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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점증하고 있는 일-가정 균형 이슈에 대하여 개념적 정의 및 성과를 살펴보고 일-가정 균
형 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동료가 가지는 공정성 인식의 중요
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동료는 긍정적인 역할 및 부정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데, 제
도의 활용에 대한 동료의 공정성 인식은 일-가정 균형제도의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라는 점을 밝혔다. 동료의 공정성 인식을 조절하는 변수로 성별, 생애주기 및 개인의 가치체계가 포
함된 개인적 요인 및 수행하는 직무의 상호의존성, 조직의 지원 분위기 등이 포함된 조직 관련 요인
으로 나누어 그 효과의 작용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Ⅰ. 서 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맞벌이부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통
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율은 43.9%에 달하고 있다(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5).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면서 남성과 여성들은 노동자로서, 부모로서, 한 개
인으로서 생활해나가면서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
를 안고 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은 더 이상 개인의 이슈만이 아니라 기업 및 국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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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책적 이슈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장시간노동문화(1인
당 평균 근로시간 2,124시간, 멕시코에 이어 34개국 중 33위 OECD 2014) 및 저출산
맥락 속에서(평균 출생아수 1.3명) 일-가정 균형 관련 논의는 지속적인 기업의 생존과 성장
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가 느끼는 일-가정 갈등은(work-family conflict) 근로자
의 직장충성도(Roehling, Roehling, & Moen, 2001)，조직몰입도(Berg et al., 2003),
직무만족도(Kossek & Ozeki, 1998) 등 개인 행동을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조직 수준
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Konrad & Mangel, 2000).
그러나 인사정책의 도입이 반드시 성공적인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제도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그룹 또
는 개인에게만 제공된다. 동료의 제도 활용을 둘러싸고 조직 구성원들은 제도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동 제도를 통해 얻고자 했던 기대효과를 저해할 가능성도 충
분히 높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균형제도의 활용이 조직에 어떤 기대 효과
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 제도의 활용과 성과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 특히, 동료의 일가정 균형제도 활용에 대한 공정성 인식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고자 한다.

