)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며 연속변수간의 인과성 검증이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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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일과 생활의 균형
1. 일과 생활의 균형의 개념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 WLB) 용어는 1970년대 영국의
취업여성단체(Working Mother’s Association)가 기혼 여성의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의 조성요구로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김종관·이윤경, 2009).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의 개념은 1972년
국제 노동관계 컨퍼런스에서 도입된 노동환경의 질(Quality of Work
Life; QWL)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Hian & Einstein, 1990; 김정운·
박정열·손영미·장훈, 2005). 여기서 말하는 ‘노동환경의 질’이란 근로자의
안전, 건강, 만족감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친화적인
작업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초가 된 개념이다
(이세영, 2013).
일과 생활의 균형과 관련한 초기개념은 용어의 유래에서처럼 주로 기혼
여성이나 맞벌이 부부와 같은 특정 대상에 초점을 둔 개념이었으며,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미국 기업들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일과 일 이외의
생활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으로
제시되었다(김종관·이윤경, 2009).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일과 가정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사회발전과 더불어 근로자의 사회적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개인 삶을 중시하는 Y세대의 본격적인 사회
진출 등으로 인해 기업 및 각 조직에서 근로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게 되었다(이세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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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에 대해 일부 대기업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급여수준, 고용안정성,
승진 등에 앞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우란·배노조·정지영,
2006). 또한 한 온라인 취업사이트가 직장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
사에서도 10명 중 6명의 직장인들이 고연봉보다 복리후생제도가 우수한
직장으로 이직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고(연합뉴스, 2005년 7월12
일자 기사), 세대가 젊은 직장인일수록 조직과 일을 위해 개인 삶을 희생
하려 하지 않으며, 진정한 성공은 삶의 행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김정운·박정열, 200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대체로 ‘균형’을 어떻게 볼 것
인가에 따라 일과 생활의 균형은 두 가지 관점에서 다양하게 정의 내려
지고 있다. 첫째, 일과 생활의 각 영역에서의 역할적 균형의 관점이다.
즉, 일과 생활 갈등의 최소화로 균형이 성취되고 나아가서는 일과 생활
의 비옥화가 촉진된다고 보는 관점으로, 이는 역할 간 갈등을 최소화하
거나 균형을 이루는 역할 균형의 관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장수정,
2007; 지혜정, 2010; Clark, 2000; Greenhaus, Collins & Shaw, 2003). 구체
적으로, Clark(2000)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직장과 가정 내에서 최소한의
역할갈등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만족하는 상태’라고 하였고, Greenhaus,
Collins & Shaw(2003)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개인이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등하게 관여하고 만족하는 정도’라고 정의 하였다
(박예송·박지혜, 2013, 재인용). 이는 곧 일과 생활의 영역 사이에서 시간을
얼마나 균형 있게 사용하는지와 몰입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일과 생활 각 영역에 대한 만족감이 균형
을 이루고 있는지 등으로 구성된 정량적 관점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정의내리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균형’이 어떠한 객관적 수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지각(知覺)에 의해 성취된다고 보는 정성적 관점으로,
이에 의하면 일과 생활의 균형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중요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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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각 영역을 모두 잘 해내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라는 것이다
(강우란·배노조·정지영, 2006). Tausing & Fenwick(2001)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일과 일 이외의 가족, 개인영역 사이에서 지각된 균형감’으로 정의
하면서 여기서 ‘지각된(perceived)’이란 일과 생활의 각 영역에서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중요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특히 통제감(locus of control)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Guest(2002)도 시간과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하여
신체와 마음의 평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균형이며, 삶의 각 영역에서의
압력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개인적인 통제감을 확보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김정운 외(2005)는 이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의 정의들을 바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일과 일 이외의 영역에서 시간과 심리적·신체적 에너지를
질적으로 조화롭게 배분하여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만족스러워 하는 상태’ 라고 정의하였고, 김난주 외(2009)는
개인이 직장과 가정의 역할에 동등하게 몰입하는 정도 또는 동등하게
만족하는 정도라고 정의하면서 시간균형, 몰입균형, 만족도 균형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균형의 의미,
균형을 위해 배분할 자원, 그리고 균형의 결과로써 심리적 상태가 개념
정의를 위한 구성요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분하여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이세영, 2013).
첫째, 균형의 의미에 대해 학자들은 균등한 배분이라는 정량적 개념과
개인의 주관적 균형감이라는 정성적 개념으로 입장이 나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삶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질적인 의미에서의
배분이 더욱 타당하다는 견해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김정운 외, 2005).
둘째, 개인이 지각하는 균형을 위해 배분하여야 할 자원에 대해서도
학자들 마다 다소의 견해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시간, 에너지, 몰입에
대한 균형의 배분정도를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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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균형의 결과로써 심리적 상태는 일과 삶의 영역 간에 만족스러운
상태, 안정된 상태, 자신이 삶을 통제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상태로 요약
해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일과 생활의 균형이란 ‘일과 일 이외의 개인 삶의
영역에서 개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희생함이 없이 시간과 에
너지, 몰입 등의 자원을 스스로 조절 및 통제하고 있다는 균형감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질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정의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이슈로,
O’Driscoll(1996)은 일과 삶의 상호역학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일과 일 이외 영역에서의 균형과 갈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들
영역이 서로 상충 또는 조화되어 가는 양상을 전이모델로 설명하며, 일로
인한 피로와 걱정이 개인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역으로 개인 삶에서 생긴
피로와 걱정 또한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에서 일의 영역과 삶의 영역 간에 부정적 전이와 방해효과를 최소화
하는 한편, 긍정적인 전이는 보다 증가시키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김정운·박정열, 2008, 재인용).
그런데 일과 생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년대 초반까지 일과 생활의 관계를 주로
갈등관점에서 바라 본 당시의 균형개념은 정량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이었
으나, 이후 이들 영역에 대한 관계가 주관적 인식에 바탕을 둔 조화의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질적인 균형관점으로 변화되었다(오헌석,
2009).
이처럼 관련 연구들의 동향에 따라 일-갈등․균형․양립․병행․조화․비옥
화 등의 개념들이 혼재되었고, 일 이외의 영역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도
다양한 용어들이 선택되기도 하였다.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초기의 연구
들은 일 이외의 영역을 주로 가정으로 보았으나 점차 일 이외의 영역이 삶
전반으로 확대되어 가는 사회구조와 직업관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가정이나
가족의 개념은 특히 미혼계층과 같은 개인 등을 배제하고 있어 이를 포괄
하여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의미의 균형개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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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개인생활 또는 생활이라는 의미를 담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란
용어가 일-가정, 일-가정의 갈등·균형·양립, 일-삶의 갈등·균형·양립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논의되게 되었다(이수진, 2009; 장수정, 2007).
본 연구도 기혼여성의 모성보호와 양육지원 차원에서의 특정계층이
아닌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국민다수의 삶의 질 향상의 통합적
대안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에 주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영향
변인에 관한 연구이므로 일-가정 외 개인 삶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일과 생활의 균형’ 개념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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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과 생활의 균형의 영역
앞선 논의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정의가 ‘균형’을 어떻게 볼 것
인가의 관점에 따라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다양한 정의를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해 개념적 실체는
규명할 수 있었으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정의함에 있어 중요하게 규명
되어야 할 두 번째 이슈는 ‘일 이외의 어떠한 영역과의 균형인가’ 하는
것이다. 즉 균형영역에 대한 범주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Gregory & Milner(2009)는 균형영역에 대한 범주의 특정이 일과 일 이외의
영역 간의 균형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수준 파악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였다(이세영, 2013, 재인용).
하지만 삶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므로 일과 생활의 균형영역을 구분하는 관점 또한 학자들
마다 다양한 견해차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영역은 ‘가정’
또는 ‘가족’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하겠다. 이는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초기 개념이 최초에 기혼 여성노동자의 가사와 노동의 이중적 부담에
초점을 맞춰 제기되었기 때문이다(일생활균형재단, 2014). 가령 출산휴가,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과 같이 기업과 각 조직에서 현재 일과 삶의 균형
이라는 명목 하에 도입되고 있는 제도들 대부분은 모성보호와 양육지원
이라는 가족문제와 관련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김정운·박정열, 2008).
최근까지도 상당수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논의는 노동과 생활의 보편적
인 문제라기보다는 여성의 일-가족 양립(work-family reconciliation)의
필요성 측면에서 여전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일생활균형
재단, 2014). 실제로 박예송 외(2013)가 2000년 이후부터 2012년 11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주제로 한 논문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총 30편의 실증연구 중 무려 7편의 연구가 오직 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결과를 통해 국내의 일과 생활의 균형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특히 저출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기혼 직장여성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지원을 목적으로 정부나 기업이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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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균형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는 일과 생활의 균형
연구가 일과 생활사이의 전이나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직장
여성이나 맞벌이 가정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졌다는 주장과도 일치
하는 내용이다(박예송·박지혜, 2013). 이듬해 손영미 외(2014)도 2000년
이후부터 10여년의 기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자 이상이 학회
지에 게재한 일과 생활의 균형과 성차(性差) 관련 국내 연구물들을 살펴
본 결과, 약 130여편의 논문 중 일-가정의 양립 및 갈등, 가사분담 및
자녀양육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이 약 100여편(전체의 77%)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의 상당수가 일과 가정의 영역에 국한되어 진행
되고 있으며, 직장뿐 아니라 가족도 보살펴야 하는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의 이중적인 노동 부담을 강조하고 있다(손영미·박정열, 2014).
그러나 O’Driscoll(1996)이 주장한 일과 생활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상호역학의 관계’는 비단 출산과 양육의 문제로 인해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노동과 개인 삶의 질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개념의 범주를 기존의 일과 가정영역에서 보다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만일 일과 가정이라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주에서 기존 젠더
(gender)관계의 틀을 유지하게 될 경우 국가와 기업의 정책수혜자가
특수한 집단에 편중되는 문제를 초래하여 집단 내 다양한 계층에게 지지
받지 못하고 결국 이로 인해 발생된 갈등은 정책의 확산 및 실효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일생활균형재단, 2014). 실제 정부와 각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친화정책의 상당수를 보면 주로 기혼여성과 맞벌이
부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외벌이 남성 특히 미혼의 남녀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역차별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김정운·박정열, 2008).
이에 많은 학자들은 ‘가족’의 범주를 보다 확대된 의미의 ‘개인 생활’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성을 제기한다. 신경아(2005)는 “일과 가족의 병행”에
관한 문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일과 가족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장지연(2007)도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이론적 단초로써 여성과 남성을 모두 고려하는 복지
국가 유형의 틀로써 gender regime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성차(性差)를 모두 아우르며 일과 생활의 균형영역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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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범주에서 여가, 건강, 성장, 자기계발 등으로 확대해 나갈 이론적
유용성의 근거에 대해 Sirgy & Wu(2009)는 ‘인간은 자신의 발달단계별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삶의 다양한 영역에의 관여를 필요로 한다’ 고
하였으며, 손영미·박정열(2014)은 개인이 일과 가족 등의 존재에 대한 의무
와 역할, 책임감만이 주요하게 요구되는 삶의 영역에 국한되게 되면 욕
구좌절, 불안감, 무기력, 불만족 등 부정적 느낌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
다고 하였다. Gropell & Kuhl(2009)도 일과 생활의 영역에는 약간의
시간배분이라 할지라도 친밀감, 승인, 수용, 자율성 등과 같은 개인의
기본적 욕구가 다양하게 충족되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에 매우 중요하다
고 밝혔고, Bhargava(1995)는 단일영역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부터 만
족감을 얻게 될 때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감을 더 많이 느끼며,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될수록 주관적 안녕감 수준도 비례하
여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손영미·박정열, 2014, 재인용).
그렇다면 일과 생활의 균형영역에 대해 주요 국내 학자들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희섭(1996)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역으로 일, 재정, 직업, 자아실현, 가족, 여가의 6가지 영역을 제시하였으며,
박정열·손영미(2005)는 일과 생활의 영역을 일과 가정, 여가, 개인의 성
장이라는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김정운 외(2005)와 김정운·박정열
(2008)은 일, 가족, 여가, 성장과 자기계발을 삶의 주요한 영역으로 전제
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박효숙(2006)은 일과 생활의
균형은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종업원의 일과 생활 전반의 균형을 지원
하는 관점에서 삶에는 육아와 가정생활 외 지역활동, 취미, 학습 등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일과 생활의 유형연구를 진행한 차승은
(2008)과 김주희(2012)는 일과 가족에 더불어 여가도 주요한 영역이란 점을
강조하였다. 오헌석 외(2009)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일, 대인관계, 경력과
일, 건강과 여가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보았고, 이희미·김영진
(2009)은 여가와 개인성장은 현실적으로 개인 삶에서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일과 생활의 영역을 일, 가정생활, 여가생활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면서 여가생활에는 개인휴식, 취미활동, 자기계발 등 개인
생활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활동을 통칭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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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외 주요 학자들의 분류로는, Rapoport & Rapoport(1975)는 개인의
발달단계에서 가족이 각기 다른 시기와 다른 방식으로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심을 갖고 삶을 일, 가족, 여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면서
개인은 이 세 가지를 발달시키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모든 경험들을 통합해
간다고 한다. Kofodimos(1993)는 건강하고, 만족하며, 생산적인 삶의 영위를
강조하면서 일과 사랑, 놀이의 세 가지 영역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였으며,
Frone(2003)은 일 이외의 영역을 가정은 물론 공공생활, 자선활동, 종교생
활, 학교생활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일 사이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Quick, Henley
& Quick(2004)은 시대적으로 독신자, 한부모, 무자녀 부부 등 가족구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개인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
를 고려하여 일과 가정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일과 개인생활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중시하는 차원에서 일, 가정, 자신(self)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
하고 이 영역들을 모두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고, Hyman &
Summer(2004)도 일, 가족, 자유시간 및 여가생활, 자기계발 및 학습활동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손영미·박정열, 2014; 이세영, 2013 재인용).
이처럼 국내외 주요 학자들 간에도 각자 강조하는 영역에 따라 다소의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지만 삶의 주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학자들이 제시한 일과 일 이외의 다양한 생활영역을
분석해 보면 다음의 4가지 주요한 영역으로 공통되게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일, 재정, 직업 등이 일어나는 ‘일영역’으로, 일 이외의 다양한 삶의
영역들에서의 균형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영역이다.
둘째, 가정, 가족, 사랑 등을 포괄하는 ‘가정영역’으로, 일영역과 더불어
대부분의 주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영역이다.
셋째, 여가, 놀이, 취미, 건강, 자유 시간 등을 포괄하는 ‘여가영역’으로,
초기의 일과 가정균형의 개념이 확장되어 추가된 영역이다.
넷째, 자아실현, 자기자신, 자기계발 및 학습, 성장 등을 포괄하는 ‘성장
영역’으로, 개인의 가치실현에 가장 초점을 두는 영역이 되며 이 또한
기존 일과 가정균형영역에서 확장되어 추가된 영역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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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네 가지 균형영역들을 관련 학자들과 함께 병기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일과 생활 균형영역 분류표
공통분류 학자별 분류

