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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

다. 비교적 젊은 세대 사이에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가치로

인해 과거 일과 가정을 분리된 영역으로 인식하던 것을 일과 가정 또는

일과 일이외의 모든 개인적인 생활에서의 균형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일과 삶

의 균형의 중요성을 점점 강조하고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활용의

유효성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일-삶의 균형제도가 조직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서, K공사를 중심으로 일-삶 균형제도 활용도가

조직몰입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삶의 균형제도 활용도를 독립변수로, 조

직몰입과 직무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K공사에 재직 중인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535분의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

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stata IC 14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빈도분

석,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삶의 균형제도 활용과 관련해서는 연차휴가, 시차출퇴근제, 시간선

택형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았고 각 부문별로 1개의 제도를 사용하는 경

우가 가장 많았다. 집단간 활용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유연

근무제, 가족지원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유배우자와 맞벌이의

경우 유연근무제도, 가족지원제도, 성장지원제도, 여가지원제도 네 부문

에서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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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삶의 균형제도 활용도와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4

개의 제도 즉 유연근무제도, 가족지원제도, 성장지원제도, 여가지원제도

활용도와 조직몰입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

다. 일-삶의 균형제도 활용도와 직무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

과, 유연근무제도, 가족지원제도, 성장지원제도와 직무성과는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여가지원제도와 직무성과만이 정(+)의 관계

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일-삶의 균형제도의 양적인 활용도를 높인다고해서 조

직몰입이나 직무성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

였고, 또한 일과 삶의 제도의 활용에 있어 조직이나 상사의 부정적인 시

각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일과 삶의 균형

제도의 활용도가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일과 삶의 균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패

러다임이는 점을 생각할 때, 일과 삶의 균형제도를 단순히 비용이나 부

담으로 인식해서는 안되고, 조직의 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

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일-삶의 균형, 조직몰입, 직무성과

학 번: 2018-2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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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가치 중 하나로 일-삶의 균형을

꼽을 수 있다. 일-삶의 균형(Work-Life-Balance)이란 말 그대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로, 2018년 소비트렌드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기도 했다. 사생활을 중요시하고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이른바

일-삶의 균형 세대가 등장할 정도로 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중

요시하는 가치관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이러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인 흐름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유엔 지속가능개발연대(SDSN)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도 보고

서’에 의하면 실제로 한국인 대다수는 연봉보다 일-삶의 균형을 더 중시

한다고 한다(World Happiness Report, 2017). 또한 2018년 한 구직업체

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일-삶의 균형이 좋을 경

우 연봉이 낮아도 이직하고 싶다”는 직장인이 과반을 넘겼다고 한다. 구

직자들 역시 자신이 일할 직장을 결정할 때,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

형있는 병행이 가능한지, 일 삶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인지가 중

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이재상, 2018). 이에 따라 기업에서도 일과 생활

의 균형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일과 삶 균형 정책은 인적자

원관리의 중요한 개혁과제가 되고 있다(김선아·김민영·김민정·박성민,

2013).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정부는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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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근로기준법, 모성보호법 등의 법제도 정비를 통하여 일 가정 양립

과 일 생활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서는 2007년부터 일 생활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

며, 기업,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에서는 2017년 일-삶의 균형 제고를 위해 ‘일 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1)’을 발간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

-삶의 균형 실천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도 일과 삶의 균

형, 또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호응을 이끌고 있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공무원조직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

았으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몇몇의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일-삶의 균

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조직

차원에서의 가족친화제도나 일-삶의 균형제도의 도입 시행에 따른 효과

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일-삶의 균형제도의 활용

이 실제로 기존 연구결과들처럼 조직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생산성 위주의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효율적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 등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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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일-삶의 균형 제도가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는 것이며, 준정부기관인 K공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

시하고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선행 연구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를 검증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일-삶의 균형

1. 일-삶의 균형의 개념

일-삶의 균형이란 말 그대로 일과 일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정운 외, 2005). 흔히 워라밸(Work-life

balance)로 표현하기도 한다. 일과 삶 사이에서 시간, 에너지, 몰입 등의

자원들이 적절히 배분되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이용엽·양해술 2012). 일-삶의 균형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인적자원 관리, 조직 효과성, 생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의 하나

가 되고 있다.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 조직에 대한 헌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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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몰입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박예송 외 2013).

일-삶의 균형이라는 개념은 1972년 국제 노동관계 컨퍼런스

(International labor relations conference)에서 노동환경의 질(Quality of

Work Life: QWL)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면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

다. 초기에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개념으로 이해

되었지만 점차 더 넓은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일-생

활 간의 관계를 주로 갈등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으나, 점차 일-생활 간의

관계를 균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초기의 균형은 양적이고 물리적

인 균형이었으나, 점차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질적인 균형으로 변

화되었다(오헌석, 2009). 또한 일-삶의 균형에 관한 연구 초기에는 일 이

외의 영역을 주로 가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으며(한광수, 2011), 최근에는

단순히 일과 가정생활을 넘어서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의 균형을 강조하

는 관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김주엽·박상언·지혜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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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일-삶의 균형 제도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부와 사회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초창기 일-삶의 균형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전략적 접근에서 시작하여, 최근 들어 일-가정이

외의 모든 부문을 포함하는 일-삶의 균형, 즉 가정, 여가, 성장 영역에

있어서의 균형과 관련된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근

로자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이

러한 제도들이 도입된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

해 전략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흥미로운 차이점이다.

일-삶의 균형 정책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

관한법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임신부 단축근무, 태아검

진휴가, 유급육아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배

우자출산 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직장어린이

집, 가족돌봄휴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공공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 제정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탄력

근무제,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지원, 자녀교육지원 프로그

램, 부모돌봄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에서 가족친화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전국의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기관은 총3,328개사(대기업 364 · 중소기업

2,028 ·공공기관 963)로 2008년 처음 가족친화인증제도가 도입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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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사와 비교하면 무려 200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에 도입되어 시행되

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 역시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

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와 일-삶의 균형제도

를 살펴보면 [표 1]와 같다.

[표 1] 법률로 규정된 일-삶의 균형제도

구분 제도

근로기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출산전후

휴가, 유사산휴가, 임신부 단축근무, 태아검진휴

가, 유급육아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배우자 출산 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

기근로시간단축, 직장어린이집 설치, 가족돌봄휴

직, 여성근로자 공공복지시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

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지원, 자

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부모돌봄 서비스, 가족간

호휴직제 근로자 상담프로그램 등



- 7 -

3. K공사의 일-삶의 균형 제도 현황

K공사에서는 일-삶의 균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삶의 균형은 일-가정, 일-여가, 일-성장 영역에 있어서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고 일-삶의 균형 제도는 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

는데, 크게 다섯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연근무, 가족지원,

성장지원, 여가 및 건장지원, 조직문화 기반조성제도가 그것이다(손영미,

박정영, 김가영, 2006).

K공사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위의 분류대로 유형화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 지원을 위한 제도로 2013년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간

선택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의 세가지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

에 있다. 2014년 9월 본사가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유연근무제

를 활용하는 직원들의 수가 대폭 늘어났다. 2016년 유연근무실적은 1,

695명이었고, 2017년 685명이었다2)(K공사 2017경영평가보고서).

가족지원을 위한 제도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등의 모성보

호제도, 불임휴가, 불임휴직,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육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용보조

를 통한 지원제도로 중고생학자금지원, 대학생학자금융자, 주택자금대여,

생활안정자금대여 등을 시행하고 있다. K공사는 이러한 가족지원제도를

통하여 2012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7년 연속 인증을 유지

하고 있다.

2) 2016년대비 2017년 감소원인은 본사 이전 후 정주여건 개선에 따라 이주율 증가

(16년 27.6%→17년 39.7%) 등 유연근무제 필요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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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원을 위한 자기계발휴직, 생애맞춤형 지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고, 여가 및 건강지원을 위한 제도로 건강검진, 행복충전휴가,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등을 시행하고 있다.