Ⅱ. 일-가정 균형(Work-family balance)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일과 가정의 관계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였으며, 인간의 에너지는 고정되어 있어 하나의 역할이 더해질수록 “긴장(strain)”,
“역할 압력(role pressure)”, “비양립성(incompatibility)” 등으로 표현되는 갈등(conflict)
이 심화된다고 보았다. 일과 가정 두 영역간의 갈등은 역할 스트레스 이론에 기반하여 “일
과 가정 영역에서의 양립할 수 없는 역할 압력으로 ‘역할 간 갈등’(inter-role conflict)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Kahn, Wolfe, Quinn, Snoek, & Rosenthal, 1964; Greenhaus
& Beutell, 1985). 갈등 관점에서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고정되어 있으
며 일과 가정에서의 자원은 양립할 수 없다는 자원결핍이론(resource scarcity)(Marks,
1977)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두 영역은 별개의 영역이고 인간의 시간과 에너지는 고정된
상태에서 가정 또는 기타 삶의 여러 역할이 더해질수록 고정된 자원을 놓고 갈등이나 긴장
이 야기된다는 역할 간 갈등의 한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갈등 관점의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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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자연스럽게 여성, 특히 일하는 엄마 또는 맞벌이 부부로 맞춰지게 되었다. 여성에
게 양육자로써의 역할에 추가적으로 고용(employment)에 따르는 추가적인 역할이 더해
지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한다고 보았다(Settles, Sellers, & Damas, 2002). 즉,
여성이 일과 가정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양육자와 근로자의 영역이 각기 목적과 규
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구별하려하고 결과적으로 갈등을 지각한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과 같은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가정 갈등 관점처럼 부정적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인 관계 즉, 여러 역할을 수
행함으로 인해 한 역할에서의 경험이 다른 역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
(Frone, 2003; Greenhaus & Powell, 2006; Grzywacz & Marks, 2000)이 제기
되었다. 이 관점에서는 한 영역에서의 시간과 에너지는 사용하면 고갈되는 자원이 아닌,
두 영역에서 공유될 수 있으며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Ruderman, Oholott, Panzer, &
King, 2002). 긍정적 관점에서의 주요한 가정은 역할 축적(Sieber, 1974)과 확장 가설
(Barnett & Hyde, 2001)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역할을 수행할 때보다 다
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그 역할에서의 시간 및 에너지 등의 자원이 다른 역할에 긍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원은 추가적으로 축적 및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가
정 관계의 긍정적인 관점을 다루는 문헌연구를 실시한 김주엽(2006)은 이런 유형의 연구
를 일-가정 비옥화(enrichment)라고 명명하였다. Greenhaus & Powell(2006)은 일가정 비옥화를 ‘일 혹은 가정 중 특정 한 역할에서의 경험이 다른 역할에서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일-가정 비옥화가 역할 외 행동
과 같은 긍정적 행동을 증진시킨다고 제시하고 있다(Baral & Bhargava, 2008)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연구되는 관점으로 일-가정 균형 관점이 있다. 먼저, Higgins et
al.(2000)은 일-가정 균형을 ‘일과 가정 영역에서 요구되는 다중적인 요구를 성공적으로
성취했다는 느낌에서 오는 인지적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Grzywacz & Carlson(2007)
은 Greenhaus et al.(2003)과 Voydanoff(2005)의 정의를 바탕으로 일-가정 균형을
‘일과 가정 영역에서 자신과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상대방 사이에 받아들여지는 역할관련
기대를 성취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균형관점이 앞서 언급한 두 관점과 다른 점은
개인마다 두고 있는 가치 및 가중치의 상이함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균형은 양적으로
균등한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Kirchmeyer, 2000) 개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선호
및 가치체계에 따른 질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Sheldon& Niemiec, 2006). 따라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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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일-가정 균형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이상적인 균형 수준이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조직에서 일-가정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는 제도를 위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일-가정 균형(양립) 제도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보호, 삶 영역에서의
책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조직의 인적자원정책 또는 제도를
의미한다(Poelmans & Sahibzada, 2004). <표 1>은 학자별로 일-가정 균형 제도를 구
분한 것과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가정 균형 제도에 대한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의
총람자료를 발췌 정리한 것이다.

<표 1> 학자별 일-가정 균형 제도 유형 구분
학자

제도구분

Morgan & Milliken(1992)

휴가제도, 탄력적인 근무형태, 부양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Glass & Finley(2002)

휴가제도, 유연근무제도, 양육지원제도

Wood et al.(2003)

육아휴직, 재택근무, 기간계약, 파트타임, 직무공유,
직장보육시설, 육아지원

Rothbard et al.(2005)

유연근무제도, 양육지원

Wang & Walumbwa(2007)

유연근무제도, 육아지원, 탄력근무제도, 노약자부양

여성가족부외 (2016)