연구 학자

임희섭(1996), 박정열·손영미(2005),
김정운 외(2005), 김정운·박정열(2008),
일영역
박효숙(2006), 차승은(2008), 김주희(2012),
오현석(2009), 이희미·김영진(2009)
Rapoport & Rapoport(1975),
가정영역 가정,사랑가족, Kofodimos(1993), Frone(2003),
Quick, Henley & Quick(2004),
Hyman & Summer(2004)
임희섭(2004), 박정열·손영미(2005),
김정운 외(2005), 박효숙(2006),
여가, 놀이, 김정운·박정열(2008), 차승은(2008),
여가영역 취미, 건강 오헌석(2009), 이희미·김영진(2009),
자유시간 김주희(2012),
Rapoport & Rapoport(1975),
Kofodimos(1993), Hyman & Summer(2004)
자아실현 임희섭(2004), Frone(2003)
자기자신 Quick, Henley & Quick(2004)
외(2005), 박효숙(2006),
성장영역 자기계발 김정운
및 학습 김정운·박정열(2008),
Frone(2003), Hyman & Summer(2004)
성장
박정열·손영미(2005), 박효숙(2005)
결과적으로 학자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영역을 일영역과 일 이외의 영역
으로 가정영역, 여가영역, 성장영역을 주요한 삶의 세 가지 균형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 재정,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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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이론의 관점을 수용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영역을 일영역, 가정영역, 여가영역, 성장영역으로 분류하여 적용
하기로 한다. 이러한 영역분류를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연구의 유용성은,
김정운·박정열(2008)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척도 개발
을 위한 연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가
위 4가지 영역분류를 적용하고 있어 본 연구를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수준
측정에 별도의 척도개발과 검증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본 연구의 목적과 정합되는 균형개념, 균형영역, 측정
도구를 제시하고 있어 연구와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
다는 점에서 검토된 일영역, 가정영역, 여가영역, 성장영역 4가지 영역의
적용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 4가지 각 영역들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각
영역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해 보다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이세영, 2013, p33-36, 수정인용).
1) 일 영역
일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조직으로부터 임금을 대가로 부여받은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채연주·윤세준, 2012). Morf(1989)는 일을
과업과 직무, 환경 그리고 일과 연관된 개인가치로 정의했고, Nippert
-Eng(1996)은 일의 영역을 경제적 생산영역이라 보고 임금노동이 일어
나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Rice, Mcfarlin, Hunt & Near(1985)는 일은 조
직에서 이루어 지는 활동이며,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무엇인가를 생산하
는 인간에 의한 활동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처럼 일은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개인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Kanter,
1997; Near, Rice & Hunt, 1980; 채연주·윤세준, 2012, p114).
심리학자 Ericson(1963)에 따르면, 일은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 연령과 단계별로 그 시기에
해당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를 ‘발달과업’이라고 하며 이를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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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극복 가능할 때 비로소 긍정적 성격과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고 하였다.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일과 직장이 성인에게
있어서는 해당하는 나이에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되며,
기필코 성공적으로 극복하여야만 하는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운·
박정열, 2005, 재인용). 그러므로 일은 생계유지만이 아닌 개인의 생애발달
과정에 있어 위기를 극복하며 얻게 되는 성취감과 성장을 통해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고히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이세영, 2013).
2) 가정 영역
가정영역은 일영역과 더불어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인 친밀한
관계, 즐거움, 행복, 삶의 가치 등이 가정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
으로 보인다(김주엽, 2006; 이세영, 2013). Nipper-Eng(1996)은 가정이 임금
노동자의 정신적·육체적 회복은 물론 소비와 노동인구의 생물학적 재생
산이 이루어지는 공간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과 생활의 균형연구의 유래는 기혼여성의 일과
가정의 갈등이나 균형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산업화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성(性)차이로 인한 직무구분이 점차 없어
지고 IT기반 경제구조의 변화와 사회발전에 따라 여성인력의 대대적인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여성의 출산
및 육아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는 곧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이어지게 되
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정부와 공공
부문, 그리고 기업들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
아휴직, 영유아보육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김정운 외
(2005)에 따르면, 최근에는 여성과 관련된 가정영역 외에도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노부모 부양지원 프로그램이나 가족문제로 인한 휴
가 등도 제기되면서 가정에 대한 관심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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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가 영역
많은 연구들이 여가에서의 만족스러운 경험과 삶의 질 간에 대체로
일관되게 정(+)의 상관관계를 논하고 있다(강현욱·한동유·김지태, 2010;
이누미야 요시우키·김정운, 2003; Tinsley & Tinsley, 1986; Coleman &
Iso-Abola, 1993; 손영미·박정열, 2014, 재인용). 여가활동을 통해 사람들
은 자유롭고 독특함, 긍정적인 정서, 창의 발현, 휴식 및 이완 등 일을
통해서는 경험하기 힘든 심리적 정서경험이 가능하게 되며, 다른 삶의
영역으로부터 얻게 된 피로와 긴장감 등의 경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박정열·손영미, 2008).
일과 삶의 균형유형화 중심으로 시간과의 배분관계를 연구한 박정열·
손영미(2014)는 “일중심형”의 경우는 여가 및 성장영역에 배분하는 시간
이 에너지의 심리적 회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일
중심적 사람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신체적·심리적 에너지의 회복 및 기분
전환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4) 성장 영역
Maslow(1954)는 자아실현이 자기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맞벌이 가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해 질적연구를 수행한 김승희·김선미(2013)는 여성들이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
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 대한 성장욕구가 있기 때문이며, 일을
통해 얻게 되는 자부심과 성장욕구의 충족 등과 같은 보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수진(2009)과 박정열·손영미(2014)의 연구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 직장 여성은
대부분의 시간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언제나 시간부족 상황을 겪게 되고 피곤을 느끼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지만 개인의 성장을 위해 약간의 시간이라도 할애되고 있다
는 사실이 이들로 하여금 심리적 에너지의 회복성을 높여 일과 생활의 균형
을 지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손영미·박정열, 2014,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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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과생활의 균형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적인 의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유래 없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2001년에 들어
초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가 및 사회운영기반을
위협할 수준의 사회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
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도 그러한 맥락에서 향후 5년의
기간이 우리나라가 인구재난에 대응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위기감을
담고 있다(연합뉴스, 2015년 10월 18일자 기사인용).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15년 동안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수)이 1.3명 미만으로 OECD국가들 중 가장 낮은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2002년 1.63명까지 감소 후 반등하여 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2014년 출산율은 1.21명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을 이어
가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최근 교육부의 ‘2015년 교육기본
통계’에 의하면, 20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문대 및 대학원 등을 제외
한 일반대학의 재적학생수는 2014년과 비교해 16,753명(0.8%)이 감소하였
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의무교육 대상 전체 학생 수도 166,189명
(2.4%)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5).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2011년～2060년)’에서도 현재의 출산율 수준이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15년 5,062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4,400만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통계청, 2011).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2008년 507만명에서
2014년 4월1일 기준으로 131만명이 증가한 638만명에 이르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도 2008년 57.2%에서 2014년 64.1%로 늘어나 7.9%p 증가세를
보여 기초노령연금액 예산이 2008년 2조2천억에서 2013년 4조2천억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4). 요약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여 2060년에는 고령층 인구가 40.1%로 높아지지만 정작
14세 이하 유소년은 10.2%, 15세 이상 64세 이하 생산가능 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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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에 불과하게 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인구재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갤럽이 2015년 6월 24일 공개한 2014년 세계 웰빙지수(WellBeing Index)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45개국 중 117위로, 2013년 75위
에서 42단계나 하락하였다. 이는 일본(92위), 이란(95위), 이라크(102위),
기니(116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다수가 처해있는 일과 생활
의 불균형 및 낮은 ‘삶의 질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Gallup & Healthways, 2015).
이에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의 수립을 시작으로 2014년
까지 총 12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 2월에는 대통령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발표하여 신혼부부 주거비 대출지원,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아빠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확대, 고령자 주거지원 등의
대책을 주요하게 발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2007년에는
저출산․고령화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래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2008년 7월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노동부, 2008). 그리고 2008년 6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여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병행이
가능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김정운․박정열, 2009). 이를 근거로 2008년
부터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제도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였고, 보건
복지부도 국민추천제에 의한 일․가정 양립문화 우수기업에 대해 2012년
부터 ‘인구의 날’ 포상을 시행중에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와 여가
친화적인 업무환경 조성 취지에서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을 운영하는
문화여가친화기업을 매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일생활균형재단, 2014).
그 외에도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고용
노동부, 국세청, 통계청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 걸쳐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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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2008년
1.19명에서 2014년 1.21명으로 겨우 0.02명 증가시키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2015). 또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및 제도들 대부분도 기혼 직장여성의 모성보호나 일․가정 양
립에 초점을 두고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전
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이외 학습, 여가, 성장 등 개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 WLB)수준으로의 확산은 미미하여 체감할 정도의 실효성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박예송·박지혜, 2013). 실제로, 7년 째 시행중인
여성가족부 주관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 기업은 2014년 956개사로,
2013년에 조사된 통계청의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및 자본금 3억원 이상
국내 기업체 12,232개사의 7.8%에 불과하고, 유연근무제의 도입을 추진한
기업도 10%미만에 그치는 실정이다(고용노동부, 2014).
우리나라의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 제도화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된다(김영숙 외, 2014). 그럼에도 제도
활용률이 낮은 주된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사무실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42.3%)’란 응답이 조
직문화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고용노동부, 2014), 그 외 팀 중심
직무설계, 타이트한 인력운영 등이 일·가정양립제도 활용의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응답되었다(김영숙 외, 2014).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제도의 시행과 실제 일과 생활의 균형수준
과의 영향관계와 관련해서, 복리후생프로그램, 복지제도 만족도, 일과 생활
의 균형지원제도 등의 시행이 일과 생활의 균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내연구결과가 있었으며(김옥선·김효선, 2010; 이혜정,
2012; 이희미·김영진, 2009), 외국사례에서도 프로그램 지원이 근로자의 일
과 생활의 균형에 항상 기대된 효과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Konard & Mangel, 2000; Roehling, Roehling & Moen, 2001).
Gables, Lewis & Rapoport(2006)도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여러 제도의 도입유무가 아니라 직장 내 기업문화나 동료
의식 등의 환경적 수준이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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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1. 리더십의 정의와 이론적 논의
리더십 연구는 정치․경영․사회학에서 최대 관심분야 중의 하나로 자리
매김해 왔다. 이는 리더십이 조직이나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것을 증명한다(조미옥, 2011).
리더십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지만 그만큼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요인들이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얽혀 있어 조직
이나 개인의 목적을 달성해 가는 가운데 발휘되는 리더십 행위도 그만큼
다양해 질 수밖에 없다(조미옥, 2011; 오점록, 1998).
그러한 이유로 Maxwell(2003)은 모든 사람이 리더십에 대해 말하지만
실제로 리더십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Bennis
(1992)가 “리더십은 발자국이 도처에 나 있지만 결코 볼 수 없는 무시
무시한 설인(雪人)같다”고 표현한 것은 실체가 없는 리더십의 개념화가
쉽지 않음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이처럼 리더십 개념화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추종자에 대한
영향력” 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Maxwell(2003)은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
면 그저 산책만 하고 있을 뿐이다’를 인용하며 리더십이 추종자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히틀러, 마틴 루터 킹, 윈스턴 처칠, 존
케네디를 모두 지도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비록 그들 각자의 가치체계와