[표 2] K공사 시행중인 일-삶의 균형 제도

구분 세부제도

일 지원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가족지원

￭임신출산: 출산전후 휴가, 유사산휴가, 불임시술휴가, 불

임휴직, 여성보건휴가(생리휴가), 태아검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입양휴가, 임신직원 배려제도

￭육아: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직장보육시설

￭교육: 중고생학자금지원, 대학생학자금융자

￭재정: 주택자금대여, 생활안정자금대여, 경조금

￭기타: 배우자동반휴직, 가족참여프로그램

성장지원
￭자기계발휴직, 생애주기별 지원제도

￭교육프로그램

여가 및 건강지원
￭건강검진, 행복충전휴가, 연차휴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피복비지원, 체력단련행사

조직문화기반조성 ￭가정의 날(자율) 등

위와 같이 K공사에서는 일-삶의 균형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중

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유연근무제는 많은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 중에서 시간과 관련된 제도들,

즉, 일 지원 제도인 유연근무제와 가족지원, 성장지원, 여가 및 건강지원

제도 중 휴가 및 휴직과 관련된 활용도를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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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간과 관련된 일-삶의 균형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K공사 시간관련 일-삶의 균형제도 현황

구분 제도명 세부내용

유연

근무

(5)

1) 시간선택제 주40시간, 1일8시간보다 짧게 근무

2)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 1일 8시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조정

3) 탄력근무제(근무시간선택형)
1일 8시간 구애받지 않고 주40시간기준, 출퇴
근시간 조정

4) 원격근무제(재택근무형) 자택,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

5) 원격근무제(이동근무형) 사무실 출근없이 바로 현장에서 근무

가족

지원

(16)

6) 출산전후 휴가 출산 전후 90일

7) 유사산휴가 5일～60일

8) 불임시술휴가 1일

9) 불임휴직 1년이내, 최대2년

10) 여성보건휴가(생리휴가) 월1일

11) 태아검진휴가 4주마다 1회～1주마다 1회

1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13) 육아휴직 만8세 이하 자녀양육

14) 유급 수유시간 1일 2회

15) 임신여성 유급휴게시간 1일 1시간 이상

16) 임신여성 근로시간단축 1일 2시간

17) 육아시간 만5세자녀 24개월범위내 1일최대 2시간

18) 입양휴가 20일

19)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2일

20) 가족돌봄휴직
질병, 사고, 노령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돌보는 경우

21) 배우자동반휴직 배우자와 해외동반시

성장
지원
(2)

22) 자기계발휴직
연구과제 수행, 국내외교육기관 학습, 개인주도
학습을 하는 경우

23) 전일제 위탁교육 전일제석박사학위과정, 해외교환연구원등

여가
지원
(2)

24) 연차휴가 근속 2년마다 1일씩 부여

25) 행복충전휴가 연차휴가를 10일이상 연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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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삶의 균형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일-삶의 균형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는 크게 일-삶의 균형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일-삶의 균형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삶의 균형 제도와 관련해서는 일-삶의 균형의 한 유형인 일 가

정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고, 일 생활 균형과 제도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일-삶의 균형 제도 또는 가족친화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혜란(2016)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가족친화제도 활용과 조직성과

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개별 제도와 제도 묶음이 각각 매출액, 제품 및 서

비스 품질, 이직률 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유연근무제도 중 탄력근무시간제가 제품 및 서비스품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고,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는 매출

액에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고, 유자녀직원지원제도와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많이 활용할수록 매출액과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높아짐을

밝혔다. 또한 가족친화제도를 많이 도입할수록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오현규와 박성민(2014)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

정책 제공과 조직몰입, 직무 및 생활만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직적 관계와 구조를 가진 한국의 조직구조와

형태라는 환경에서는 단순한 제도나 정책의 입안 및 시행만으로는 실제

이런 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을 기대

하거나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조직몰입이 높은 사람들

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의 친가족 정책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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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개인의 성장 발전 위한 개인신상지원 프로그

램의 긍정적인 효과는 반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종호, 한승주(2014)는 서울시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친화정책 이용횟수,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일가정 갈등수준모두 공무

원 직장생활이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미취학 자녀 여부, 맞벌이 여

부 등 집단간에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김영조, 이유진(2012)는 가족친화제도 시행은 여성근로자들의 경력몰

입을 높여주고 이직의도를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고, 상사

및 가족의 지원은 가족친화제도와 경력몰입간의 직접적인 정(+)의 효과

를 가지고, 동료의 지원은 제도와 이직의도간 미치는 효과를 더욱 확대

시킨다고 하였다.

손영미·김정운·박정열(2011)의 연구에서는 일과 삶 균형제도와 공무원

의 일과 삶 균형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는 바, 일 삶의 균형제도가

단순히 시행되는지, 또 얼마나 활발히 시해되고 있는지는 공무원의 일과

삶 균형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김종관, 이윤경(2009)은 업무구조, 조직문화, 제도적 지원과 일과 생활

이 균형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업무효율성, 업무량, 조직문화 제도적

지원 모두 일과 생활의 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또

한 업무구조, 조직문화, 제도적 지원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매개로 조직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유덕(2009)은 가족친화경영과 조직성과, 가정생활만족도의 영향 관

계 연구에서 가족친화정책을 시행할수록 직무만족과 가정생활만족에 긍

정적인 효과가 있고, 조직문화가 가족친화적일수록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가정생활만족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최성일, 유계숙(2007)의 연구에서는 제도의 이용이 활발할수록 일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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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균형이 증가되어 직업 만족도 증가, 이직의도 감소, 조직성과가 높

아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업 내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

유계숙(2007)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시행도는 근로자의

직업만족과 직무성과를 증가시키고, 이직의도를 감소시켰으나, 근로자의

제도 이용도는 직업만족, 이직의도, 직무성과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직업만족 및 직무성과 증진, 이직의도 감소를 위해서는 가족친화제도

시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제도의

활용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의 가족친화제도를 포함한 일-삶의 균형 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제도의 실제 활용보다는 조직에서의 제도도입과 시행 자체로 인

한 성과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연구결과들은 대체

로 일-삶의 균형 제도의 시행이 가족생활, 직장생활에 만족을 가져다주

며, 이직의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도의 도입과

재무적인 성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제도를 도입했는지에 따라 재

무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으며, 제도를 많이 도입할수록 성과가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가족친화 정책과 관련된 국외의 연구에서도 가족친화 기업 정책이 직

업만족이나 직무성과 증가, 이직율 감소 등을 가져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족친화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이 감소하고 조직

에 대한 몰입이 증가하여 직무성과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Eat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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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삶의 균형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저자
연구
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결과

홍혜란

(2016)

공공/

민간

가족친화제도 도입

가족친화제도 활용정도

조직성과

(매출액,품질,이직율)
정(+) 관계

오현규

외

(2014)

공공/

민간
일과 삶 균형정책 제공

조직몰입

직무 및 생활만족
정(+) 관계

노종호,

한승주

(2014)

공공

가족친화정책이용횟수

가족친화정책지식,

가족친화적조직문화

일-가정갈등수준

직장 생활의 질 정(+) 관계

손영미

외

(2011)

공공 일삶균형제도 시행여부 일과 삶 균형 정(+) 관계

김종관

외

(2009)

공공/

민간

업무구조

조직문화

제도적 지원

일-생활 균형 정(+) 관계

이유덕

(2009)
민간

가족친화적정책 시행정도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직무만족

가정생활만족
정(+) 관계

최성일

외

(2007)

민간 제도의 이용도

일과 생활균형

직업만족도

이직의도

정(+) 관계

유계숙

(2007)
민간

가족친화정책 시행 여부

근로자 이용여부

직무만족도

이직의도

직무성과

시행정(+) 관계

이용 영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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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직몰입

1. 조직몰입의 이론적 논의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이란 개인과 조직의 상호작용,

즉,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갖는 성향을 나타내고 이해하는 개념

으로 초창기 심리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쓰이다가 1950년대 Simon

과 March(1953)가 조직몰입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조직행동 연구가들도

광범위 하게 연구하고 있다.

조직몰입에 대하여 합의된 바는 없지만, 조직몰입은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 조직 구성원의 이직률, 조직 만족도 등 구성원의 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어 왔다.

Mark & Silmon(1958)은 조직몰입을 개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한 동기로 보았고,

Mowday(1979)는 조직몰입을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믿음, 조

직을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 의지, 조직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려는 강한

욕구로 정의하였다.

앞선 논의를 종합해볼 때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신뢰

와 심리적 애착, 소속감을 바탕으로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으려는 욕구로

정의할 수 있다.

조직몰입의 유형으로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경제적인 측면,

가치관이나 목표의 일치와 같은 도덕적인 측면, 그리고 다른 조직으로

옮기는 확률이 적은 행동적인 측면들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Gupta&

Taylor,1993). Angle과 Perry(1981)는 조직몰입의 유형을 근속몰입과 가

치몰입으로 구분하였는데, 근속몰입이란 조직에 남으려는 심리적 애착을

의미하며, 가치몰입은 조직에 자부심을 가지고 조직목표를 수용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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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의사를 뜻한다.