모성보호,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도

학자마다 제도의 유형을 적게는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거나 또는 공통의 성격을 갖는 큰
항목으로 구분한 뒤 각 항목에 속한 세부적인 제도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도 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의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
은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1) 일의 속성을 유연화하는 제도 (시간제 근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
2) 특별 휴가 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등)
3) 부양지원 제도 (직장 어린이집, 보육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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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업원 인게이지먼트(Employee Engagement)
조직의 일-가정 균형제도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실증 증거를 제시한다. 우선 개인 수준에서의 성
과는 조직시민행동(Lambert, 2000), 직무만족(Creed et al., 2009), 삶의 질 향상
(Greenhaus et al., 2004), 정신적, 육체적 건강(Sumer & Knight, 2001), 작업효율성
(Ruderman et al., 2002), 조직몰입(Grover & Crooker, 1995) 등을 들 수 있다. 또
한 조직 수준의 성과로 기업의 이미지 개선(Wise & Bond, 2003; 김혜원 외, 2007),
경제적 성과 향상(노세리․이상민, 2011; Heiland & Macpherson, 2005) 그리고 종
업원 유지전략에 있어 중요한 역할(Cappelli, 2000; Lewis & Cooper, 1995)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균형제도의 성과로 종업원 인게이지먼트(Employee Engagement)
라는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업원 인게이지먼트는 사회적 교환이론을 통해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Saks, 2006) 개인이 조직으로부터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원을 받았을 때 그
조직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Cropanzano & Mitchell, 2005). 즉, 구성원들이 조직으로부터 받는 지원 및
혜택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조직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Harter, Schmidt & Keyes(2003)은 종업원 인게이지먼트를 조직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증가시키는 기쁨, 만족, 배려와 같은 인지적, 감정적 변수들의 결합이라고 정의하
였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직무만족(job satisfaction)과 직무몰입(job commitment)
이 있는데 직무만족은 조직 구성원이 주어진 직무를 통해 얻는 만족의 정도라고 표현한다
면 종업원 인게이지먼트는 단순히 직무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고 그 외 조직 또는 직원들
과의 관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Maslach et al., 2001). 직무 몰입 또한 마찬가지의 논
리로 개인의 직무에 국한한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초점이 일-가정 균형제도가 동료
에게 미치는 영향관계를 주로 파악하고 있는 바, 종업원 인게이지먼트가 직무 뿐만 아니라
구성원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만족도라는 개념을 내포하면서 일/조직에 대한 몰입상태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어 일-가정 균형제도의 성과변수로 보다 더 적합한 개념이라고 판단된
다. Creed et al.(2009)은 일-가정 균형 정책과 지원문화, 직무만족 간에는 정(+)의 관계
가 있다고 연구하였으며, 사회교환이론(Blau, 1964)․심리적 계약이론(Rousseau,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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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회사가 본인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보이거나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회
사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느껴 만족감이 상승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살
펴보았을 때, 일-가정 균형 제도는 종업원 인게이지먼트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명제 1: 일-가정 균형 정책의 활용과 종업원 인게이지먼트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Ⅳ. 동료관계
일-가정 균형 정책의 활용으로 상호호혜적인 조직문화의 구축, 높은 조직 몰입 수준
(Muse et al., 2008) 등의 성과를 기대하는데 있어 조직이 처한 상황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도 일-가정 균형 제도의 효과성을 연구함에 있어 공식
적인 제도의 활용 외에도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 및 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Thompson et al., 1999). 또한, 상황적인 맥락은 제도의 활용을
촉진할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감정체계에 영향을 미쳐 실재하는 행동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근본적인 영향요인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Grady & McCarthy,
2008).
즉, 개인이 조직이나 동료, 상사에 의해 사랑받고, 배려 받고, 가치 있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으로 나타남으로써(Beehr & McGrath, 1992) 구성원
의 다양한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일-가정 균형 제도와 관련하여 제도를 활용하는 당사자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
어진 바 있으나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팀웍이 중요한 업무 환경에서는 동료의 일-가정 균형 제도의 활용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과중한 업무의 부담을 주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의 조직 행동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상황적인 맥락으로 동료의 일-가정 균형제
도의 활용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업무 환경의 변화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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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성과주의의 확산, 팀웍의 역할 강화 등이 동료의 일-가정 균형 제도의 활용과 더
불어 구성원의 공정성 인식 및 조직행동에 심대한 변화를 주리라 예상된다(Crompton et
al., 2003; McDonald et al., 2005; Smithson & Stokoe, 2005). 둘째, 동료와의
관계가 구성원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측변인이기 때문이다. 동료관계는 상호간 조언을
제공하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등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Ayman & Antani,
2008). 이러한 영향은 사회정보처리 이론(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Salancik & Pfeffer, 1978)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각 개인의 지
각, 태도, 행동은 개인이 겪고 있는 개인의 특질을 넘어 사회적인 환경, 즉 동료와의 관계
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다. 또한 법적인 환경의 변화도 동료의 공정성 인식과 밀접
한 관련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2007년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되면서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체인력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일-가정 균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체들은 ‘제도의 활용으로 인한 동료
직원의 업무량 증가’(39.4%) 및 ‘대체근로자 확보 어려움(15.6%)’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가정 균형제도를 둘러싼 동료간의 관계는 일
-가정 균형제도의 효과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동료 관계를 동료의 지지와 동료의 반감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일-가정 균형
제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1) 동료의 지지 측면(coworkers’ support)
일-가정 균형제도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실제로 기업에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활용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Kossek & Ozeki,1999). 일반
적으로 동료의 지지는 일-가정 균형 측면뿐만이 아니라 조직 생활의 모든 접점에서 상사와
의 관계보다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Chiaburu & Harrison,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분위기를 강조하는 연구에서는 제도의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당사
자인 상사의 역할에 많이 주목하였고, 상대적으로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
다(Warner, Slan-Jerusalim, &Korabik, 2009). 그러나 개인적 안녕(well-being)은