경영능력은 서로 달랐으나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Stogdill(1974) & Northhouse(2004)도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조미옥(2011)도 리더십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함께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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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상호(2010)는 리더가 미치는 영향력의 관점에서, 리더십이 리더와
추종자 간의 수직관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보다 모든 이를 포함하는
범주로 전제하게 되면, 강압에 의한 영향력은 리더십과 구별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학자들도 리더십을 비강압적 영향력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고 하였다. Jogo(1982)도 리더십을 ‘강제성이 없는 영향력의
행사과정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활동 등을 조정하는 성공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김욱동, 2013, 재인용).
이와 같은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리더십은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해 리더가 추종자에 대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리더의 영향력이 발휘되었는지 여부는 리더가 아닌 추종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리더가 의도하는 변화에 추종자가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지 여부에 대한 반응에 기초하여 리더의 영향력이
효과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리더십의 이러한 정의적 이해와 개념적 원리에도 불구, 리더십은
여전히 어떤 실체와 경로로 추종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지 명확
하지 않다. 이에 대해선 리더십 이론들을 유형화한 목표중심의 모형과 변화
중심의 모형에서 그 이론적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목표중심의 리더십 모형에서는, 모든 행동에는 목표가 있게 되고
(Lattmann, 1977), 목표를 탐색해 가는 과정에 구성원들을 참여시킴으로
그들이 과제와 조직을 동일시하게 하는 데에 기본적 사고를 두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제가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였다(Odiorne, 1980). 목표경영은 조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원
들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생각하게 만든다. 때때로 구성
원의 기여가 상사의 기대와 상반된 모순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인
지과정을 통해 리더와 구성원 간에는 현실에 대해 상호 상이한 평가를
인식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다
(Drucker, 2002). 또한 목표의 변환이 이뤄지고 나면 수시로 목표 달성에
대한 피드백을 필요로 하게 되고, 구성원과 상사는 변화과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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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양상은 물론 부정적 양상까지도 다양하게 토론하게 된다. 이러한
피드백과 토론의 과정 속에서 구성원은 창의성이 촉진되고 상사의 업무는
경감되게 된다(김종영, 2007).
둘째, 변화중심의 리더십 모형에서는 경영의 성공여부가 상황별로 발생
하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 또는 대처하는 능력에 달려있으며 그러한
변화에는 언제나 “변화의 저항자”가 존재한다고 하였다(Kanter, 1983).
그런데 조직변화의 시도에 있어 주된 실패의 원인으로 변화의 저항자
인 인간요인을 쉽게 간과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조직변화
의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 변화에 대한 저
항은 조직의 목표와 구성원들의 개인 목표 간 불일치로 인한 갈등에서
주로 비롯되며 이 같은 저항의 극복은 오직 그에 합당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변화는 구성원의 기존 가치나 입장 또는 정체성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단순히 권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차원의 저항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조직이 거시
적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
하게 된다고 하였다(Schmit & Tanter, 1998).
목표중심과 변화중심의 두 가지 리더십 모형을 통해 리더가 추종자들
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선 구성원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요하게
되고 그러한 상호작용의 중심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김종영(2007)은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는 상호 동등한
위계상에 있으므로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어리
석은 짓이라고 하였다. 리더가 커뮤니케이션 없이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비전 또는 목표를 제시할 것이며, 또한 커뮤니케이션
없이 구성원들에게서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Drucker, 2002). 결국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을 리드할 수 있게 해주는 유
일한 가능성이며 이런 논점에서 Dröse 외(2004)는 리더십이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영향력의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목표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하였다(김종영, 20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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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Weber(1947)의 분류방법이 주로 거론된다.
Weber는 리더십의 유형을 카리스마적 지배(Charismatic dominance), 전통적
지배(Traditional dominance), 법적-합리적 지배(Legal-Rational dominance)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사실 리더십 유형이라기보다 지배유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Hersey & Blanchard(1993)는 리더십 유형을 교시형(Directive),
설득형(Persuasive), 참가형(Participative), 위양형(delegating)으로 구분
하였고, Jennings(1943)는 설득형․지배형․제도형, 전문가형으로 리더십을
분류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분류가
제시되고 있으나 어떤 리더십 유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단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 직면하게 된 상황 또는
요구에 적절하게 리더십이 발휘될 때 가장 효과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일반적 주장은 가능할 것이다(모종화, 2010).
한편, 최근 리더십 연구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존 이론들이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에서 리더의 역할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새롭게 부하의
반응에 초점을 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리더십의 신조류로서
과거 전통적 리더십 유형의 성격을 지닌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
Leadership)에 대응하여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모종화, 2010).
변혁적 리더십은 Burns(1978)의 정치적 리더십을 기초로 Bass(1985)와
그의 동료들이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 것이며, 이 이론은
기존 리더십 연구가 리더와 부하직원 간의 교환적 관계에 기초한 거래적
리더십에 치중된 것을 비판하며 시작되었다. 기존의 리더십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측면에서 접근한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만족을 넘어 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자극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인간자원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김준석, 2007). 또한 기존의 리더십
유형을 따르는 리더는 통상적으로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관리
행위에 초점을 두지만, 변혁적 리더는 관리행위 외에도 부하들의 의식과
가치관, 태도의 혁신 등을 추구하며 장기적인 비전의 제시와 더불어 비전
달성을 위한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리더이다(Hackma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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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십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로는 조직 구성원의 참여유도를
통해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이며, 성과 및 통제중심의 거래적 리더십으로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의 역할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변혁적 리더십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Bass, 1985).
이상과 같은 리더십의 정의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리더십은 ‘구성원들
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며 그러한 영향력이 구성원들에게 발휘
되기 위해서는 활발한 상호작용의 과정에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 그리고 최근 리더십의
신조류는 리더의 역할에 초점을 둔 기존의 전통적 리더십에서 부하직원에
초점을 둔 변혁적 리더십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인간자원의 접근방식(김준석, 2007)이며 동시에 리더와
하위직원 모두의 동기적 수준과 도덕기준을 고양시키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Burns, 1978)’이라고 한다면, 변혁적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구성원에게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관계중심의 수평적, 협력적 커뮤
니케이션 일수록 리더의 의도된 영향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최근 강민지(2014)의 연구에서도 변혁적 리더십이 가족친화적 제도의
인식 및 활용도 제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리더십이 리더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영향력을
가능케 해주는 목표지향적 커뮤니케이션’임을 전제한다면 구성원에게 인식
되어진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영향
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을것이다.
지금까지 리더십 이론을 통해 리더십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논의
들을 살펴보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개념과 구조, 특성 및 유형을 갖고
있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영향변인으로 설정하는
본 연구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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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커뮤니케이션
1)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란 용어는 사회의 각 분야와 학문분야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만큼 그 해석도 리더십만큼이나 매우 광범위
하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김승경, 1995).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에 대해
서도 학자들 마다 인용을 달리하고 있는데 Schramm(1976)은 커뮤니케
이션이 프랑스어인 Communis에서 유래하여 ‘공동체’ 의 의미를 담고 있
다고 하였으며, 최창섭(1994)은 커뮤니케이션의 직접적인 어원이 라틴어
인 ‘커뮤니케어(communicare)’로부터 유래되었고 그 어원에는 ‘참여’ 와
‘나눔’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에 대해 Severin & Tankard(1979)는 커뮤니케이
션이란 ‘나눔’, ‘의도적 영향’, ‘모든 형태의 영향 또는 반응’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그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먼저 ‘나눔’의 관점이란, 말하는 송신자와 듣는 수신자 사이에 정보의
교환을 통해 정보공유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도적 영향’은 듣는
수신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으로, 의견 또는 태도의 변화, 즉 설득에
목적을 둔 의사소통을 말한다. 세 번째 ‘모든 형태의 영향 또는 반응’의
관점은, 상호간에 언어를 교환 할 뿐만 아니라 영향 또는 반응을 일으키
는 모든 형태의 과정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감정교류도 포함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어원과 개념이 이처럼 다양한 측면을 가지는 것은 그
요소와 기능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령, 커뮤니케이션의 처음 목적은 단순히 정보의 교환이었지만 교환되
는 정보의 유용성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설득적 기능이 작동
되어 의사소통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커뮤니케
이션은 ‘정보교환, 의사소통, 감정교류의 기능과 의미를 동시에 포괄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화 당사자 간의 본질적인 의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김승경,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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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구조

그렇다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토록 복잡다양한 정의가 내려지는
것은 어떤 특성과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인가? 만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교환적 기능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자동화나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와 같은 공학 분야에서도 비록 인간과 같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없지만 주어진 목표와 정보(Code)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 커뮤니케이션의 구현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에 의해 자동적으로 제어되는 Cybernetics(사이버네틱스)의 원리와
정보량의 측정과 관련된 정보이론 영역에서 다뤄지는 분야이다. 그러나
이는 가장 기초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로써 수집된 정보에 의미를 부여
한 후 이를 해석하고 그로 인해 예측될 수 있는 효과 등의 활동을 배제
하고, 단지 수학적 계산에 의해 불확실한 상황이나 상태를 경감시켜 장래
발생 가능한 사건을 확률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정보의 양과 관련된 것으로
‘수학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한다(Schramm & Porter, 1982).
이와 달리,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대부분 인간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유일하게 자기 자신과 내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성적 의식을 가지는 존재이다. 인간에게 이성적 의식이 있다는 것은
외부의 자극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선별하여 의미를 부여
하고 이를 해마와 소뇌 같은 기억체계에 저장하였다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긴급히 필요한 때 신속히 출력하여 대응할 수 있게 진화된
대단히 능동적이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인지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김승경, 1995).
또 다른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은 대화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나누는 대화에는 대부분 주제가
있기 마련이며 이성적 의식을 가지는 인간은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축적된 과거경험과 지식 등에 기초한 판단의 결과로써 나름의 정리된 의견
및 태도 등을 가지게 된다. 이는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이때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자기의견 또는 태도와 같거나 유사·
동일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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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갖도록 기대를 하게 된다.
만일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 나와 동일한 의견이나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내적갈등을 겪는 심리적 불균형 상태. 즉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Festinger(1957)의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기대하는
내적상태와 외적상태가 동일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정서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간은
나와 불균형인 상대를 변화시키던지 아니면 나를 변화시켜 정서적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정보만 교환하는 기계적 커뮤니
케이션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차원에서 정보의 교환뿐만 아니라 의견,
태도 및 정서적 교류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독특하고도 복잡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홍기선, 1993).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절차와 구성요소를
거쳐 메시지를 공유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측면에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세 가지 커뮤니
케이션 모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수신자의 반응을 고려함이
없이 송신자가 자기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단순히
구조화한 가장 초기 모형인 Lasswell(1949)의 일방적 모형으로, 이와 같은
메시지 전달방식은 수신자의 설득에만 치우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Rhetoric)과 유사하며 <그림 2-1>과 같이 송신자가 수신자보다 대체로
높은 지위에서 수신자의 반응을 배제하고 송신자가 수신자의 행동변화를
위해 주로 일방적으로 행하는 커뮤니케이션 형태이다(김승경, 1995, 재인용).
<그림 2-1> 일방적 모형
송신자
(Sender)