Allen & Meyer(1990)는 조직몰입에는 정서적 몰입, 근속적 몰입, 규범

적 몰입의 세가지 하위개념을 제시했는데, 이 세가지 개념은 현재까지

조직몰입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 조직몰입의 유형

Allen & Meyer(1990)의 구분에 따르면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근속

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나눈다.

첫째 정서적 몰입이란 충성심, 소속감 등과 같은 감정을 통해 조직과

결합함으로써 개인을 조직과 동일시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것

을 즐겁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몰입이 강할수록 조직에 대한 감

정적 유대와 일체감으로 인해 조직에 계속 남으려고 하며, 세 가지 차원

의 몰입중 가장 활발히 연구되어 온 개념이다.

둘째, 지속적 몰입은 조직에 남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증가하거

나 조직을 떠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클 때 조직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서몰입이 조직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과 관련된 몰입이라면 근

속몰입은 경제적 몰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의미한다.

Wiener(1982)는 이것을 ‘조직의 목표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의 행

동에 대한 내재된 규범적 압박의 총체’로 정의하였고, 승진이나 조직이

주는 혜택과 무관하게, 도덕적인 기준, 의무감을 바탕으로 회사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몰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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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몰입과 일-삶의 균형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직몰입이 조직의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 또는 매개변수

로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직몰입과 일-삶의 균형 제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상천(2014)은 유연근무제활용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에서 유연근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높아짐을 밝

혀내어 유연근무제의 직간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현정(2013)은 호텔 직원을 대상으로 일-가족 문화, 일-가족 균형과

조직몰입의 구조적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일과 가족

문화 요인 중에서 ‘불이익 최소화’가 정서 조직몰입과 정(+)의 영향 관계

에 있으며 정서적 조직몰입의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불이익에 대한

걱정없이 가정친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효선(2012)은 남녀 근로자의 가족친화문화인식과 남녀평등문화인식

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여성인력패널 연구에서 가족친화적인

직장이라고 느낄수록, 남녀평등문화라고 느낄수록 조직몰입이 증가함을

밝혔다. 가족친화적 문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남녀평등이 선행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가족친화문화가 여성 근로자보다 남성근로자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데 오히려 큰 역할을 함을 밝혔다.

최은영(2009)은 일과 가정과의 관계가 여성 근로자의 조직몰입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일과 가정의 조화는 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

지원제도는 조직몰입과의 조절 효과가 없었으나 비 업무지원인 상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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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가족 등의 지원 효과는 조직몰입에 있어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요행, 방묘진, 오세진(2005)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직몰입, 직장

만족, 이직의도, 가정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251명의 기혼 직장남

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직장-가정 갈등, 조

직몰입, 직장생활만족, 이직의도, 가정생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밝혔다.

정기선, 장은미(2005)는 가족친화적 정책이 종업원들의 조직몰입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하여 국낸 11개 기업 351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회사의 가족친화적 정책 활용 정도는 종업원의 조직몰입에 직접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진 않지만, 종업원들이 회사의 정책 활용에 대

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 높아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 18 -

제 3 절 직무성과

1. 직무성과의 개념

직무성과는 조직구성원의 직무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의 여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구성원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일의

바람직한 상태 또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우

석봉, 2000).

구성원의 직무성과는 조직의 생산성과 직결되는데, 이때 직무성과는

업무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개인과 집단, 조직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관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적 목표로서 기관의

목적 및 목표에 관한 효과성, 혹은 효율성 차원들을 포함하고 있

다.(Packad 1989). 직무성과는 조직이 요구하는 구성원의 직무의 성공적

인 달성과 조직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직무성과는 수치로 드러나는 계량적인 업무실적 측면도 있으나, 정성

적 측면에서의 일이 달성되는 정도의 주관적인 개념을 포함하기도하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직무성과는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정

성적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족친화적 경영을 연구한 최근의

선행연구들에서 조직성과를 여러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직무달성 정도

에 대한 구성원 본인의 주관적 느낌과 측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 19 -

2. 직무성과와 일-삶의 균형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직무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변수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만, 본

논문과 관련된 일-삶의 균형 제도와 직무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재상(2018)은 서울신용보증재단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친

화제도 운영(인지도와 활용용이성)은 조직성과(직무성과, 직무만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황순옥, 한상일(2013)은 유연근무제 시행이 만족도와 효능감, 업무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춘천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인지도와 긍정적 기대, 충실한 이행여부는 만족도와 성과를 높이는데 기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계숙(2007)은 가족친화 정책의 시행 및 이용여부와 근로자의

직업만족도, 이직의도, 직무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업의 규

모와 근로자의 성별,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시행도

는 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및 직무성과를 증가시키고, 이직의도를 감소켰

다. 하지만 기업규모와 근로자의 성별 및 자녀수, 기업의 기족친화제도

시행도를 통제한 경우, 근로자의 제도이용은 직업만족도, 이직의도, 직무

성과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20 -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일-삶의 균형 제도 활용이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일-삶의 균형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조직몰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

이다. 두 번째로 일-삶의 균형 제도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직무성과에

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는 일-삶의 균형 제도의 활용도로서 얼마나 많이 제도를 활

용하였는지에 대한 활용개수로 정의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외에 종속변

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통

제변수를 선정하였다. 성별, 근속기간, 직급, 직종, 근무지 등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독립변수

→
종속변수

일-삶의 균형 제도 활용성
조직몰입

조직성과

통제변수

성별, 연령, 직급, 근무지



- 21 -

제 2 절 연구가설

이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과연 일-삶의

균형 제도의 활용이 실질적으로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표 5] 연구가설

가설 1. 일-삶의 균형 제도 활용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을 것이다

1-1. 유연근무제도 활용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을 것이다.

1-2. 가족지원제도 활용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을 것이다.

1-3. 성장지원제도 활용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을 것이다.

1-4. 여가지원제도 활용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을 것이다.

1-5. 제도 유형간 활용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일-삶의 균형 제도 활용도가 높을수록 직무성과는 높을 것이다

2-1. 유연근무제도 활용도가 높을수록 직무성과는 높을 것이다.

2-2. 가족지원제도 활용도가 높을수록 직무성과는 높을 것이다.

2-3. 성장지원제도 활용도가 높을수록 직무성과는 높을 것이다.

2-4. 여가지원제도 활용도가 높을수록 직무성과는 높을 것이다.

2-5. 제도 유형간 활용도가 높을수록 직무성과는 높을 것이다.



- 22 -

제 3 절 설문의 구성 및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된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연구목적에 맞도록 일부는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일-삶의 균형 제도 활용도 측정부문, 조직몰

입 부분, 직무성과 부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통제변수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독립변수인 일-삶의 균형 제도 활용도는 유형별 활용개수를 통해 측

정한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특성인 성별, 연령, 근속기간, 직급, 근무지를 통제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대표적인 척도인 Allen &

Meyer(1990)의 다차원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되, 정서몰입과 규범몰입을

측정하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

까지를 활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종속변수인 직무성과는 Hinds and Mortensen(2005)의 측정문항의 활

용하여 직원 본인이 느끼는 업무의 성과 정도를 측정하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를 활용하여 응답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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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설문지 구성

구분 구성요소 문항수
문항

(부록참조)
조작적정의

독립

변수

일-삶의

균형

제도

활용도

유연근무제도 활용도

가족지원제도 활용도

성장지원제도 활용도

여가지원제도 활용도

1 Ⅰ

ln(부문별활용개수+1)

․유연근무활용개수=0∼5

․가족지원활용개수=0∼16

․성장지원활용개수=0∼2

․여가지원활용개수=0∼2

부문간 활용도 부문간 활용여부=0∼4

종속

변수

조직몰입 7
Ⅱ

-1,2,3,4,5,6,7

‘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않다’

5점 척도

* Allen & Meyer(1990)의 다차원척

도를 활용

직무성과 6 Ⅲ-1,2,3,4,5,

‘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않다’

5점 척도

* Allen & Meyer(1990)의 다차원척

도를 활용

통제

변수

성별 1 Ⅴ-1 남자=0, 여자=1

연령 1 Ⅴ-2
30세 이하=1, 30대=2, 40대=3, 50

대=4,60대 이상=5

직급 1 Ⅴ-5
1급이상=1, 2급=2, 3급=4, 4급=4, 5

급=5, 6급=6, 7급=7, 기타=8

근무지 1 Ⅴ-7 본사=0, 그 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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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K공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2월 중 전자설문을

실시하였고, 전체응답자 2,535명 중 불성실한 답변을 한 설문지와 데이터

활용에 부적합한 설문지 82개를 제외한 2,454건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tataIC 14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유의수준 5%로 설정

한다. 구체적인 통계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직급, 직종, 근무지, 배우자유무, 맞벌이여부, 자녀수 등

에 따라 대상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아본다.