1) 육아휴직자 수 2005년:1만 700명 2015년 8만7372명으로 8.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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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외부에 위치한 개인과 친구들보다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지지에 의해 더 큰 영향
을 받는 다는 연구 및 사회정보처리 이론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일-가정 갈등은 작업집단
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지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최근 Bhave, Kramer,
and Glomb (2010)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동료관계에서 보이는 지지도가 일-가정 갈등
및 균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Voydanoff (2008)은 영역내부의 자원(within-domain resources, 예: 업무 수행을
통해 획득한 직무 대인 관계능력 등)과 영역내부의 요구(within-domain demands, 예:
업무 수행에서 비롯되는 긴장)가 동시에 개인의 일-가정 균형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동료관계에 적용시켜 보면 함께 직무 수행을 하는 동료의 지지는
영역내부의 자원으로 작용하여 긍정적으로 일-가정 균형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고, 제도
수행에 대한 동료의 반감은 영역내부의 요구로 작용하여 일-가정 균형을 상쇄시키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로 볼 때, 동료가 보여주는 지지는 일-가정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이 주장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Major, Fletcher, Davis, & Germano, 2005; Wang, Liu, Zhan, & Shi, 2010).
반면,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동료의 지지와 일-가정 균형간의 긍정적 관계를 밝히지 못하였
다(Frone, Russell & Cooper, 1997; Thompson et al., 2005). 이렇게 선행연구에
서 동료의 지지와 일-가정 균형간의 관계에 대해 보이는 혼재된 결과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동료의 지지에 대한 측정상의 이슈나 상황적 요인의 영향이나, 개
인이 동료의 지지를 지각하는 과정에서의 또 다른 설명변수들의 역할에 대한 고찰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2) 동료의 반감 측면(coworkers’ antipathy)
동료 간에는 협업을 하면서 신뢰 관계 및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도 하지만 무조
건적으로 지지를 보이지는 않는다. 동료관계에서는 때로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까봐,
또는 부채감에 시달릴까봐 동료와의 관계에서 부탁을 하지 않기도 한다(Ayman & Antani,
2008). 즉, 조직 내에서의 동료관계에는 경쟁 구도가 가정되어 있으므로 동료 관계는 친
밀함과 긴장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료의 지지는 일-가정
균형을 고양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동료가 보이는 반감을 통해 일-가정 균형이 저해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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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료의 반감이란 구성원이 동료의 짜증, 분노,
적의 등을 느끼는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Chiaburu & Harrison, 2008). 동료의 반
감과 일-가정 균형간의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가정 균형 제도의 활용에 대한
반감을 주로 다루고 있다(Warner et al., 2009).
사회적 교환 측면에서 바라보면 일-가정 균형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대상에서는 사
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Kossek & Van Dyne, 2008).
이러한 현상은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Adams(1965)
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투입량(노력,시간)과 산출량(보상)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
신의 투입량 및 산출량을 비교 대상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데, 이때 비교 대상자보다
자신의 투입이 더 많거나, 산출이 더 적다고 느껴지면 불공정성을 인식하게 되고, 불공정
성은 낮은 충성도와 이직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하였다(Grover & Crooker, 1995).
또한 비교 대상자에게 느끼는 반감은 일-가정 균형제도의 활용자를 따돌리거나 중요한 정
보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보복 행위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Kossek & Van
Dyne, 2008).
공정성 이론에서 보면, 일-가정 균형 제도를 활용한 동료로 말미암아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나머지 동료들은 많은 업무 부담이 지워짐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균형제도의 효익은
오롯이 제도를 활용한 당사자에게만 돌아가게 되어 반감이 형성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위
주장은 Galinsky, Bond, and Swanberg (1996)는 전국 노동력 조사에서(National
study of the changing workforce) 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분석 보고서에서는 자
신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일-가정 균형 제도의 활용에 대해 40%의 종업원은 반감을 표시하
였고, 약 16%의 종업원은 동료의 제도 활용으로 인한 업무 증가 등의 사유로 해당 동료에
대한 반감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Reus and Liu (2004) 또한 일-가정 균형 제도를 활
용한 사람에게 보이는 동료의 반감은 궁극적으로 제도의 활용을 저해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한편, Kossek and Van Dyne (2008)은 동료의 반감을 조절할 수 있는 일-가정 균형
제도의 맥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가정 균형제도는
근본적으로 사업장에서의 대면 시간(face time)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료 상호
간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협력, 업무조정 등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대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동료의 일-가정 균형제도를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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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 대한 반감도 증가하며 반감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제도의 활용기간과 종류라고