➡

메시지
(Message)

※ 출처: 김승경(1995)의 그림을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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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자

(Receiver)

두 번째는 Anderson(1968)의 ‘반응(Feedback)모형’으로, 송신자의 메시지에
대해 수신자가 자신의 의견, 느낌 등을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나마 반응
하며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발생하는 해석의 차이는 수신자의 반응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Shannon & Weaver(1953)의 초기 기계적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Anderson(1968)이 반응과 소음개념을 추가하여 발전
시킨 커뮤니케이션 모형이다. <그림 2-2>에서와 같이 반응모형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 수신자의 해석의 차이 외에도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소음(noise)’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소음(noise)이란, 물리적인 소음과 의미론적인 소음으로 구분되고, 물리
적인 소음은 대화주변의 다른 소음이나 대화음성의 크기 등을 말하고,
의미론적인 소음은 송신자의 부족한 표현능력이나 수신자의 관심 등에
따른 다른 해석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음에 의해 수신자는 송신자의
본의를 다르게 해석하는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해석 차이는 커뮤니케
이션의 결과로써 보이게 되는 수신자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2> 반응 모형
❷
Message
M
M
M
❶송신자 ➜ 부호화 ➜ ❸경로 ➜ 해독 ➜ ❹수신자
(Encoding)
(Channnel)
(Decoding)
(Receiver)
(Sender)

❺소음(Noise)
❻수신자의 반응(Effect)
※ 출처: 이희경(2002)의 그림을 연구자가 재구성

마지막 세 번째 모형은 Schramm(1982)의 ‘상호작용(interaction) 모형’
이다. 송신자와 수신자가 대등하게 상호작용하며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구조화 한 것으로 세 가지 모형 중 가장 발전된 형태로 알려지고 있다
(D. McQuail & S. Windahl, 1991, 임상원 역,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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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의 포괄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정의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인 상호 정보인지 구조의 차이 및 심리적 특성 등을 전제할 때 이에
가장 적합한 모형이 Schramm(1982)의 상호작용 모형<그림 2-3>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3> 상호작용 모형
기호화
(Encode)

➡



메시지
(Message)

➡



해석

해석

(Interpret)

(Interpret)



해독

(Decode)

해독

(Decode)



메시지
(Message)





기호화
(Encode)

※ 출처: 임상원(1994)의 그림을 연구자가 재구성

상호작용 모형에 의하면, 송신자와 수신자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서
로의 정보인지 반응을 고려하며 메시지를 교환하게 된다. 여기서 메시지
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기호화(Encode)이고, 메시지가 송신자에 의
해 기호화 되어 수신자에게 일단 전달되고 나면 수신자는 이를 해독
(Decode)이라는 과정을 거쳐 송신자의 의도와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송신자와 수신자는 메시지가 제대로 공유될 때까지 계속
적으로 반복하여 상호작용하면서 피드백과 수정을 거치는 체제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수신자는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를 해독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송신자의 원래 메시지는 단순히 전달 또는 전해지는 것이 아닌
수신자가 송신자의 메시지를 자신이 이해한 의미로 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완전하게 공유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경용,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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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을 조직론의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조직커뮤니케이션이다
(정수련, 2011; 김량희, 2014). 조직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경영학을 중심으로 사회심리학, 심리학, 정보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축적되어 짐에 따라
그 개념 또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어지고 있다(김승경, 1995;
정수련, 2011).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들을 살펴보면,
Simon(1945)은 ‘조직 커뮤니케이션이란 조직의 한 성원에게서 또 다른
성원에게 전달되는 모든 과정이며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조직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Tompkins(1984)는 ‘둘 이상의 관계에서 개인이 공동의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활동의 체계를 형성 및 유지하고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조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하였으며,
Lewis(1987)는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구조상에서 관리자와 종업원
그리고 동료 상호 간이나 집단 간에 정보전달을 위해 발전된 기술 또는
메시지를 통해 메시지와 관념, 태도 등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황상재, 2006, 재인용). 결국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지칭
하는 개념으로써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의 전달적 수단 및 설득적 수단
그리고 비언어적 수단을 통한 협의의 소통뿐만 아니라, 광의의 인간관계
까지를 포함하여 조직 내 관리자와 구성원 상호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반 의미나 의견, 정보 등을 포괄하는 소통활동을 일컫
는다고 할 수 있다(오두범, 1994).
조직의 기능수행과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수의 조직학 학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에게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정수련, 2011). Katz & Kahn(1966)
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어떤 조직과
집단 및 사회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과 사회
체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안미헌, 199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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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ch(1952)는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체계(SubSystem)들
간에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그려 낼 수 있다면 조직체계의 이해
에 대단히 유용할 것’라고 하였으며, Barnard(1938)도 ‘조직의 3대 요소
는 목표, 협력의사,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조직체계에서도 중요하게 포지셔닝 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조직구
조와 확장, 범위 등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닉(technique)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강조되고 있는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성은 다음의 몇 가지 주요한 기능에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Scott & Mitchell, 1976).
첫째로, 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충족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
이 된다. 자신이 소속된 그룹 내에서 구성원들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관리자나 동료들에게 개인적인 고충이나 만족감 등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간다.
둘째로,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촉진제로 기능하게 된다. 구성
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성과에 대한 보상 및 평가, 직무의 설정, 교육
훈련의 실시 등과 같은 리더십의 발휘에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셋째로,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요구된다. 조직은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방법들의 하나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조직도로 공식화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기능적 측면에 의할 때,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정서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확대시키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촉진시키는 리더십 발휘에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수단이며, 또한
조직의 지향점과 정합되게 모든 구성원들을 한 방향으로 정렬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행위통제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의
효과성 제고에 있어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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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사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1) 상사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연구의 접근관점에 따라 크게 개인 단위, 양자
간 단위, 조직 내 소집단 단위, 전체 조직 단위로 나눠지며, 조직 커뮤니
케이션 연구의 대부분은 개인 단위에 관한 것으로 조직 내 전달되는 메
시지 유형 또는 전달경로에 따라 개인 구성원의 지식, 태도, 행위 등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France et al, 1977).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조직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상당수는 ‘양자 간 단위의 커뮤니
케이션 문제’이다(김승경, 1995). 양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상사와
동료, 하급자 등이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대상자가 되며 이는 대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대인관계
와 행위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의미전달과 감정이입 등 조직 내 상사와
하위 구성원 사이의 상호 영향력의 과정을 주로 분석하게 된다(박내희,
1989).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상사가 사용하는 언어나 구절을 의미하는
‘언어’, 상사의 목소리 특징인 ‘음성’, 그리고 부하직원이 보는 모든 것인
‘시각’의 3가지 방식으로 구성되며,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
냐에 따라 이 3가지 방식의 영향도는 매번 달라지게 된다(Lani, 2002; 김
진석, 2007). 그러나 조직 내 양자 간 즉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는 동료 및 하급자 보다는 구성원 자신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바로 직속 상사와의 양자 간
커뮤니케이션이다. 상사와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명령이나 지시와 같은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부하직원에 대한 상
사의 경청적 태도 및 개방적 사고 등 부하직원의 상향적 커뮤니케이션
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두연, 2009; 이유미, 2011). Norton(1983)은 조직
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동
료나 부하 보다는 직속상사라고 하였고, Ashford(1986)도 상사의 커뮤니
케이션이 부하직원의 만족과 조직몰입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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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하였으며, 곽의영(1993) 또한 하위직급은 조직에서의 의사결정과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어 상급자에 대한 의존성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상
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만족이 조직몰입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정봉희, 2013, 재인용). 김진석(2007)도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이 부하직원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자신감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
고, 전영미(2013)는 상사의 커뮤니케이션이 부하직원의 직무만족과 팀 몰
입 및 성과에 비교적 많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조직의 관점에서도 사실상 업무환경 내에서 주요하게 관심을 두는
영역이 관리자와 부하직원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일 것이다.
관리자와 부하직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특정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구성원들의
동기(Motivation)와 조직 및 직무만족도(satisfaction)에도 영향을 미침으
로써 조직 생산성과 이윤의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현지, 2013).
이와 같이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하위체계로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구성, 그리고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영향성 등을 종합해 보면,
상사 커뮤니케이션은 ‘조직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상사가 대인
커뮤니케이션 구성요소인 언어, 음성, 시각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조직에 부합하는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리더십발휘 과정이며 여기에는 상사로서의 권위를 발휘하는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부하직원의 의견 등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상향적 커뮤니케이션도 함께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겠다.

2) 상사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그렇다면 상사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유형별 특성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구성원들이 조직생활과 개인 삶의 질
에 균형을 이루고자 할 때 상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긍정 또는
부정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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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ftsman(1734)은 ‘모든 사람이 이성적으로 논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모든 사람이 느낄 수는 있다’고 하여 대화의 내용보다 대화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전달자의 커뮤
니케이션 유형이 대화과정에서 수신자에게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게
되면 전달자가 본래 의도하였던 메시지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수신자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어떤 틀(Frame)에 의해 메시지를
전달하는가의 문제이며, 그 결과로써 구성원들에게 어떤 정서적 경험을
이루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된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메시지의 문자적 의미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박상현, 2005; 전영미, 2013).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대해 국내외 주요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
보면, 홍미나(2007)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이란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전달자가 수신자와 공유하려는 메시지의 전달방식을 의미하며
개인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패턴’이라고도 하였다. Norton(1983)은 커뮤
니케이션 유형이란 ‘전달할 메시지를 문자로 기호화한 의미가 수신자에
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며, 여과 또는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전달
자가 언어적(verbal), 비언어적(non-verbal), 부언어적(Paraverbal)인 상호
작용을 통해 알려주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는 전달자에 대한 호감도,
교육효과성, 사회적 현실에 대한 수신자의 지각과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
다고 부연하였다. 유형이란 개념이 내용, 부호,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들을
독특하고 무한한 조합과정을 통해 일련의 의미있는 지속적이며 규칙적
인 패턴을 의미한다면(홍미나, 2007),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결국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요소들이 반복적이며 무한한 조합을 통해 일련의 지속
적이며 규칙화된 개인만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패턴’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를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연결짓게 되면 결국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란 상사의 언어적 행동과 성격을 반영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권세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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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타인의 내면에 있는 본질
적인 생각과 정서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이 외형적으로 표현
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효과
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인이 된다(Reece
& Brandt, 2008). 만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커뮤니케이션 실패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각자는 자유로운 사고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인지구조를 형성해 나가므로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사람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도 이러한 인지구조의 차이에 따른 인식의
차이와 함께 사고하는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Lani, 2002). 이러한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대한 연구는
구성원의 학습과 동기, 태도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고도
중요하다고 하겠다(박상현, 2005).
커뮤니케이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1980년대 말까지는 유형들을 구분하고 각
요소의 특성을 규정하는 정량적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들어서는 1970년대에 연구된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척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들의 부분적 요소만을 이용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이후 여러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이용한 정성적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홍미나,
2007).
최근 30년 이내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관련된 연구동향들을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홍미나, 2007, p11-14; 이유미, 2011, 재인용).
Sheth(1976)는 Bass가 1960년에 발표한 리더십 유형에 기반을 두고
과업지향형(task- oriented style), 상호관계형(interaction-oriented style),
자기지향형(self-oriented style)으로 분류하였고(Mitra, 1999), Norton
(1978)은 10개의 유형(주도형, 과정형, 표현형, 개방형, 경쟁형, 온화형,
우호형, 경청형, 친숙형, 인상파형)을 제시하였다. 이후 몇몇 새로운 커뮤니
케이션 유형이 발표되었는데 Zeev. Ben-sira(1980)는 협력형(affiliati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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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형(control)이라는 유형제시와 더불어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
였고, Reece & Brandt(1984)는 지휘형, 지원형, 그리고 사려형의 커뮤니
케이션 유형을 발표하였다.
Baker(1985)는 Norton이 제시한 변수들의 공선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두 유형으로 축소한 건설형(constructive)과 직면형(contronting)을
제시하였다. 또한 Mannning and Brandt(1987)은 지배성(dominance)과
사회성(sociability)을 두축으로 지원형, 사려형, 지시형, 보조형을 제시
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역시 많은 연구자들이 Norton의 요소를 부분
도입하거나(Nortarantonio & Cohen, 1990), 다른 연구자들이 개발한
척도를 응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Weiss & Mohr, 1991; 이인수, 1996;
Webster & Mitra, 1998; Mirtra, 1999; 윤방섭, 1999).
국내 연구의 사례로는 이혜련(1999)이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상향, 하향, 수평, 공식, 비공식으로 분류하고 최고 및 중간관리자의 커뮤니
케이션 유형을 지휘형, 지원형, 사려형, 감정형으로 나눈 연구가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유형이 국내 연구 중에서 발견될 수
있었는데 서판수(2001)가 Zeev. Ben-sira(1980)의 협력형, 통제형 유형
척도에 전문형과 신뢰형을 추가한 4개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제시하였다.
서판수(2001)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구분
협력형
통제형
전문형
신뢰형