둘째, K공사에서 시행 중인 25개의 일-삶의 균형제도의 활용성에 대

해 분석한다. 직원들이 어떠한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

한 분석도 조직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집단별로

제도의 활용도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알아본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

증과 ANOVA(analysis of variance) 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설문지의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위한 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주요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다섯째,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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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K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454명의 설

문결과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7]와 같다.

응답자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79.9%로 월등히 많았으며, 연

령의 경우 50대가 33.8%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5.1%, 30대 21.8%, 30세

이하가 18.4%, 60대 이상이 0.9%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졸이 65%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석사, 박사)이상이 13%, 고졸이하 11%, 전문대졸

10% 순이었다. 유배우자인 경우가 67.8%로 무배우자(32.2%) 보다 두배

이상을 차지했다. 외벌이(58.5%)가 맞벌이보다 조금 많았고, 자녀는 2명

인 경우가 43.3%로 가장 많았고, 자녀없음(35.3%), 1명인 경우(13%) 순

이었다.

직장과 관련해서는 근속의 경우 5년 미만이 29.1%로 가장 많았으며,

20년 이상 25년 미만 19%, 25년 이상 30년미만 17.6%, 5년이상 10년미

만 13.9%순이었다. 직급의 경우 3급이 2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은 4급, 5급, 7급 순이었다. 직종은 행정이 36.1%로 가장 많았고, 토목

(33.9%), 기전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의 경우 지사가 59.1%로 가장 많

았고, 본사(15.6%), 본부(15.1%), 사업단, 3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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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N % 특성 N %

성별
남자 1961 79.9%

근속기간

5년 미만 714 29.1%

여자 493 20.1% 5년 이상 340 13.9%

연령

30세 이하 452 18.4% 10년 이상 221 9.0%

30대 535 21.8% 15년 이상 135 5.5%

40대 617 25.1% 20년 이상 466 19.0%

50대 829 33.8% 25년 이상 431 17.6%

60대 21 0.9% 30년 이상 147 6.0%

학력

고졸이하 271 11.0%

직급

1급 이상 43 1.8%

전문대졸 268 10.9% 2급 149 6.1%

대졸 1595 65.0% 3급 562 22.9%

대학원이상 320 13.0% 4급 519 21.1%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1663 67.8% 5급 485 19.8%

무배우자 791 32.2% 6급 332 13.5%

벌이

형태

외벌이 1435 58.5% 7급 337 13.7%

맞벌이 1019 41.5% 기타 23 1.1%

자녀수

1명 320 13.0%

직종

행정 886 36.1%

2명 1059 43.2% 토목 832 33.9%

3명 186 7.6% 지질 53 2.2%

4명이상 22 0.9% 기전 407 16.6%

없음 867 35.3% 전산 23 0.9%

환경 29 1.2%

기타 209 9.1%

근무지

본사 384 15.6%

3원 90 3.7%

본부 370 15.1%

지사 1451 59.1%

사업단 159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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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기술통계

종속변수인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8]과 같다.

조직몰입의 경우 7개의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직몰입에

대한 점수는 평균 3.66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

무성과의 경우 5개의 문항에 대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평균이 3.68

로 보통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8] 종속변수 기술통계 결과

변수 N M SD Min Max

조직몰입 2,454 3.66 .88 1 5

1. 정년까지 근무 2,454 3.79 1.06 1 5

2. 가족애 2,454 3.55 1.01 1 5

3. 소속감 2,454 3.70 0.99 1 5

4. 정서적 애착 2,454 3.64 1.01 1 5

5. 일할 만한 가치 2,454 3.71 0.98 1 5

6. 공익실현 자긍심 2,454 3.79 0.94 1 5

7. 조직에 대한 미안함 2,454 3.45 1.12 1 5

직무성과 2,454 3.68 .74 1 5

1. 업무의 질 2,454 3.68 0.85 1 5

2. 업무의 양 2,454 3.70 0.82 1 5

3. 작업의 수월성 2,454 3.64 0.83 1 5

4. 목표달성률 2,454 3.69 0.80 1 5

5. 효율성 2,454 3.70 0.80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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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변수 기술통계

K공사에서 시행중인 25개의 일-삶의 균형제도 활용성에 대한 기술통

계분석 결과는 [표 9]과 같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일-삶의 균형제도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성격에 따라 유연근무

제도, 가족지원제도, 성장지원제도, 여가지원제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유연근무제도는 5개, 가족지원제도는 16개, 성장지원제도는 2개, 여가지

원제도는 2개의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표 9] 유형별 제도 구분

유형 제도

유연근무제도

(5)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 탄력근무제(근무시간선택형),

원격근무제(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이동근무형)

가족지원제도

(16)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불임시술휴가, 불임휴직, 여성보건휴가

(생리휴가), 태아검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유급수유시

간, 임신여성유급휴게시간, 임신여성근로시간단축, 육아시간, 입양

휴가,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배우자동반휴직

성장지원

(2)
자기계발휴직, 전일제위탁교육

여가지원

(2)
연차휴가, 행복충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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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별 제도 활용도

활용도는 활용경험이 있는 제도를 모두 체크하는 방식, 즉 복수응답으

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제도를 기준으로 평균 1.32개의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가장 많은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14개였으며, 하나도 활용하지 않

은 사람도 있었다.

[표 10] 독립변수 기술통계결과

변수 구성제도 N M SD Min Max

전체제도 25 2,454 1.32 1.48 0 14

유연근무제도 5 2,454 .52 .70 0 5

가족지원제도 16 2,454 .35 .91 0 7

성장지원제도 2 2,454 .03 .19 0 2

여가지원제도 2 2,454 .40 .51 0 2

부문간 4 2,454 1.04 .92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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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제도를 기준으로 경험이 없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1개를 이용한 직

원이 가장 많았고(36.1%), 2개를 이용한 사람은 17.5%였으며, 3개를 이

용한 직원은 6.7%, 4개를 이용한 직원은 4%였다. 가장 많은 제도를 이

용했다고 답변한 사람은 14개를 이용한 직원(1명)이었다.

[표 11] 일-삶의 균형 개인별 활용개수

활용도(개) N %

0 777 31.7%

1 886 36.1%

2 429 17.5%

3 164 6.7%

4 99 4.0%

5 46 1.9%

6 17 0.7%

7 21 0.9%

8 9 0.4%

9 3 0.1%

10 1 0.0%

11 1 0.0%

14 1 0.0%

합계 2,45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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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도의 경우, 활용경험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1,061명으로

43.24%였고, 1개의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족지원제도

의 경우 활용경험이 있는 사람은 18.95%였으며, 1개의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성장지원제도의 경우 활용경험이 있는 사람은

3.71%였고, 역시 1개의 제도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여가지원제

도의 경우 활용경험이 있는 사람은 39.08%였고, 역시 1개의 제도를 사용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전반적으로 높았고, 연차휴

가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여가지원제도 역시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표 12] 유형별 개인별 활용개수

구분 활용도(개) N %

유연근무제도

0 1,393 56.76

1 883 35.98

2 139 5.66

3 29 1.18

4 6 0.24

5 4 0.16

가족지원제도

0 1,989 81.05

1 255 10.39

2 111 4.52

3 46 1.87

4 21 0.86

5 22 0.90

6 8 0.33

7 2 0.08

성장지원제도

0 2,363 96.29

1 88 3.59

2 3 0.12

여가지원제도

0 1,495 60.92

1 930 37.90

2 2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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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제도별 활용도

좀더 구체적인 활용도를 살펴보기 위해 제도별 활용여부에 대한 분석

하였고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복수응답 결과 가장 많은 활용도를

나타낸 제도가 연차휴가(23.3%)였다. 연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라고도하

며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휴가로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야한다. 연차휴

가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인 제도이다. 다음으로 활용도가 높은 제도는 유연근무제도의 하나인 시

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13.7%)와 근무시간선택형 탄력근무제도(9.2%)였

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시

차출되근제도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K공사에

서도 그 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돌봄휴가

(6.1%), 시간선택제(5.5%), 배우자출산휴가(3.4%), 출산전후휴가(3.3%)였

다. 자녀돌봄휴가는 2018년도에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서 고등학생 이하

의 자녀의 학교행사나 상담, 병원진료 등을 위해 연간 2일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활용도가 높은 제도는 육아휴직(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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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세부제도별 활용도(복수응답)