밝혔다. 즉, 일-가정 균형제도를 장기간 많이 활용한 동료와는 대면 접촉 시간이 현저히 낮
아 그에 비례하여 반감의 정도가 높아지고, 또한 일-가정 균형 제도 중 시간의 유연화보다
(예: 시차출퇴근제, 단시간 근무제도) 장소의 유연화를 선택한 경우(예: 재택근무제) 대면
접촉이 가장 낮게 이루어지므로 반감의 정도가 가장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동료관계는 그들의 지지나 반감을 표함으로써 일-가정 균형제도의
활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Ⅴ. 조직 공정성 인식
전술한 바와 같이 동료의 일-가정 균형제도의 활용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 다루어왔다. 조직에서 일-가정 균형제도를 도입
하고 활용한다면 구성원은 비록 자신이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직이 구
성원에 대해 배려한다고 느끼므로 조직 몰입도가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Lewis et al.,
2007). 또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시간을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비공식적인 관행 등
은 동료 간의 상호호혜관계를 증대시켜(Atkinson & hall 2009; Crompton et al,
2003; Dex & scheibl, 2001) 조직 몰입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
러한 주장에 대해 조직이 제공하는 시혜적인 배려에 대해 모든 종업원이 그 대상이 아니
고, 그러한 관행이 반드시 구성원간의 상호호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적인 형태의 일-가정 균형제도는 제도 비활용자로 하여금 공정함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Young, 1999) 분노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있다(Mcdonald et al, 2005).
아래에서는 동료의 공정성 인식과 관련하여 좀 더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Grover
(1991)는 일-가정 균형제도와 관련하여 조직 공정성이론이 구성원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좋은 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가정 균형제도의 공정성
에 대한 인식은 종업원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Beauregard, 2014).
가장 많이 연구가 된 분야는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분야로 조직 내에서 자
신이 받게 되는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의미한다(Byrne & Cropanzano, 2001). 즉, 분
배 공정성은 제도의 적용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직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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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행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으며
따라서 제도를 적용 받지 않는 구성원들은 제도의 이용자에 대해 형평성(Equality), 공정성
(Equity), 필요성(Needs)의 원칙을 기준으로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Daverth et
al. 2016).
여기서 형평성이란 일-가정 균형제도가 구성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도를 의
미하며 공정성은 조직 또는 팀의 기여도에 따라 적용되는 정도를, 필요성은 출산 및 육아
기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우선 적용 받는지 여부 등 해당 제도의 필요
도에 따른 적용 정도를 각기 의미한다.
동료의 제도 활용을 둘러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논함에 있어 절차적인 공정성(Procedural
Justice)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된 분배공정성의 개념은 조직구성원들이 획득하는 결과물에 대하여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인지적 부조화가 발생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분배공정성에 대한
연구들은 배분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를 간과하였다는 한계
가 있다.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이란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 시에 사용된 절차와 규칙의
공정성을 개인이 느끼는 정도로서, 자원의 분배와 할당에 사용되는 절차 및 과정에 관해서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Greenberg, 1993). 절차공정성은 일-가정
균형제도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
성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절차공정성은 주로 조직의 시스템적인 측면과
분배공정성은 결과적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reenberg, 1993). 즉,
조직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지각하는 분배공정성이 낮게 인식되더라도 분배에 관한 의사결
정이 이루어진 절차가 공정하게 지각된다면 분배결과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Folger & Martin, 1986).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명제 2: 동료의 일-가정 균형제도의 활용은 나의 일-가정 균형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구성원들이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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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감정, 행동 등을 유도한다고 말하고 있다(Lambert,
2000). 이러한 관계는 Blau(1964)의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oery)을 통
해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 교환이론에 따라 회사가 자신에게 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자신도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회사에 대한 높
은 몰입도로 나타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자신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은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Saks (2006)는 종업원 인게이지
먼트를 유도할 수 있는 선행변수를 연구한 그의 논문에서 구성원들이 분배공정성과 절차공
정성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게 되면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 행동과 같은 긍정적인
형태의 몰입인 종업원 인게이지먼트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명제 3a: 동료의 일가족 균형제도의 활용에 대해 분배공정성이 낮다고 인지하는 구성원
들은 종업원 인게이지먼트 수준을 낮출 것이다.
명제 3b: 동료의 일가족 균형제도의 활용에 대해 절차공정성이 낮다고 인지하는 구성원
들은 종업원 인게이지먼트 수준을 낮출 것이다.