<표 2-2>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특성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관심을 보이고 친절하며 지원적인 유형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권위적이고 지시 및 통제중심의 유형
상사가 부하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에서 상사의 전문성
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유형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관계가 서로의 의견을 믿고 따라야 함
을 강조하는 유형

※ 출처: 홍미나(2007)와 정봉희(2013)의 표를 연구자가 재구성
- 40 -

본 연구에서는 위 서판수(2001)의 4가지 유형 중 Zeev. Ben-sira(1980)
가 제시한 협력형과 통제형의 두 가지 유형만을 적용하고자 한다. 대체로
공공기관 관리자의 관리행위는 특성상 전문형에 적합하지 않고, 신뢰형
도 협력형과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워 응답에 편향(bias)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기존 리더십 유형관점의 연구를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관점에서 새롭게 영향관계를 실증해 보고자 하며,
따라서 관계중심의 변혁적 리더십과 일 중심의 거래적 리더십은 Zeev.
Ben-sira(1980)의 협력형과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유형개념과 잘 정합되어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유형분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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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검토
일과 생활의 균형연구에 관하여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부터 2012년까지의 연구동향을 살펴 본 결과, 연구대상을 특별히 제시하지
않은 정책연구 및 문헌연구를 제외하면 총 37편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민간기업 대상의 연구가 28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공공기관 대상
연구는 4편에 불과하여 동 주제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박예송·박지혜,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지어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의 관계,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영역들로 구분하여 최근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관련하여, 권세정(2014)은 상사의
협력적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비서와의 레포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진석(2007)과 장현지(2013)는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부하직원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 조직 및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유미(2011)도 상사
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부하직원의 조직에 대한 정서적·지속적·규범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를 내놓았다. 상사의 커뮤니케이
션 유형과 일과 생활의 균형과의 영향관계를 독립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였으나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구성원의 레포형성, 성장에
대한 자신감 및 동기, 조직몰입 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비형식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는, 강민지(2014)가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의 연구에서 ‘구성원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하고, 리더가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원의 사기를 이끌어내는 변혁적 리더십 유형에 가까울
수록 가족 친화적 제도의 인식과 활용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이며,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지시명령, 또는 단순히 성과에 대한 보상 위주의
거래적 리더십의 발휘는 지양되어야한다’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가족친화제도’는 일-가정영역에 국한된 개념으로 일 이외의 여가, 성장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일과 생활의 균형’과는 구성개념에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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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종화(2007)의 리더십과
조직성과와의 영향관계 연구에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커뮤니케이션은 리더십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김종영(2007)
은 리더십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를 통해 리더십을 효과적인 영향력
의 행사를 위한 목표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하고 더불어 리더십
과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종속시킬 수 없다고 하여
상호 의존적 프레임(frame)의 관계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영역에 있어, 이세영(2013)의 조직문화 유형
인식과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연구는 일 이외 생활의 영역을 가정, 여가,
성장으로 구분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측정한 최근의 연구로, 비형식적
변인인 조직문화 유형이 관계지향 또는 위계지향일수록 일과 삶의 균형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기존 일-가정
양립보다 확장된 균형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종속변인을 가정, 여가, 성장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과 생활의 균형 전체로 설정하여 실증하였다.
전문혁(2012)은 일과 생활의 균형수준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일 이외의 생활영역을 동일하게 가족, 성장, 여가로 영향
변인을 구분 설정하여 가족, 성장, 여가의 각 균형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몰입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영향변인으로 하여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과의 영향관계를 독립적으로 실증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이 상호 밀접한 개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의
확인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리더십 유형과 더불어 일과 생활의 각
균형영역들에 독립적인 영향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접근
관점에서, 사회전반에 일과 개인의 다양한 생활 간의 조화와 균형 그리고
‘How to’의 확산을 주도할 수 있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리더십 보다
실체적 개념인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일과 생활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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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앞선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독립변수를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하고, 종속변수를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하며,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 인식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연구모형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독립변수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협력형
∙통제형

종속변수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

통제변수
∙일・생활균형 중요성 인식도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연령, 근속연수, 직급,
성별, 소속, 결혼, 직군)

∙가정균형
∙여가균형
∙성장균형

- 44 -

제2절 연구가설
앞선 선행연구의 검토에서와 같이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연구자체가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리더십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련된 문헌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리더십은 사회적으로 리더가 성공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목표 지향적 커뮤니케이션(Dröse u. a., 2002)
이고, 리더십 유형 중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원의 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를
자극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인간자원의 접근방식(김준석, 2007)인 변혁적
리더십이 가족친화제도의 인식 및 활용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는 연구결과(강민지, 2014)를 통해, 리더십이 영향력으로 발현되는 구체적
실체와 경로로써 본 연구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결정요인으로 하는
이론적 근거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상사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유형이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국내
에서는 서판수(2001)가 Zeev. Ben-sira(1980)의 협력형, 통제형에 전문형과
신뢰형을 추가한 4가지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재구성하여 측정도구와 함께
제시하였으나, 전문형과 신뢰형은 의사와 같은 전문 직종을 위해 추가된
유형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의 행정 관리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아
협력형과 통제형 두 가지 유형만이 본 연구와 부합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영역 또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일 이외의 개인영역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 김정운·박정열(2008)이 조직원을
대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수준 척도개발을 위해 적용한 가정영역·여가
영역·성장영역이 본 연구와 부합되었다. 각 영역에서의 균형추구라는 점
에서 이를 편의상 가정균형, 여가균형, 성장균형으로 재명명해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선행연구에서 가족친화적 제도의 인식 및 활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 중심적 특성은 본
연구가 예측변수로 설정한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개념적으로 유사
하고, 반면 거래적 리더십의 성과보상 및 통제 중심적 특성은 본 연구
에서 또 하나 예측변수로서 설정한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개념적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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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리자
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각 균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고,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일
과 생활의 각 균형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공공기관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일과생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 공공기관 중간관리자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중간관리자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가정
균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중간관리자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여가
균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중간관리자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성장
균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공공기관 중간관리자의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중간관리자의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가정
균형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중간관리자의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여가
균형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중간관리자의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성장
균형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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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수: 커뮤니케이션 방식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상사로서 관리자가 평소 언어와 음성을
사용하여 구성원들과 메시지를 공유함에 있어 언어적 행동과 성격이
반영된 지속적이며 규칙화된 개인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의미
하며, 측정을 위한 하위 구성개념은 Zeev. Ben-sira(1980)와 서판수(2001)가
제시한 협력형과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적용한다.
이 유형은 Ganster, Petelle, Baker, Dallinger & Backus(1981)가 분류한
Constructing(지원적), Confronting(강압적)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유사한
분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 협력형: 부하 직원에게 관심을 보이고 친절하며 지원적인 유형으로,
지각된 관리자의 협력적 커뮤니케이션 정도에 대한 구성원의 주관적
유형인식의 수준을 의미한다.
2) 통제형: 부하 직원에게 권위적이고 지시적이며 통제중심의 유형으로,
지각된 관리자의 통제적 커뮤니케이션 정도에 대한 구성원의 주관적
유형인식의 수준을 의미한다.

2. 종속변수: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생활의 균형은 ‘일과 일 이외의 생활영역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희생함이 없이 시간, 에너지, 몰입 등의 자원을 스스로 조절 및
통제하고 있다는 심리적 균형감을 통해 자신의 삶에 질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각 균형영역은 김정운․박정열이(2008)의 가정·
여가·성장영역으로 구분한 것을 연구자가 가정균형, 여가균형, 성장균형
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일을 기준으로 각 영역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시간,
심신의 에너지, 정서적 몰입 등 자원배분에 대한 균형감을 주관적 인식
수준으로 측정하게 된다. 각 하위균형별 구성개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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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균형: 임금노동자의 심신회복 및 경제적 소비생활과 사회구성원
의 생물학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개인의 가정영역에서의 균형을 의미
하며, 일영역과 비교하여 가정영역에 배분되는 시간, 에너지, 몰입 등에
갖는 심리적인 균형감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수준을 말한다.
2) 여가균형: 심신의 피로와 긴장의 경감 및 해소를 위해 심리적․신체
적 에너지의 회복과 기분전환 및 건강증진 등을 행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여가영역에서의 균형을 의미하며, 일영역과 비교하여 여가영역에 배분되
는 시간, 에너지, 몰입 등에 갖는 심리적인 균형감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수준을 말한다.
3) 성장균형: 자기만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과 잠재력, 창의성을 발현하
여 개인이 삶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려는 개인의 자유
로운 성장영역에서의 균형을 의미하며, 일영역과 비교하여 성장영역에
배분되는 시간, 에너지, 몰입 등에 갖는 심리적인 균형감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수준을 말한다.
※ 일영역: 일이외의 각 영역별 균형수준에 기준이 되는 영역으로, 특정
조직으로부터 임금노동자가 임금을 대가로 조직이 요구하는 경제적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임금노동이 일어나는 영역으로 정의한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령, 근속연수,
직급, 성별, 소속지역, 결혼유무, 직군은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변수로 제시되었고, 추가로 일과 생활의 균형의 중요성
에 대한 평소 조사 대상자의 선험적 인식수준은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일과 생활의 각 영역별 균형수준의 측정결과에 편향(bias)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통제변수로 두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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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사설계
1. 표본의 선정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울산 소재 본사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 등 6개 지역본부 및 32개 산하지사에 소속된 보험
복지사업부문 3급 이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국단위로
분포된 조직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은 층화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선정하였으며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가설의 검증을 위한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 대상
2,001명에게 이메일로 발송 후 2015. 12. 22 ～ 2016. 1. 31.의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된 설문지는 총 365매로, 이중
중심화 경향이 명백하고 불성실하게 답변한 24매를 제외한 341매를 최종
분석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설문에 적용된 문항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설문항목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인식도 수준에 대한 측정이므로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으로 구성된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1)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측정도구의 구성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측정도구는 Zeev. Bensira(1980),
서판수(2001), 홍미나(2007), 정봉희(2013)의 경험적 연구로 검증된 구조
화된 설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변인인 협력형과 통제형은 2개
영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
구성원이 지각하는 주관적 유형인식의 측정이므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해석의 기준은 각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문항값들의 합에 대한
평균값이 높을수록 해당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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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측정도구의 구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운·박정열(2008)과 이세영(2013)의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측정도구를 수정·사용하였다. 측정을 위한 하위
변인은 가정균형, 여가균형, 성장균형으로 설정하고, 각 균형영역별로 시간
과 에너지, 정서적 몰입 등의 상대적 균형배분 정도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도를 Likert 5점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다. 설문은 3개 균형영역
총 21개의 부정형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각 영역별 문항 값의
평균값이 낮을수록 해당영역에서의 균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통제변수에 대한 측정도구
통제변수인 일과생활의 균형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Likert 7점 척도로
1개 문항을 설정하여 선택지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며,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연령, 근속연수, 직급, 성별, 소속지역, 결혼유무, 직군 등 총 7개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각 측정도구를 요약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측정도구의 구성
독
립
변수
종속
변
수
통
제변
수

구분
하위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7 Ⅰ.1-7
커뮤니케 협력형
이션 방식 통제형
6 Ⅰ.8-13
가정균형
6 Ⅱ.1-6
일과
7 Ⅱ.7-13
생활의 여가균형
균형
성장균형
8 Ⅱ.14-21
일․생활균형중요성인식도 1 Ⅲ.1
연령, 근속연수,
인구통계 직급,
성별, 소속 7 Ⅲ.2-8
학적 변인 결혼유무,
직군
합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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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Zeev. Ben-Sira(1980),
서판수(2001), 홍미나(2007)
정봉희(2013) 수정
김정운, 박정열(2008) 수정
홍미나(2007), 정봉희(2013)
이세영(2013), 강민지(2014)