유형 제도 N %

유연근무

1) 시간선택제 221 5.5%

2)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 551 13.7%

3) 탄력근무제(근무시간선택형) 372 9.2%

4) 원격근무제(재택근무형) 91 2.3%

5) 원격근무제(이동근무형) 57 1.4%

가족지원

6) 출산전후휴가 134 3.3%

7) 유사산휴가 18 0.4%

8) 불임시술휴가 10 0.2%

9) 불임휴직 4 0.1%

10) 여성보건휴가(생리휴가) 19 0.5%

11) 태아검진휴가 32 0.8%

12) 배우자출산휴가 135 3.4%

13) 육아휴직 103 2.6%

14) 유급수유시간 2 0.0%

15) 임신여성유급휴게시간 4 0.1%

16) 임신여성근로시간단축 15 0.4%

17) 육아시간 96 2.4%

18) 입양휴가 8 0.2%

19) 자녀돌봄휴가 246 6.1%

20) 가족돌봄휴직 26 0.6%

21) 배우자동반휴직 19 0.5%

성장지원
22) 자기계발휴직 29 0.7%

23) 전일제위탁교육 65 1.6%

여가지원
24) 연차휴가 939 23.3%

25) 행복충전휴가 49 1.2%

경험없음 777 19.3%

합계 4,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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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세부제도별 활용 정도(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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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개) N %

0 777 31.66

1 978 39.85

2 515 20.99

3 168 6.85

4 16 0.65

3) 부문간 활용도

위의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유연근무제도, 가족지원제도, 성장지원제

도, 여가지원제도 중에서 1개의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므

로, 각각의 부문을 하나의 제도로 보고 활용여부를 파악하였다. 결과는

[표 14]과 같다. 1개 부문의 제도를 활용한 경우가 978명으로 가장 많았

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777명이나 되었다. 2개 부문의 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515명이었고, 3개 부문을 활용한 사람은 168명이었다. 4개

부문을 모두 활용한 경우는 16명이었다.

[표 14] 부문간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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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삶의 균형제도 활용의 집단간 차이

1) 활용도의 집단간 차이

일-삶의 균형제도의 활용은 조직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제도로도 볼

수 있으므로 조직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용제도가 다양한 조직구성원들 특성에 따라 어떻

게 다르게 활용되는지 파악한 것이 조직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집단별 일-삶의 균형제도의 활용개수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t-

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보다 유연근무, 가족지원제도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원제도의 경우 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았기 때문이며, 유연근무제도 역시 가사, 보육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성장지원제도의 경우 남자직원의 사용

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는 50대가, 가족지원제도는 40대가, 성장지원제도는 60대가, 여가지원

제도는 30대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대학원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근로시간지원제도와 성장지원제도 활용도가 높았다. 25∼30년 근

속기간 집단이 근로시간지원, 성장지원제도 활용도가 높았고, 10년∼15년

미만 집단이 가족지원, 15∼20년 미만 집단이 여가지원제도 활용이 높았

다. 또한 직급별로는 3급이 근로시간지원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가

족지원, 여가지원제도의 경우 7급이, 성장지원은 1급 이상이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전일제위탁교육 등의 제도

를 통해 조직에 오래 남아 기여를 하게 되는 결과인 바, 위탁교육 등의

성장지원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직종별로는 환

경직이 근로시간지원, 가족지원, 성장지원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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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별로는 성장지원제도와 여가지원제도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

데, 3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탁교육을 받는

동안 교육생들의 소속이 인재개발원으로 됨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해외교환연구원 제도의 특성상 이를 활용한 직원의 근무지가 연구

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배우자와 맞벌이의 경우가

무배우자, 외벌이의 경우보다 네 제도의 활용도가 모두 유의하게 컸다.

자녀수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근로시간지원제도는 4명이상 자녀

를 둔 직원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고, 가족지원제도와 여가지원제도의 경

우 자녀1명인 경우, 성장지원제도는 2,3명인 경우 활용도가 높았다.

[표 15] 집단간 일-삶의 균형제도 활용도 분석

변수 구분
유연근무
(5개)

가족지원
(16)

성장지원
(2)

여가지원
(2)

성별
남 .50 (.700) .22 (.626) .04 (.207) .39 (.512)

여 .61 (.711) .87(1.524) .02 (.154) .44 (.512)

p .003 .000 .080 .055

연령

30세 이하 .33 (.555) .04 (.365) - .22 (.421)

30대 .47 (.635) .62(1.272) .02 (.129) .44 (.500)

40대 .58 (.712) .64(1.049) .03 (.177) .51 (.535)

50대 .62 (.787) .14 (.562) .08 (.278) .40 (.526)

60대이상 .47 (.679) .48(1.436) .10 (.301) .29 (.561)

p .000 .000 .000 .000

학력

고졸이하 .53 (.768) .31 (.816) .02 (.171) .35 (.516)

전문대졸 .54 (.688) .53(1.106) .03 (.160) .44 (.526)

대졸 .49 (.674) .34 (.901) .03 (.173) .40 (.508)

대학원이상 .67 (.784) .32 (.912) .11 (.319) .45 (.529)

p .000 .008 .000 .086

* ( )는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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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근로시간지원
(5개)

가족지원
(16)

성장지원
(2)

여가지원
(2)

근속기간

5년미만 .33 (.549) .13 (.609) .01 (.075) .24 (.435)

5년~10년미만 .59 (.688) .68(1.148) .01 (.077) .53 (.517)

10년~15년미만 .61 (.709) .87(1.332) .04 (.187) .56 (.549)

15년~20년미만 .63 (.817) .66(1.229) .07 (.250) .58 (.511)

20년~25년미만 .59 (.751) .41 (.942) .06 (.243) .46 (.516)

25년~30년미만 .64 (.792) .11 (.504) .08 (.293) .39 (.525)

30년이상 .58 (.740) .20 (.721) .05 (.228) .35 (.547)

p .000 .000 .000 .000

직급

1급이상 .49 (.768) .05 (.213) .26 (.441) .47 (.592)

2급 .57 (.756) .11 (.411) .14 (.349) .47 (.540)

3급 .68 (.795) .26 (.774) .06 (.252) .44 (.535)

4급 .58 (.715) .44 (.985) .03 (.189) .46 (.510)

5급 .27 (.510) .06 (.392) .00 (.045) .20 (.404)

6급 .54 (.656) .58 (.985) .01 (.109) .45 (.522)

7급 .54 (.690) .74(1.400) .02 (.132) .48 (.529)

기타 .48 (.700) .26 (.984) - .26 (.447)

p .000 .000 .000 .000

직종

행정 .63 (.728) .42(1.024) .06 (.236) .42 (.520)

토목 .50 (.692) .27 (.741) .03 (.187) .39 (.503)

지질 .47 (.608) .21 (.495) .02 (.137) .38 (.489)

기전 .36 (.606) .26 (.738) .02 (.163) .36 (.505)

전산 .65(1.112) .09 (.288) - .35 (.487)

환경 .69 (.806) .62(1.178) .10 (.310) .62 (.561)

기타 .50 (.709) .60(1.312) .01 (.115) .44 (.541)

p .000 .000 .004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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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유연근무
(5개)

가족지원
(16)

성장지원
(2)

여가지원
(2)

근무지

본사 .54 (.703) .41 (.924) .06 (.238) .47 (.505)

3원 .48 (.657) .49(1.154) .11 (.316) .50 (.546)

본부 .48 (.718) .32 (.810) .02 (.163) .36 (.487)

지사 .53 (.698) .34 (.933) .03 (.190) .39 (.519)

사업단 .57 (.750) .33 (.882) .02 (.136) .43 (.521)

p .578 .342 .000 .006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37 (.595) .06 (.387) .01 (.100) .27 (.457)

유배우자 .59 (.740) .49(1.057) .05 (.229) .46 (.514)

p .000 .000 .000 .000

맞벌이

유무

외벌이 .46 (.677) .17 (.566) .03 (.180) .34 (.499)

맞벌이 .60 (.732) .60(1.217) .04 (.220) .47 (.524)

p .000 .000 .023 .000

자녀수

0명 .39 (.607) .06 (.395) .01 (.107) .29 (.464)

1명 .57 (.768) .77(1.257) .03 (.182) .48 (.531)

2명 .61 (.722) .45(1.005) .06 (.243) .47 (.534)

3명 .54 (.728) .49(1.062) .06 (.258) .43 (.507)

4명이상 .77(1.270) .41 (.908) - .45 (.510)

p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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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도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일 삶의 균형제도의 활용도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결과는 [표 16]과 같다.