Ⅵ. 공정성 인식 조절변수
아래에서는 조직 구성원이 공정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Teasdale(2013)은 일-가정 균형제도가 동료의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은 크게 생애 단계, 성별, 성 역할에 대한 개인의 신념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요인과 직급, 조직문화 등을 포함하는 조직 및 직무관련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 개인적 요인

구성원은 동료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활용에 대해 개인이 처한 상황 및 가치체계에
따라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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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 및 생애 단계
앞서 언급한 대로 일-가정 균형제도의 활용은 조직 구성원 모두가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다. 이 판단의 기저에는 자기 편리(self interest) 선호체계가 작용한다
(Messick & Sentis 1979). 일-가정 균형제도의 가장 큰 수혜 대상이 여성 또는 양육해
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생애 주기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성 또는 유아를 가
지고 있는 부모는 일-가정 균형제도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 언제든지 활용
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제도의 불공정성을 인식할 확률이 낮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명제 4a: 여성은 동료의 일-가정 균형제도의 활용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다.
명제 4b: 양육이 필요한 시기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일-가정 균형제도의 활용이 공정하
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다.

2) 성역할에 대한 개인의 신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앞서 제시한 인구 통계학적 요인 외에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 가치체계를 들 수 있다. Hollander & Hogward(2000)는 전통적인 여성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과중한 육아 및 집안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크게 공
정성이 훼손 받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함을 밝히며 각 개인은 “성별 렌즈(gender lens)”를
통해 공정성을 지각한다고 주장하였다. Grover(1991)는 일-가정 균형제도의 맥락 속에
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가진 구성원들은 여성은 당연히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특별히 여성의 양육을 위해 모성보호제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
당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남녀평등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
들은 여성의 양육을 위한 제도는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여성이 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정당한 제도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구성원들이 가지는 성별
역할체계가 제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명제 4c: 개인의 성역할체계는 일-가정 균형제도의 활용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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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직무관련 요인

공정성을 지각하는데 있어 개인이 가진 특성 외에도 소속된 집단 및 수행하는 일의 특성
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한다.