3. 분석방법
설정된 측정도구는 1차로 11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Pilot test를 실시
하여 각 영역별 설문에 대한 문항이해와 온라인 설문수집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별도의 수정 없이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근로복지공단 보험복지사업부문에 종사하는 3급 이하
구성원들 중 2015년 12월 15일 기준의 서울 및 수도권과 광역시 등 6개
지역본부 및 32개 산하지사 구성원 2,001명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22일
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41일의 기간 동안 이메일 발송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비연고 근무비율이 높은 울산소재 본사와 강원
지역, 그리고 각 지역본부별 시·도 외곽지역 소재 23개 지사 구성원들은
제외하였다. 이유는 비연고지 근무라는 환경적 요인은 기본적으로 일과
생활의 불균형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설문응답에 왜곡된 편향
(bias)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응답된 설문은 총 365매였으며 이 중 유효한 설문응답은
341매였다. 다음의 <표 3-2>는 설문응답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구 분 배포(부)
서울지역 663
부산지역 233
대구지역 179
경인지역 644
광주지역 161
대전지역 121
합계
2,001

<표 3-2> 설문응답 현황

응답(부) 응답율(%) 유효응답 유효응답율(%)
112
16.9
107
95.5
38
16.3
35
92.1
42
23.5
39
92.9
109
16.9
99
90.8
28
17.4
27
96.4
36
29.8
34
94.4
365
18.2
341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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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통계적인 분석절차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과 응답자 분포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적용된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성타당도 검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계수를 분석함으로써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산술
평균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해 주요 변수들이 연속변수이고,
둘 이상의 독립(예측)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통계적 관계를 추정함에
있어 하나의 독립변수로 분석하는 단순회귀분석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다변량 분석기법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사회과학연구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도 설정하고 있는 .05 유의수준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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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가설검증 및 분석
제1절 기초 통계분석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설문에 대한 유효 응답자 341명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지역(107명, 31.4%), 경인지역(99명, 29.0%), 대구지역(39명,
11.4%), 부산지역(35명, 10.3%), 대전지역(34명, 10.0%), 광주지역(27명,
7.9%)순이었고, 성별은 남자(173명, 50.7%)가 여자(168명, 49.3%)보다 많았
으며, 직급은 과장급 150명(44.0%), 대리급 85명(24.9%), 주임급 61명
(17.9%), 차장급 43명(12.6%), 사원급 2명(0.6%)로 나타났다. <표 3-3>은
소속(지역), 성별, 직급에 응답된 표본과 모집단(2015년 12월 15일 기준)의
분포비율을 상호 비교한 결과이며 비교적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들로
추출 및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표본과 모집단의 분포비율 비교현황
구분
소속
(지역)
성별
직급

서울지역
부산지역
대구지역
경인지역
광주지역
대전지역
남자
여자
사원(7급)
주임(6급)
대리(5급)
과장(4급)
차장(3급)

표본(n=341)
빈도(명) 비율(%)
107
31.4
35
10.3
39
11.4
99
29.0
27
7.9
34
10.0
173
50.7
168
49.3
2
0.6
61
17.9
85
24.9
150
44.0
43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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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N=2,758)
빈도(명) 비율(%)
783
28.4
471
17.1
280
10.2
631
22.9
316
11.5
277
10.0
1,169 42.4
1,589 57.6
73
2.6
350
12.7
672
24.4
1,352 49.0
311
11.3

그 외 연령(만으로)은 41세 이상 45세 이하 101명(29.6%)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31세 이상 35세 이하 63명(18.5%), 30세 이하 61명
(17.9%), 36세 이상 40세 이하 55명(16.1%), 46세 이상 50세 이하 45명
(13.2%), 51세 이상 16명(4.7%)순이었다. 근속 연수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152명(44.6%), 1년 이상 5년 미만 114명(33.4%), 5년 이상 10년 미만 34명
(10.0%), 20년 이상 29명(8.5%), 1년 미만 12명(3.5%)이었고, 기혼(239명,
70.1%)이 미혼(102명, 29.9%)보다 많았다.
직군은 일반직 305명(89.4%)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전문직 34명
(10.0%), 기타 2명(0.6%)순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구성현황
구분

연령(만으로)

근속연수
결혼여부
직군

30세 이하
31세～35세
36세～40세
41세～45세
46세～50세
51세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기혼
미혼
일반직
전문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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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명)
61
63
55
101
45
16
12
114
34
152
29
239
102
305
34
2

비율(%)
17.9
18.5
16.1
29.6
13.2
4.7
3.5
33.4
10.0
44.6
8.5
70.1
29.9
89.4
10.0
0.6

2.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1)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변수 간의 상관을 기초로 변수들 속에 내재된 공통자원을
찾아냄으로써 변수들을 보다 적은 수의 구조로 축소시켜 수집된 자료에
잠재된 요인의 수가 연구에 부합되는 요인 수로 산출되는지 여부와 각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설명분산을 통해 측정에 상관성 높은 설문문항
들을 그룹핑(Grouping)함으로써 내적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김효창,
2014; 남궁 근, 2015).
우선,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에 토대한 분석이므로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례를 필요로 한다. 연구자들
간에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200개 이상의 사례수를 기준
하게 되며(김효창, 2014), 본 연구의 사례수는 341개로 요인분석의 기준에
적합한 사례수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data)가
부적합할 정도로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 요인분석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김효창, 2014) 표본의 적합성 여부를 KMO(Kaiser-Meyer-Olkin)
값과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Sphericity test)으로 확인한 결과, KMO
값이 1.0에 근접하는 .935로 매우 양호하였고,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에서도 근사 카이제곱은 8250.590, 유의확률이 .000(p<0.001)으로 요인분석
실시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추출방법은 관련 요인의 수를 최소한으로 산출하고 최초 변수들이
지닌 정보(분산)의 극대화와 의미 있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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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요인의 수는 1.0보다 큰 고유값(eigen value)을 기준하였으며, 회전
방법은 추출된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할 때 사용되는 직교회전
으로써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이 사용되었다. Hair(1992)는 단일
차원의 검증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요인부하량은 .50이상이면 실질적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세영, 2013,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기준이 되는 요인부하량을 .60으로 설정하여 추출한 요인
분석 결과, 요인부하량 .60이상이며 고유값(eigen value) 1.0이상요건을
충족하는 문항들 중 독립변수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하위변인인 통제형
Ⅰ-13. 설문문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종속변수에서는 일과 생활
의 균형 하위변인 중 여가균형 Ⅱ-11,12,13. 설문문항들이 요인부하량
과 고유값의 설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문항들을 제외하고 동일한 요인부하량 및 고유값의 조건
하에 요인분석을 재실시한 결과, 고유값 1.0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
한 변인수와 동일한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분산은
70.934%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첫 번째 요인은 37.793%, 두 번째
요인은 19.461%, 세 번째 요인은 5.321%, 네 번째 요인은 4.413%,
다섯 번째 요인은 3.946%의 설명분산을 보였다.
위와 같이 결과 된 각 요인부하량 .60 이상 문항들의 설명특성을 최종
반영하여, 독립변수인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하위변인 협력형은 Ⅰ.1-7.
문항, 그리고 통제형은 Ⅰ.8-12.문항을 측정항목으로 선정하였고, 종속
변수인 일과 생활의 균형의 하위변인인 가정균형은 Ⅱ.1-6.문항, 여가
균형 Ⅱ.7-10.문항, 성장균형은 Ⅱ.14-21문항을 분석항목으로 최종 선정
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결과는 다음의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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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측정도구의 요인분석결과

문항구분
성분
측정변인 문항번호 1
2
3
4
5
.886
.117
-.003
-.009
-.123
6
.866
.129
.036
.029
-.118
5
.854
.192
.062
-.020
-.222
4
협력형(Ⅰ)
.822
.099
-.018
-.009
-.171
1
.807
.133
.075
-.027
-.350
3
.791
.055
.142
.092
-.197
2
.764
.116
-.104
.095
-.030
7
.091
.778
.263
.306
-.042
16
.154
.741
.056
.113
-.034
15
.176
.731
.372
.233
-.107
19
.088
.708
.464
.253
-.098
성장균형(Ⅱ) 20
.239
.705
.222
.115
-.232
21
.120
.697
.487
.156
-.073
18
.131
.695
.471
.254
-.021
17
.127
.691
.251
.324
-.122
14
.027
.117
.744
.256
-.057
2
.028
.241
.712
.140
-.092
3
.009
.295
.679
.235
-.104
5
가정균형(Ⅱ)
.066
.405
.679
.302
-.056
6
-.102
.225
.658
.349
-.053
1
.102
.350
.653
-.022
-.038
4
.043
.234
.270
.832
-.043
7
.035
.336
.289
.795
-.042
8
여가균형(Ⅱ)
.037
.250
.216
.741
-.026
9
.029
.411
.328
.613
-.104
10
-.031
-.198
.020
-.031
.753
10
-.458
.002
-.137
.007
.727
8
통제형(Ⅰ)
-.454
-.121
-.090
-.080
.719
11
-.489
-.100
-.153
-.076
.661
12
-.471
-.012
-.129
-.073
.631
2
고유값
11.338 5.838 1.596 1.324 1.184
설명분산(%)
37.793 19.461 5.321 4.413 3.946
누적분산(%)
37.793 57.255 62.576 66.989 7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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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결과가 반영된 총 30개 문항에 대해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s α 계수를 분석하였다. 신뢰도(reliability)는 유사 또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동일한 변수의 측정을 반복하였을 때 측정값의
일관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Cronbach’s α 계수는 이러한 척도들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측정하기 위한 내적일관성
지수 중 하나이다. Cronbach’s α 계수는 보통 .70이상인 경우에 신뢰도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효창, 2014).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30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884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변인별 문항의 평균 신뢰도는 최저 .874에서 최고
.895로 각 변인의 내적일관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다음 <표 3-6>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구분

<표 3-6>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측정변수
하위변인 문항수 Cronbach’s Alpha
협력형

7

.883

통제형

5

.895

가정균형

6

.877

종속변수 일과 생활의 균형 여가균형

4

.876

성장균형

8

.874

독립변수 커뮤니케이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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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3-7>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독립
변수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협력형(평균 3.577, 표준편차 .8720)이 통제형
(평균 2.703, 표준편차 .8789)보다 비교적 평균이 높았으며, 종속변수인
일과 생활의 균형은 가정균형(평균 3.230, 표준편차 .8492)이 가장 높았
고, 다음이 성장균형(평균 3.080, 표준편차 .9372)이었으며, 여가균형(평균
2.960, 표준편차 1.0196)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분석하면, 근로복지공단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상대적으로 통제형 유형보다 협력형 유형에 가깝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수준에 있어서는 가정균형, 여가
균형, 성장균형이 대체로 비슷한 평균값을 보이고 있지만 그 중 가정균형이
다른 균형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균형수준을 보이는 것은 공단의
선도적인 가족친화경영활동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표 3-7>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변인

하위변인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방식
통제형
가정균형
일과 생활의 균형 여가균형
성장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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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5769
2.7026
3.2302
2.9604
3.0799

표준편차
0.8720
0.8789
0.8492
1.0196
0.9372

4.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의 분석은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상관계수는 –1.00에서 +1.00사이에서 절대값이 1에 가까울
수록 변수 간 상관이 높다고 하였다(김효창, 2014).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독립변수의 하위변인인 협력형과 통제형, 그리고
종속변수의 하위변인인 가정균형, 여가균형, 성장균형 총 5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3-8>과 같이 독립변수 중 협력형 커뮤니
케이션 유형은 종속변수의 하위변인인 가정균형, 여가균형, 성장균형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제형은 종속변수
의 하위변인인 가정균형, 여가균형, 성장균형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수인 협력형과 통제형
이 상호 대칭적 구성개념을 이루고 있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수의
하위변인들과도 대칭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협력형과
가정 및 여가균형간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은 조사대상인
공단조직이 2007년부터 적극적인 가족친화경영활동을 추진해 옴에 따라
구성원들의 제도인식과 활용수준이 높아 제도적으로 활용을 보장받고 있다
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협력형과 성장균형과는 상대
적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고, 통제형과는 모든 균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표 3-8>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 분
협력형
협력형
1
통제형
-.650**
가정균형
.131*
여가균형
.132*
성장균형
.320**
***p＜.001, **p＜.01, *p＜.05

통제형 가정균형 여가균형 성장균형
1
-.246**
-.200**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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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41**
.716**