유연근무제도, 가족지원제도, 여가지원제도 활용도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장지원제도의 경우 활용도에

따라 조직몰입의 차이가 있었으며, 1개 제도를 사용한 경우 조직몰입이

가장 높았다.

[표 16] 활용도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구분 활용도(개) N M SD F p

유연근무제도

0 1,393 3.69 .87

1.97 .07

1 883 3.61 .91

2 139 3.71 .86

3 29 3.98 .78

4 6 3.74 .84

5 4 4.21 .97

가족지원제도

0 1,989 3.69 .89

1.86 .07

1 255 3.64 .83

2 111 3.49 .86

3 46 3.47 .78

4 21 3.42 .81

5 22 3.32 .65

6 8 3.73 .94

7 2 3.36 .91

성장지원제도

0 2,363 3.66 .88

3.01* .041 88 3.89 .79

2 3 3.57 .74

여가지원제도

0 1,495 3.68 .87

.82 .431 930 3.63 .91

2 29 3.72 .89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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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용도에 따른 직무성과 차이

일 삶의 균형제도의 활용도에 따른 직무성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결과는 [표 17]과 같다.

성장지원제도와 여가지원제도의 경우 활용도가 높을수록 직무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17] 활용도에 따른 직무성과 차이

구분 활용도(개) N M SD F p

유연근무제도

0 1,393 3.65 .74

2.05 .06

1 883 3.70 .74

2 139 3.80 .71

3 29 3.88 .71

4 6 3.83 .75

5 4 4.20 .91

가족지원제도

0 1,989 3.69 .75

1.27 .26

1 255 3.69 .72

2 111 3.72 .72
3 46 3.56 .59
4 21 3.33 .76
5 22 3.44 .60
6 8 3.75 .48

7 2 3.60 .57

성장지원제도

0 2,363 3.67 .74
3.86* .021 88 3.89 .68

2 3 4.00 .20

여가지원제도

0 1,495 3.65 .75

4.39* .011 930 3.73 .73
2 29 3.81 .73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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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평가도구의 검증

종속변수인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다. 신

뢰도란 측정대상에 대하여 반복하여 측정한 결과가 얼마나 일된적인지

측정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과 직무성과라는 개념을 측

정하기 위해 각각 7개, 5개의 항목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내적 일관성 검

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0.6 기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18]과 같다. 조직몰입은 총7문항에 대하여

0.945, 직무성과에 대하여는 0.943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측정도

구에 대한 내적일관성, 즉 신뢰도는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8] 조직몰입 및 직무성과의 신뢰도 분석

종속변수 측정항목
신뢰도

(Cronbach's α)

조직몰입

1 정년까지 근무

0.945

2 가족애

3 소속감

4 정서적 애착

5 일할만한 가치

6 공익실현 자긍심

7 조직에 대한 미안함

직무성과

1 업무의 질

0.943

2 업무의 양

3 작업의 수월성

4 목표달성률

5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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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변수들 간의 관계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수들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9]와 같다.

먼저 일-삶의 균형제도 활용도와 직무몰입 및 직무성과와의 상관관계

에 대해 살펴보면, 유연근무제도 활용도와 직무성과는 상관계수

r=.054(.p<.01)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가족지원제도와 조직몰입은

r=-.065(.p<.01)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장지원제도 활

용도는 직무성과와 r=.056(.p<.01)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

다. 여가지원제도 활용도는 r=.059(.p<.01)로 직무성과와 유의미한 정(+)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부문간 제도 활용도와 직무성과는

r=.058(.p<.01)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별로는 여자보다 남자가 조직몰입(r=-.155, p<.01)과 직무성과

(r=-.153, p<.01)가 더 높은 정(+)적 관계를 나타냈고, 연령은 조직몰입

(r=.196, p<.01)과 직무성과(r=.313, p<.01)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또한 근속기간, 직급, 근무지와도 직무몰입, 직무성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44 -

[표 19]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유연근무제도활용도 1

2)가족지원제도활용도 .185** 1

3)성장지원제도활용도 .055** .097** 1

4)여가지원제도활용도 .021 .220** .146** 1

5)부문간활용도 .595 .605 .331 .653* 1

6)성별 .067** .257** -.035 .040* .132** 1

7)연령 .136** -.001 .145** .093** .146** -.268** 1

8)직급 .070** -.156** .175** .024 .021 -.255** .433** 1

9)근무지 -.009 -.042* -.049* -.062** .076** -.014 .059** -.129** 1

10)조직몰입 -.010 -.065** .046* -.022 .040* -.155** .196** .197** .074** 1

11)직무성과 .054** -.029 .056** .059** .058** -.153** .313** .216** .044* .553** 1

*p<.05, **p<.01

(성별) 남=0 여=1, (근무지 )본사=0 그 외=1



- 45 -

제 4 절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일-삶의 균형제도를 4가지로 분류(유연근무

제도, 가족지원제도, 성장지원제도, 여가지원제도)하고 각각의 활용개수

를 활용도로 하여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

고 4가지 부문의 제도의 활용여부의 정도에 따라, 다시 말해 일-삶의 모

든 영역에 관계된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직몰입과 직무성과가 어

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분석도 실시한다.

또한 4가지로 분류된 일-삶의 균형제도는 총 25개의 개별제도로 구성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 개별제도가 직무몰입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1. 조직몰입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1) 부문별 활용도와 조직몰입

먼저 일-삶의 균형제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연

근무제, 가족지원제도, 여가지원제도, 성장지원제도 4개 부문에 대하여

각각의 부문별 활용정도와 조직몰입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중회

귀분석 결과 본 분석에 사용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Adjust-R2=0.67로

약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몰입에 대한 설명력이

높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F=23.16, p=0.000).

결과를 살펴보면 유연근무제도, 가족지원제도, 여가지원제도를 많이 활

용할수록 조직몰입은 떨어지고, 성장지원제도를 많이 활용할수록 조직몰

입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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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일-삶의 균형제도와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회귀분석결과 공선성통계

B SE t p β VIF 허용오차

유연근무제도활용도 - .061 .044 -1.38 .166 - .028 1.07 .938

가족지원제도활용도 - .019 .045 -.42 .677 - .009 1.20 .834

성장지원제도활용도 .089 .132 .67 .504 .013 1.07 .935

여가지원제도활용도 - .069 .052 -1.34 .180 - .027 1.08 .926

성별 - .184 .047 -3.94 - - .084 1.20 .833

연령 .089 .018 5.04 - .114 3.93 .254

직급 .076 .013 5.98 - .136 4.62 .217

근무지 .201 .048 4.15 - .083 1.69 .593

(상수) 2.986 .079 37.91 - .

F(유의수준) 23.16(.000)

R2(조정된) .070(.067)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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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간 제도활용과 조직몰입

4가지 부문간 제도활용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

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분석에 사용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Adjust-R2=0.68로 약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몰

입에 대한 설명력이 높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F=37.11, p=.000).

결과를 살펴보면 부문간 제도를 많이 활용할수록 조직몰입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가설과는 반대방향인 부(-)의 방향이므로 가설을 채택할

수는 없게 되었다.

[표 21] 부문간 제도활용도와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회귀분석결과 공선성통계

B SE t p β VIF 허용오차

부문간제도활용도 -.041 .019 -2.15* .031 -.043 1.07 .938

성별 -.182 .046 -3.98 - -.083 1.20 .833

연령 .090 .018 5.12 - .116 3.93 .254

직급 .076 .012 6.17 - .137 1.69 .593

근무지 .197 .048 4.08 - .081 1.08 .930

(상수) 2.985 .078 38.18 - .

F(유의수준) 37.11(.000)

R2(조정된) .070(.068)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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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제도 활용과 조직몰입

일-삶의 균형제도를 구성하는 25개 개별제도의 활용이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분류별 제도와 조직몰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개별제도로 분석한 결과

몇 개의 제도가 조직몰입과 유의미한 관계를 타나냈다.