1) 직무의 상호 의존성
상호의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은 서로 협력해야 업무가 완결되기 때
문에 동료가 일-가정 균형제도를 활용하여 근무시간 또는 업무량을 조정하게 되면 의사소
통의 어려움, 증가된 업무량 등으로 말미암아 구성원간 갈등을 촉발하고 불공정성을 느끼
게 될 확률이 높다(Boston College Center for Work & Family, 2000). Rousseau
(2005) 또한 상호의존적인 업무수행 환경에서 개인별로 특유한(idiosyncratic) 인사제도
를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동료의 공정성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예측을 할 수 있다.

명제 5a: 상호의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활용에 대해
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일-가정 균형제도는 도입보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
되고 있다(Kossek & Ozeki, 1998).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조직문화는 일과 가정은 양립
이 불가능하며 별개의 것으로 보는 인식이 강했다(Lewis,1997) 이런 환경에서는 일-가정
균형제도의 사용은 미래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Perlow,
1998) 구성원의 활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Allen(2001)은 조직에 일-가정 균형제도
가 내재될 수 있게 하려면 조직의 협조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러한 협조적 분위기는 사회적 교환관계(Blau, 1964)를 바탕으로 조직이 구성원의 삶을
배려한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상호 호혜적으로 사용자는 제도를 정당하게 활용할 것이
라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명제 5b: 일-가정 양립에 대한 조직의 지원을 높게 인식할수록 동료의 일-가정 균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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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활용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다

Ⅶ.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점증하는 일-가정 균형 이슈에 대하여 그 활용이 조직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지 파악하고, 제도의 활용에 대하여 동료가 가지는 공정성 인식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이에 먼저 일-가정 균형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초기 갈등
관점에서부터 균형 관점에 이르기까지 일-가정 균형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을 검토해보았
다. 이를 통해 구성원 각자가 느끼는 일-가정 균형은 서로 상이함을 밝혔고 각 개인의 일가정 균형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련 제도의 유형을 범주화 하였다.
일-가정 균형 제도의 활용을 통해 기업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 증진, 이직 감소, 높은 직무
만족도 등을 기대할 수 있고 특히, 종업원 인게이지먼트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장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균형제도의 성과를 연구함에 있어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제도의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료관계의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
로 살펴보았다. 동료는 긍정적인 역할 및 부정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데, 제도
의 활용에 대한 동료의 공정성 인식은 일-가정 균형제도의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동료의 공정성 인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조절되는데 본문
에서는 성별, 생애주기 및 개인의 가치체계가 포함된 개인적 요인 및 수행하는 직무의 상
호의존성, 조직의 지원 분위기 등이 포함된 조직 관련 요인으로 나누어 그 효과의 작용 방
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일-가정 균형 정책의 성과를 규명함에 있어 동료관의 관계를 조명한 점은 아래
와 같이 실무적, 이론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Grover(1991)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가정 양립 정책
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구성원의 인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밝혔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동료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요인을 규
명함으로써 구성원의 반감을 최소화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적인 맥락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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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간 간과되어 온 동료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전개
하였으나 실증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통해
도출된 동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실증을 위해서는 본 연구가
동료의 일-가정 균형제도의 활용정도에 따른 공정성 인식의 관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동
제도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수준 이상(100
인 이상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성과인 종업원 인게이지먼트만을 검토하였는데, 조직 수준의 성과 변수에 대한
논의와 분석이 수반된다면 향후 기업들이 일-가정 균형제도를 지원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
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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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ch is being done by organizations to help workers reconcile their work
and family role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coworkers’
perception to use work-family balance policy and employee engagement. The
relationship among coworkers is an important source of both support for and
antagonism toward their efforts to balance their work and family life. Coworkers’
justice perception is affected by organizational and job-related factors such
as task interdependency and work-family friendly atmosphere. Perception is
also affected by individual factors gender, their stage in the life course and
personal belief about gender roles. These findings illuminate the ways in
which policies are to be negotiated at the level of daily workplace and show that
co-workers are a pivotal part of the wider picture of work-family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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