1
.661**

1

제2절 변인 간 영향관계 분석
1.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일과 생활 균형의 영향관계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하위변인인 협력형과 통제형이 일과 생활의 균형의 하위변인인
가정균형, 여가균형, 성장균형 각각의 균형영역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검증은 독립변수들을 종속변수 각각의 하위변인들에 대입하고, 조사대상
자의 일·생활 균형 중요성 인식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변수들을 통제
한 상태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 소속, 직군,
결혼유무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였으며, 독립변수와 달리 종속변수인 일과
생활의 균형영역들은 부정질문으로 측정된 응답값이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응답값이 높을수록 해당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나,
종속변수는 응답값이 낮을수록 해당 영역에서의 균형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인 간의 인과관계 검증에 대한 분석의
편의와 해석의 혼란 등을 고려하여 종속변수인 일과 생활의 각 균형영역
값을 역(逆)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를 적용한 주요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가정균형과의 영향관계
<표3-9>는 관리자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하위변인인 협력형과 통제형
유형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영역 중 가정균형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회귀모형(R2 )은 .133으로 모형
의 설명력이 13.3%임을 알 수 있고. 회귀식의 유용성과 관련한 F값은
3.327(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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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가정균형과의 영향관계
독립
변
수

통제
변
수

구분
(상수)
협력형
통제형
일생활균형
중요도
연 령
근속연수
직 급
성 별(더미)
소 속(더미)
결 혼(더미)
직 군(더미)

R2
adj R2
F

B
4.309
-.063
-.279
.059
.129
-.182
-.054
-.193
-.078
.167
.173

***p＜.001, **p＜.01, *p＜.05

종속변수(가정균형)
t
p
β
7.773
.000
-.065
-.947
.345
-.289 -4.174*** .000
1.254
.067
.211
2.148*
.222
.032
-.237 -2.086* .038
-.060
-.543
.587
*
-.114 -2.115
.035
-.031
-.525
.518
1.396
.090
.164
.095
.005
.535
.133
.093
3.327***

VIF
1.769
1.799
1.069
4.020
4.834
4.558
1.088
1.265
1.569
1.082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중 통제형(β=-.289, p＜.001)은 구성원의
일과 생활 균형영역 중 가정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협력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연령(β=.222, p＜.05)이 높을수록 가정균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였고 근속연수(β=-.237, p＜.05)가 길수록 가정균형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과정에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VIH(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확대인자)를 확인하였으나 최소 1.069～ 최대 4.834의 범위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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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여가균형과의 영향관계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협력형, 통제형)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 중 여가균형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회귀모형(R2 )은 .195로 모형설명력이 19.5%임을 알 수 있고.
회귀식의 유용성과 관련한 F값은 5.258(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 <표 3-10>이다.
<표 3-10>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여가균형과의 영향관계
독
립
변
수
통제
변
수

구분
(상수)
협력형
통제형
일생활균형
중요도
연 령
근속연수
직 급
성 별(더미)
소 속(더미)
결 혼(더미)
직 군(더미)

R2
adj R2
F

B
3.026
.004
-.217
.076
.124
-.274
.138
-.145
-.201
.704
.372

***p＜.001, **p＜.01, *p＜.05

종속변수(여가균형)
t
p
β
4.709
.000
.003
.052
.959
-.187 -2.795** .005
.072
1.401
.162
.177
1.769
.078
**
-.297 -2.711
.007
.128
1.202
.230
-.071 -1.368
.172
-.058 -1.048
.401
***
.317 5.074
.000
.188
.010
.265
.195
.158
5.258***

VIF
1.769
1.799
1.069
4.020
4.834
4.558
1.088
1.265
1.569
1.082

관리자의 통제형(β=-.187, p＜.01)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일과
생활 균형영역 중 여가균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협력형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근속
연수(β=-.297, p＜.01)는 여가균형에서도 유의한 부(-)의 영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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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성장균형과의 영향관계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협력형, 통제형)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 중 성장균형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표 3-11>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R2 )은 .213으로 모형 설명력은 21.3%
이었고. 회귀식의 유용성은 F값이 5.859(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1>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성장균형과의 영향관계
독립
변
수
통
제
변수

구분
(상수)
협력형
통제형
일생활균형
중요도
연 령
근속연수
직 급
성 별(더미)
소 속(더미)
결 혼(더미)
직 군(더미)

R2
adj R2
F

B
2.292
.193
-.225
.127
.129
-.291
.115
-.114
-.025
.280
.189

***p＜.001, **p＜.01, *p＜.05

종속변수(성장균형)
t
p
β
3.932
.000
.180 2.747** .006
-.211 -3.197** .002
.131
.010
2.580*
.201
.043
2.036*
**
-.343 -3.169
.002
.117
1.110
.268
-.061 -1.190
.235
-.007
-.134
.542
*
.137
.027
2.220
.048
.002
.464
.213
.177
5.859***

VIF
1.769
1.799
1.069
4.020
4.834
4.558
1.088
1.265
1.569
1.082

관리자의 협력형(β=.180, p＜.01)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성장균형
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통제형(β=-.211, p＜.01)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균형 중요도 인식(β=.131, p＜.05)
과 연령(β=.201, p＜.05)은 성장균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근속연수
(β=-.343, p＜.01)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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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회귀분석한 결과,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협력형 일수록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영역 중
성장균형영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균형 및 여가균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통제형에 가까운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성원의 세 가지 균형영역(가정균형, 여가균형, 성장균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하위가설
1-1. ‘중간관리자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가정균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하위가설 1-2. ‘중간관리자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여가균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아 기각되었고, 하위가설
1-3. ‘중간관리자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성장균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01)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2. ‘공공기관 중간관리자의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하위가설
2-1. ‘중간관리자의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가정균형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p＜.001)’와 하위가설 2-2. ‘중간관리자의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여가균형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p＜.01)’, 하위가설 2-3. ‘중간관리자의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방식
은 구성원의 성장균형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p＜.01)’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여 가설 2는 모두 채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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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검증결과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설정한 연구
가설들의 대부분은 경험적으로 검증되게 되었다.
다만, 관리자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
영역 중 ‘가정균형’과 ‘여가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
은 것은 구성원과 관계중심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협력형 소통방식과
개념적으로 유사하였던 변혁적 리더십이 가족친화제도의 인식 및 활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는 강민지(2014)의 선행연구
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공단은 일찍부터 정
부의 저출산·고령화 계획에 따른 일·가정양립 정책에 부응하여 주무부
처인 고용노동부와 더불어 2007년부터 가족친화 경영활동을 수년간
추진해 옴에 따라 관련 제도의 인식 및 활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
직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문화의 영향으로 협력형 관
리자에게 속한 구성원들은 평소 원활한 소통으로 관리자와 관계의 질이
높지만 가정 및 여가균형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인식이
보다 더 강하여 상대적으로 관리자의 협력적 커뮤니케이션을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관리자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구성원의 가정균형에 부
(-)의 영향을 보인 것은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이 협력형 일수록 상사의
기대에 호응하여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이 가정균형에 오히려 부정적 영
향으로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강민지(2014)도 조직지원인식이
높을수록 조직과의 호혜성 관계로 인해 조직헌신을 심리적으로 강요받는
부담감이 가족친화적 제도사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가설1의 하위가설 중 ‘성장균형’에서는 관리자의 협력형 커뮤니
케이션 방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은 상사의 커뮤
니케이션 유형이 부하직원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 조직 및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김진석, 2007; 장현지, 2013)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최근 공단의 2015년 ‘내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직무능력과 역할 및 책임에 대해 평균 85.14점으로
평가하여 높은 자부심과 성장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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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협력형인 상사는 조직 내에 높은
성장욕구를 가지는 구성원들과 성장경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발히
소통하며 자신감과 동기부여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구성원의 성장
욕구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통제형인 경우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 하위변인인 가정균형, 여가균형, 성장균형 모두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보인 것은 상사지원이 낮은 환경에서의 구성원들은 상사
지원이 높은 경우보다 결혼생활의 질 또는 회사생활의 질이 낮다
(Mossholder, Bedeian, & Amenakis, 1980; 이화용·홍아정, 2012, 재인용)는
선행연구와 맥락적으로 일치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직위계상 상대적
으로 높은 위치에서 강한 직무권한을 가진 상사가 평소 통제형의 커뮤니
케이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소속 구성원들은 조직 전반에 일과 생활의
균형지원 및 장려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환경에서도 자유로운 제도
활용을 심리적으로 억제당하는 영향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2> 주요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구 분
가설 1.

가설1-1.
가설1-2.
가설1-3.
가설 2.
가설2-1.
가설2-2.
가설2-3.

가설
공공기관 중간관리자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일과 생활의 균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간관리자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가정균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간관리자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여가균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간관리자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성장균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기관 중간관리자의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일과 생활의 균형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간관리자의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가정균형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간관리자의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여가균형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간관리자의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성장균형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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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구성원의
기각
기각
채택
구성원의
채택
채택
채택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동기요인이 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도 저출산·고령화 및 국민의 ‘낮은 삶의
질’ 문제에 대해 가장 통합적인 정책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확산 및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되었다.
그간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을 필두로 저출산·
고령화 및 국민의 ‘낮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관련 정책 및 제도들 대부분이 모성보호 및 양육지원에 치우쳐
일부계층에 편향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을 조화롭게 하는 통합적 수준에서의 일과 생활의 균형은 체감
할 정도의 실효성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몇몇 선행연구들은 관련 제도의 도입자체보다 직장 내 조직
문화, 상사지원 그리고 동료의식 등 이들 비형식적 요인들이 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내적환경으로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
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상사의 지원이 주요하게 거론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상사는 부하직원과 조직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위계상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강한 직무권한을 갖고 있어 이들의 관리
행위는 부하직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상사가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영향력 있는
변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연구문제 설정을 위해 포괄적 문헌
검토를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상사의 리더십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가족친화적 제도의 인식 및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리더십이 어떠한 실체와
- 68 -