먼저 유연근무제 구성제도(5개) 중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제 활용은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족지원

제도 16개 제도 중 여성보건휴가와 자녀돌봄휴가는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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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일-삶의 균형 개별제도와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회귀분석결과 공선성통계

B SE t p β VIF 허용오차

1)시간선택제 .080 .062 1.28 .199 .026 1.07 .936

2)시차출퇴근 -.037 .043 -.87 .386 -.018 1.09 .920

3)근무시간선택형 -.109 .049 -2.22* .027 -.044 1.05 .954

4)원격재택근무형 .059 .095 .62 .534 .013 1.08 .922

5)원격이동근무형 -.038 .119 -.32 .753 -.006 1.09 .914

6)출산전후휴가 .001 .109 .01 .995 .000 2.08 .480

7)유사산휴가 -.382 .217 -1.76 .078 -.037 1.16 .859

8)불임시술휴가 -.302 .281 -1.08 .281 -.022 1.09 .922

9)불임휴직 -.354 .443 -.80 .424 -.016 1.08 .923

10)여성보건휴가 .580 .213 2.72** .006 .058 1.18 .844

11)태아검진휴가 -.096 .187 -.51 .609 -.012 1.53 .652

12)배우자출산휴가 -.028 .081 -.35 .728 -.007 1.15 .871

13)육아휴직 -.169 .121 -1.39 .164 -.038 2.01 .498

14)유급수유시간 -.893 .644 -1.39 .166 -.029 1.15 .873

15)임신여성유급휴게시간 -.226 .453 -.50 .619 -.010 1.14 .880

16)임신여성근로시간단축 .142 .255 .56 .578 .013 1.34 .746

17)육아시간 -.036 .104 -.35 .728 -.008 1.37 .727

18)입양휴가 -.221 .336 -.66 .512 -.014 1.25 .800

19)자녀돌봄휴가 .136 .068 2.00* .045 .046 1.41 .707

20)가족돌봄휴직 -.007 .180 -.04 .967 -.001 1.16 .863

21)배우자동반휴직 -.074 .217 -.34 .735 -.007 1.23 .813

22)자기계발휴직 .235 .179 1.32 .188 .029 1.26 .791

23)전일제위탁교육 -.043 .112 -.38 .704 -.008 1.11 .904

24)연차휴가 -.053 .037 -1.44 .151 -.029 1.10 .910

25)행복충전휴가 -.071 .133 -.54 .590 -.011 1.17 .857

성별 -.200 .051 -3.94 .000 -.091 1.40 .714

연령 .022 .030 .73 .465 .028 3.99 .251

직급 .064 .014 4.51 .000 .115 1.73 .579

근무지 .181 .050 3.65 .000 .075 1.11 .904

_cons 3.076 .090 34.00 .000 .

F(유의수준) 7.36(.000)

R2(조정된) 083(.072)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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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성과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1) 유형별 활용도와 직무성과

다음으로는 독립변수인 일-삶의 균형제도 활용도가 직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분석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Adjust-R2=.114으로 약1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무

성과에 대한 설명력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나 모형의 통계적 적합성은

가진다고 할 수 있다(F=38.97, p=.000).

분석 결과를 보면 유연근무제도, 가족지원제도, 성장지원제도는 직무성과

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

지원제도를 많이 활용할수록 직무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4, p<.05). β값을 보면 여가지원제

도 한 단위를 사용할 때, 직무성과는 .04단위 늘어나는 것으로 볼수 있다.

[표 23] 일-삶의 균형제도와 직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회귀분석결과 공선성통계

B SE t p β VIF 허용오차

유연근무제도활용도 .035 .036 .98 .325 .019 1.07 .938

가족지원제도활용도 - .015 .037 -.41 .685 - .008 1.20 .834

성장지원제도활용도 - .019 .109 -.18 .860 - .003 1.07 .935

여가지원제도활용도 .087 .042 2.06* .040 .041 1.08 .926

성별 - .116 .038 -3.03 .002 - .063 1.20 .833

연령 .164 .015 1.87 .000 .250 3.93 .254

직급 .011 .020 .56 .577 .012 1.69 .593

근무지 .042 .012 3.62 .000 .089 1.08 .930

(상수) .090 .040 2.24 .025 .044

F(유의수준) 38.97(.000)

R2(조정된) .11(.1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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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간 제도 활용여부와 직무성과

4가지 부문간 제도 활용도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분석에 사용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Adjust-R2=0.69로 약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몰

입에 대한 설명력이 높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F=61.85, p=.000).

분석 결과를 보면 부문간 제도활용을 많이 할수록 직무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4] 부문간 제도활용도와 직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회귀분석결과 공선성통계

B SE t p β VIF 허용오차

부문간제도활용도 .026 .016 1.64 .101 .032 1.07 .938

성별 -.122 .038 -3.23 .001 -.066 1.20 .833

연령 .162 .015 11.17 .000 .246 3.93 .254

직급 .046 .010 4.47 .000 .097 1.69 .593

근무지 .088 .040 2.22 .027 .043 1.08 .930

(상수) 2.952 .064 45.97 .000 .

F(유의수준) 61.85(.000)

R2(조정된) .11(.01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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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제도 활용도와 직무성과

일-삶의 균형제도를 구성하는 25개 개별제도의 활용이 직무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5] 같다. 개별제도로 분석한 결과 몇 개

의 제도가 조직몰입과 유의미한 관계를 타나냈다.

앞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가족지원제도 중에서는 육아휴

직과 육아시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육아휴

직의 경우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육아시간의 경우 직무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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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일-삶의 균형 개별제도와 직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회귀분석결과 공선성통계

B SE t p β VIF 허용오차

1)시간선택제 .010 .051 .19 .851 .004 1.07 .936

2)시차출퇴근 .047 .035 1.33 .184 .026 1.09 .920

3)근무시간선택형 .044 .040 1.10 .270 .021 1.05 .954

4)원격재택근무형 -.001 .078 -.02 .986 -.000 1.08 .922

5)원격이동근무형 -.071 .098 -.72 .469 -.014 1.09 .914

6)출산전후휴가 -.082 .089 -.92 .358 -.025 2.08 .480

7)유사산휴가 -.027 .178 -.15 .877 -.003 1.16 .859

8)불임시술휴가 -.363 .230 -1.58 .115 -.031 1.09 .922

9)불임휴직 -.294 .363 -.81 .418 -.016 1.08 .923

10)여성보건휴가 .243 .175 1.39 .165 .029 1.18 .844

11)태아검진휴가 -.043 .154 -.28 .781 -.007 1.53 .652

12)배우자출산휴가 .027 .066 .40 .688 .008 1.15 .871

13)육아휴직 -.198 .099 -2.00* .046 -.054 2.01 .498

14)유급수유시간 -.749 .528 -1.42 .156 -.029 1.15 .873

15)임신여성유급휴게시간 -.461 .372 -1.24 .215 -.025 1.14 .880

16)임신여성근로시간단축 -.108 .209 -.52 .605 -.011 1.34 .746

17)육아시간 .168 .085 1.98* .048 .044 1.37 .727

18)입양휴가 -.120 .276 -.43 .664 -.009 1.25 .800

19)자녀돌봄휴가 .077 .056 1.38 .168 .031 1.41 .707

20)가족돌봄휴직 .058 .148 .39 .695 .008 1.16 .863

21)배우자동반휴직 -.031 .178 -.18 .861 -.004 1.23 .813

22)자기계발휴직 .114 .146 .78 .436 .017 1.26 .791

23)전일제위탁교육 -.012 .092 -.13 .894 -.003 1.11 .904

24)연차휴가 .056 .030 1.85 .064 .037 1.10 .910

25)행복충전휴가 -.061 .109 -.56 .573 -.012 1.17 .857

성별 -.112 .042 -2.70 .007 -.061 1.40 .714

연령 .086 .025 3.47 .001 .132 3.99 .251

직급 .026 .012 2.21 .027 .055 1.73 .579

근무지 .062 .041 1.53 .127 .030 1.11 .904

_cons 3.063 .074 41.29 .000 .

F(유의수준) 7.36(.000)

R2(조정된) 083(.072)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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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가설검증결과 요약표

가설 채택
여부

가설 1. 일-삶의 균형 제도 활용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을 것이다

1-1. 유연근무제도 활용개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을 것이다. 기각

1-2. 가족지원제도 활용개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을 것이다. 기각

1-3. 성장지원제도 활용개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을 것이다. 기각

1-4. 여가지원제도 활용개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을 것이다. 기각

1-5. 부문간 활용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 2. 일-삶의 균형 제도 활용도가 높을수록 직무성과는 높을 것이다

2-1. 유연근무제도 활용개수가 높을수록 직무성과는 높을 것이다. 기각

2-2. 가족지원제도 활용개수가 높을수록 직무성과는 높을 것이다 기각

2-3. 성장지원제도 활용개수가 높을수록 직무성과는 높을 것이다 기각

2-4. 여가지원제도 활용개수가 높을수록 직무성과는 높을 것이다 채택

2-5. 부문간 활용도가 높을수록 직무성과는 높을 것이다. 기각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가설과 반대방향(-) 이어서 채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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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일-삶의 균형제도가 조직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일-삶 균형제도 활용도가 조직몰입 및 직무성

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K공사에 재직중인 직원으로, 전직원들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2,535부의 설문응답을 받았으며, 그중 유효하지 않은

81개의 응답을 제외하고 2,454부의 설문응답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하였

다.