경로로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았다.
대신 리더십 이론들을 유형별로 구조화한 목표중심 모형 그리고 변화
중심 모형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 모형에 의하면, 리더
는 목표탐색의 과정에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거나 외부변화에 대한 ‘변화
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활발한 상호작용들을 하게 되며
그 기저에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의 접근관점은 기존 리더십관점에 비해
구성원이 영향력의 실체를 보다 잘 지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문의
실천적 유용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동 주제분야에
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하였던 공공부문을 연구대상으로 함에 따라
공공부문 조직특성에서 상사변인의 영향을 측정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연구배경과 논의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공공기관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가?
위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포괄적 문헌검토를 통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로부터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협력형과 통제형을 하위변인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은 가정균형, 여가균형, 성장균형을 하위변인으로 도출하여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소속 3급
이하의 남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설문항목을 일부 수정하여 Pilot Test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으며, 유효하게 응답한 총 341명의 응답 자료만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적용된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초통계를 위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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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연구가 설정한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관계 검증은 다중회귀분석에 의했다. 이 같은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해 실증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간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협력형에 가까울수록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영역 중 ‘성장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가정’ 및 ‘여가균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고 정부정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공공기
관인 공단도 가족친화제도의 사용을 일정수준 제도로써 보장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협력형인 관리자가 구성원의 가정균형과 여가균형
활동을 지원하더라도 구성원들은 이를 ‘상사요인’이 아닌 제도로 보장된
‘권리’로 보다 더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성장균형’은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인 것은 상사
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구성원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부여, 조직
및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이는 커뮤
니케이션 방식이 협력형에 가까운 관리자는 성장욕구가 높은 구성원들
과 활발히 소통하며 그들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자신감과 동기부여 등
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간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통제형에 가까운 경우에는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모든 하위균형(가정균형, 여가균형, 성장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사
의 일방적인 지시명령 위주의 거래적 리더십이 가족친화제도의 인식과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상사지원이 낮을 경우 구성원들의
결혼생활이나 회사생활의 질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
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직에 WLB 제도가 도입되고, 조직문화 등의
환경이 일정 수준 조성되어 있다하더라도 관리자의 평소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통제형에 가까울 경우, 관리자가 직접 제약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압박에 의해 구성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 활동을 제약당하는 영향요인
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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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중간관
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수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해 보고자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상급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형식적 영향변인임을 실증하였다. 특히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관리자의 통제형 커뮤니케이션은 제도정착이 높은
환경에서도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모든 균형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이는 만일 제도정착 수준과 조직문화 등의 환경조성이 낮은 조직
의 경우에는 중간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특히 통제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 조직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수준이 반드시 해당 영역에서의 균형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간 공단은 가족친화 제도의 활용
수준이 비교적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조사결과, 일과 생활
의 균형영역 전체 평균이 3.09점(5점 척도)으로 보통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제도시행이 실제 균형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생활의 균형 활동에는 시간지원과
경제적 지원 등이 동시에 필요하나 대부분 시간지원 위주의 양적접근에
치우쳐 제도만 활용될 뿐 경제적 부담 등으로 질적 균형에는 이르지 못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제도의 여과 없는 양적도입이 아
닌 조직특성과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간지원은 물론 경제적 지원, 일과 생활의 균형설계 상담 등 다양
한 지원방안들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려는 질적 접근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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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발전과 수명연장, 세대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 조직성장과
개인성장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조직경영에서의 관점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구성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근속연수가 낮을수록
일과 생활의 균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인 것은 불확실성 증대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가족과 개
인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근속연수가 낮을수록 개인 삶을 조
직보다 우선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를 반영하여 각 조직은 구성원을 경영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조직과 개인
의 성장이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경영의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관리자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일과 생활의 균형지원은
공공부문 구성원들에게 매력적인 성과보상기제이자 효과적인 동기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이 구성원의 성장
영역 균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인 것은, 달리 보면 직 상급 관리자
와 협력적 소통을 나눈 구성원들은 자신의 성장욕구가 상사로부터 관심
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심리적 보상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부문 구성원들은 금전적 성과보상을 중시하는 민간부문 구성원들
과 달리 공익기여라는 그들 특유의 공공 서비스적 동기특성이 높게 나타
난다(이근주, 2005; 전문혁, 2012). 따라서 협력형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용
한 구성원의 다양한 삶의 균형영역지원은 공공부문의 외적보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적동기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간관리자의 조직 내 역할의 중요성을 재조명해 볼 수 있다.
중간관리자들이 조직 내 다수를 구성하는 구성원들과 평소 커뮤니케이
션을 통해 형성한 심리적 관계의 질은 조직의 경영이나 정책, 제도들에
도 투영되어 이를 대하는 구성원들의 태도 또는 행동은 물론 개인성장
의 동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영진과
일선 구성원들 사이에서 경영활동과 현장을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가교
(bridge)’로서 중간관리자들은 다중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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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역할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경영진과 구성원의 이해가 충돌하거
나 성과압박 등이 심한 경우, 본의(本意)와 다른 태도와 행동을 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들의 역할갈등에 대한 관
심과 고충을 이해함으로써 중간관리자들이 원활한 가교(bridge)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일과 생활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변인으로써 통계적 유의성외에 실질적 유의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개인의 주관적 통제감이라고 할 때, 개인의 생활
영역과 달리 일 영역은 조직이 통제하는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조직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상사는 구성원에게 있어 개인생활의 균형활동 영위에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직접적인 영향요소가 됨이 자명해 보인다. 즉,
상사의 영향력은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지고
반복되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행동과
성격이 반영된 지속적이며 규칙화된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유형)을
형성하게 된다. 구성원들은 이러한 상사의 평소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표면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보다 상사의 비언어적 선호욕구 파악에 더
주력하고 여기에 맞춰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문화인류학자 Edward Hall(2013)은 저서 ‘Beyond
Culture’에서 ‘고(高)맥락 문화와 저(低)맥락 문화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서양의 저맥락 문화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의미를 분명히 하고 명확히
하려는데 반해, 동양의 고맥락 문화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의미가 암시
적이며 모호한 특징을 보인다고 하여 동양의 고맥락 문화유형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조직 내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왜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지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고맥락적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높은 상사의 패턴화된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성원과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에 상사가 선호하는 특정방향으로 반복
되게 학습시키는 암시적 효과로 인해 구성원들의 조직 내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실질적 유의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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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출산·양육 등 모성보호와 양육
지원 차원에서 가족친화 또는 일-가정양립 등의 범주에 국한됨에 따라
그간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했었던 여가균형, 성장균형까지를 포괄한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의 일과 생활의 균형 연구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과 생활 균형은 단순히 가족단위에서의 균형만이 아닌,
개인단위에서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는 삶의 다양한 영역들과도 조화와
통합된 균형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남성과 여성, 기혼자 및 미혼자 등
거의 모든 계층들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시 이와 같은 일과 생활의 균형접근이 보다 폭넓은 계층으로부터의
지지기반과 추동력의 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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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공공기관 중간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해 실증하고 앞 절과 같이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가 가지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정한 한계점을 가지며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향후 후속되어야 할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범위의 제한 등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의 한계이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조직의 구성원을 대상
으로 한정함에 따라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또
한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별 층화표본추출에 의해 선정된 표본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유형별로 다양한
공공기관에 대해 보다 폭넓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 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자료의 횡단적 분석(Cross-sectional analysis)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횡단적 데이터를 기초로 하였다. 그러나
사업환경이나 조직성숙도, 구성원들의 세대변화에 따라 횡단적 분석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측정
및 분석한 결과도 또 다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분석의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설문지법에 한정된 자료수집 방법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설문지법에 의한 계량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설문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왜곡되게 이해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한 응답자의
의도가 연구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설문지법의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자는 설문지법과 더불어 면접법, 관찰법
등 다양한 자료수집을 병행한 연구의 질적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주요 변인들 간의 다양한 영향관계 연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관리자의 협력형과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영향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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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정, 여가, 성장균형으로 구체화하여
설정된 변인들 간의 유의한 영향관계만을 검증하였다. 연구과정에 종속
변수의 하위변인인 이들 가정균형, 여가균형, 성장균형 상호 간의 위계적
영향관계를 규명해 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위 균형영역 중 어느
한 영역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다른 영역에서의 선행적 균형을 필요로
하는 지를 확인해 보는 접근이다. 이를 검증해 봄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에 대한 단계적인 추진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제시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문의 실천적 유용성이라
는 관점에서 제도의 실효적 활용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간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공공기관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일과 생활의
균형과의 영향관계를 새롭게 규명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직 내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조직 구성원들 간의
정서를 고려한 화학적 통합 등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
도입만을 서두르다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성이 반감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책과 제도이용자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비형식적
영향요인들이 중요하게 고려됨으로써 제도 및 정책 활성화를 보다 실효
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직 내 경영진과 실무자
계층 간의 가교(bridge)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 계층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제도 및 정책 활성화에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하는 영향요인이
되고 있음을 통해 그들의 역할적 중요성을 재조명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중간관리자 계층이 겪는 역할갈등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직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중간관리자 계층의 적극적
협조로 조직의 상하 간 원활한 소통과 활발한 정보교류를 촉발시켜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 및 제도가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으로 빠르게 확산 및 정착되는 정책적 접근을 기대해 본다.
본 연구를 발판으로 앞서 제시된 한계들이 향후 후속연구에서 기술적
으로 보완되어 보다 학문적 유용성을 높이는 새로운 연구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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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상사(직상급 부서장)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번호

문 항

상사는 나의 문제점들이
1 곧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나에게 친절하게
2 상사는
대한다.
상사는 나에게 편안하게
3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상사는 나의 사소한 의견
4 이나 문제에 대해 귀를 기
울여 준다.
상사는 업무수행과정에 대해
5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상세히
설명해 준다.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6 상사는
있게 진심으로 애쓰는 것 같다.
상사는 설명하는 내용을 내가
7 잘 알아듣는지에 대해 수시로
확인한다.
상사는 약간 딱딱하고 권위
8 적인 태도로 나를 대하는
것 같다.
나와 대화하는 과정
9 상사는
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
10 상사가 주로 대화를 주도한다.
11 상사는 까다로운 편이다.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12 상사는
위해 말로 과장하는 편이다.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
13 상사는
외에는 일절 하지 않는다.

전혀
보통 그런 매우
그렇지 그렇지
않다
이다 편이다 그렇다
않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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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의 일과 생활의 균형수준에 관한 질문으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번호

문 항

일 때문에 가족에게 신경
1 나는
을 많이 쓰지 못하는 편이다.
야근 또는 회사 일을 집
2 나는
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퇴근 후에도 회사 일에
3 나는
대한 걱정을 한다.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4 나는
가족에게 푼 적이 종종 있다.
나는 일 때문에 가족의 중요한
5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일과 가정생활을 서로
6 나는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여가나 운동에 할애하는
7 나는
시간이 적다.
여가활동이나 건강관리
8 나는
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다.
영화나 공연을 본 지가
9 나는
꽤 오래 되었다.
주말에는 피곤해서 여가활
10 나는
동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일 때문에 건강이 좋지
11 나는
않은 적이 있다.
일과 여가생활을 서로
12 나는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전혀
보통 그런 매우
그렇지 그렇지
않다
이다 편이다 그렇다
않다
1
2
3
4
5

13 나는 주말이 재미없고 무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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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 항

나는 나의 목표와 비전을 생
14 각하고 삶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 비해 경
15 나는
력관리에 무관심한 편이다.

전혀
보통 그런 매우
그렇지 그렇지
않다
이다 편이다 그렇다
않다
1
2
3
4
5

자기개발에 거의 신
16 나는
경을 쓰지 못한다.
일 때문에 자기개발
17 나는
계획을 실천하기 어렵다.
나는 일에 치이다보니 나
18 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
게 된다.
나는 일 때문에 피곤해서
19 자기개발을 할 마음이 생기
지 않는다.
일과 자기개발을 서로
20 나는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21 나는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힘들다.

Ⅲ. 다음은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인 인식도를 묻는
질문으로 가장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매우 중요하다–7점)
← 전혀 아님 중요도 매우 중요 →
문항
1 2 3 4 5 6 7
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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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 항목은 인구통계학적 기초자료를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
하는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번호

문 항

세부내용

1 귀하의 소속은?

① 서울지역본부
② 부산지역본부
③ 대구지역본부
④ 경인지역본부
⑤ 광주지역본부
⑥ 대전지역본부

2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이하 ② 31세～35세 ③ 36세～40세
3 귀하의 연령은(만으로)? ①④ 30세
41세～45세 ⑤ 46세～50세 ⑥ 51세 이상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5년 미만
4 귀하의 근속연수는?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① 7급(사원) ② 6급(주임) ③ 5급(대리)
5 귀하의 직급은?
④ 4급(과장) ⑤ 3급(차장) ⑥ 기타(
)
6 귀하의 결혼여부는?
7 귀하의 직군은?

① 기혼 ② 미혼(독신, 이혼, 사별 등 포함)
① 일반직
② 전문직
③ 전산직
④기 타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90 -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Managers’
Communication Types on Employees’
Work Life Balance

: Focus on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Organization(COMWEL)

Kim, Chang-Yup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has contributed to rais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ut at the same time, work-oriented values across
all of society have caused the serious lack of one’s time enough to
prepare and care for private life, which has led to the low quality of
life that has been likely to be the major reason of a low birth rate
and a rapid aging.
The government has set up the problems as a nation’s agenda and
has been taking decades of multilateral efforts in policy for Work Life
Balance(WLB), establishing family friendly policies, various supportive
measures, and so on. however, the most of these are mainly for
married-working women to protect their motherhood and to allow
them to raise their children, and besides, the government has se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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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only to make sure of effectiveness of introducing program itself.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not drawn the genuine effectiveness of
those policies enough to make people feel in daily lives.
To make them effective, informal factors such as Organizational
culture, Leadership, and so on which are known to influence on
applying them should be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introducing
programs itself. unfortunately, studies on this area have been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other social science researches.
This study, Paying close attention to informal factors, assumed that
manager factor out of them could be more directive variable to WLB,
and so multiple regression was applied, with managers’ communication
type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employees’ work life balance as
dependent variables.
A survey was conducted to employees for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Organization, semi-government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 measure
the effect of managers’ communication types on employees’ work life
balance, and the valid data from 341 were analyzed empirically.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nager with Cooperative communication type has a positive
effect on growth balance but no effect on family balance and leisure
balance of employees’ WLB.
Second, manager with Control communication type has a negative
effect on all balance areas(family, leisure, growth) of it, even though
COMEL has already been known to be in a good level of establishing
and applying family friendly programs
- 92 -

As a result,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managers’ communication
types as one of informal factors have a major impact on Employees’
WLB, which infers the importance of manager’s role and influence on
employees. because they have not only strong official authority but
also interact directly with employees on the spot. in other words, the
result implies that the quality of psychological relationship built
through daily communication between managers and employees has
an impact on employees’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ir
organization’s policies and programs.
Consequently, organizations should take into high consideration
about managers’ communication ways and would need to manage
and to aid them systematically
keywords : Public Enterprise, Middle Manager, Manager’s
Communication Type, Work Life Balance, WLB
Student Number : 2015-24398

- 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