독립변수는 일-삶의 균형제도 활용도로 유연근무제도, 가족지원제도,

성장지원제도, 여가지원제도의 4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활용개수를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조직몰입과 직무성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

직몰입은 7개의 항목, 직무성과는 5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Stata IC 14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였고, 집단간 제도 활용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배치분

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제도별 활용도와 개인별 활용개수를 분

석하였으며, 변수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일-삶의 균형제도 유형별 활용도에 따라 조직몰

입과 직무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79.9%로 월등히 많

았고, 50대가 33.8%, 대졸이 65%, 5년 미만 근속기간이 29.1%, 직급은 3

급직이 22.9%, 직종은 행정이 36.1%, 근무지는 지사가 59.1%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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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유배우자 67.8%로 무배우자보다 많았고, 외벌이(58.5%)가 맞벌이

보다 조금 많았으며, 자녀는 2명이 43.3%로 가장 많았다.

일-삶의 균형제도 활용과 관련해서는 연차휴가의 할용도가 2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13.7%), 탄력근무제(시간

선택형)(9.2%)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았다. 활용개수는 유연근무제도(5

개), 가족지원제도(16개), 성장지원제도(2개), 여가지원제도(2개)별로 1개

씩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제도 전체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

도, 1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부문별 제도의 활용도의

경우 1개 부문의 제도를 활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먼저 첫 번째 모형인 일-삶의 균형제도 활용도와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4개의 제도 즉 유연근무제도, 가족지원제도, 성장지

원제도, 여가지원제도 활용도와 조직몰입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일-삶의 균형제도 활용도와 조직몰입과

관련된 어떠한 가설도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

았지만, 유연근무제도, 가족지원제도, 여가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조직몰입

의 관계가 부(-)의 관계인 것은 흥미로운 결과로 보인다. 유연근무제도

나 가족지원제도, 여가지원제도를 많이 활용할수록 상관이나 조직에서

회사보다는 가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애사심을 나타내는 조직

몰입이 오히려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반면, 해외교환연구원, 석박사 위탁교육, 자기계발휴직 등으로 구성되는

성장지원제도의 경우는 회사에서 인적자원 관리의 목적으로 지원을 해주

는 제도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회사로부터 인정받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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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모형인 일-삶의 균형제도 활용도와 직무성과와의 관계에 대

한 회귀분석 결과, 유연근무제도, 가족지원제도, 성장지원제도와 직무성

과는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여가지원

제도와 직무성과와의 관계역시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일-삶의 균형제도 중 유연근무제도, 가족지원제도,

성장지원제도 활용도가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

되었고, 여가지원제도 활용도가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가

설만 채택되었다. 4가지 유형의 제도 중 여가지원제도가 가장 높은 것은

근로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진 제도를 활용할수록 그것이 직무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조직차원에서의 가족친화제도와 일-삶의 균형제

도의 도입과 시행의 효과성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개인차원에

서 일-삶이 균형제도의 실제 활용도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일-삶의 균형제도 활용과 조직몰입관의 관계에 있어서 회

사차원에서 시행여부나 활용정도(활용개수)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활용도와도 조직몰입은 어떤

영향관계도 없었다. 이는 일-삶의 균형제도의 활용만으로는 조직몰입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일-삶의 균형제도의 활

용만으로는 조직몰입의 가져오지 않으며, 조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

심이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제도 정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일-삶의 균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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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있어 조직이나 상사로부터의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었고, 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조

직문화나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 이러한 점을 이미 지적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실증적

으로 검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제도의 활용수준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제도의 개수를 늘이고

사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 않는 다는 점이다. 비록 가설

검증과는 별개로 실시되었지만, 개별제도와 조직몰입, 직무성과와의 관계

에 대한 분석결과를 볼 때, 하나의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제도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도 활용에 있어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조직에서의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삶의 균형제도가 단순

히 비용이나 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직

의 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후속연구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k공공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조직의 원리상

다른 조직에서도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조직

마다 차별성이 존재하는 만큼 그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조직의 상황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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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이러한 연구결과가 일관성있게 검증되는지 또는

차별되는 결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본 연구에서 제한

변수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유

의한 변수를 통제한다면 더욱 설명력이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

다.

일-삶의 균형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활용개수에 대한 내용만을

독립변수로 하였으나, 활용수준(활용기간, 빈도), 만족도 등에 대한 언급

이 없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관련된 휴가, 휴직제도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외에도 금전적인 지원제도, 조직문화조성 등 보다 다양하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

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연구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면담 등의 방법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일-삶의 균형제도 활용과 조직몰입,

직무성과와의 관계는 그 인과관계의 방향이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삶의 균형제도 활용이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조직몰입이나

직무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그들의 필요에 이해 일-삶의 균형제도를 더

욱 활발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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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일-삶 균형 제도가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기업 정책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본

설문은 “일-삶의 균형 제도 활용이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본 설문의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설문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리며,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1월

연 구 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한라성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순애

연 락 처:

【작성요령】

1. 각 설문항목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읽고 난 후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응

답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대답하려 하지 마시고, 귀

하의 실제 느낌이나 생각을 사실 그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3. 설문에 응답하시는 중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연락처로 문

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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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삶의 균형은 일-가정, 일-여가, 일-성장 영역에 있어서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고, 일-삶의 균형 제도를 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

습니다. 다음은 우리공사에서 운영 중인 일-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들입니다.

이중 이용 경험이 있는 제도에 모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명 세부내용 사용

1) 시간선택제 주40시간, 1일8시간보다 짧게 근무

2)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 1일 8시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조정

3) 탄력근무제(근무시간선택형)
1일 8시간 구애받지 않고 주40시간기준, 출
퇴근시간 조정

4) 원격근무제(재택근무형) 자택,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

5) 원격근무제(이동근무형) 사무실 출근없이 바로 현장에서 근무

6) 출산전후 휴가 출산 전후 90일

7) 유사산휴가 5일～60일

8) 불임시술휴가 1일

9) 불임휴직 1년이내, 최대2년

10) 여성보건휴가(생리휴가) 월1일

11) 태아검진휴가 4주마다 1회～1주마다 1회

1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13) 육아휴직 만8세 이하 자녀양육

14) 유급 수유시간 1일 2회

15) 임신여성 유급휴게시간 1일 1시간 이상

16) 임신여성 근로시간단축 1일 2시간

17) 육아시간 만5세자녀 24개월범위내 1일최대 2시간

18) 입양휴가 20일

19)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2일

20) 가족돌봄휴직
질병, 사고, 노령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
모, 배우자, 자녀를 돌보는 경우

21) 배우자동반휴직 배우자와 해외동반시

22) 자기계발휴직
연구과제 수행, 국내외교육기관 학습, 개인
주도학습을 하는 경우

23) 전일제 위탁교육 전일제석박사학위과정, 해외교환연구원등

24) 연차휴가 근속 2년마다 1일씩 부여

25) 행복충전휴가 연차휴가를 10일이상 연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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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의 조직몰입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

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아주
그렇
다

1
나는 정년까지 지금의 직장에서 보
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가족
애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대해 정서적
으로 강한 애착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지금의 직장은 열과 성을 다해 열
심히 일할 만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조직의 업무수행을 통해 공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긍
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현 시점에서 조직을 옮기는 것은
조직에게 미안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 Allen & Meyer(1990)의 다차원척도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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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의 직무성과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아주
그렇
다

1
나는 동료들과 비교하여 내 업무의

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동료들과 비교하여 나의 업무 처리

양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동료들과 비교하여 작업을 수월하게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동료들과 비교하여 나의 목표 달성

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동료들과 비교하여 나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Hinds and Mortensen(2005)의 측정문항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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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

① 30세 이하 ② 30대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③ 대졸 ④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4. 귀하의 근속기간은 ?

① 5년 미만 ② 5년이상-10년미만

③ 10년이상-15년미만 ④ 15년이상-20년미만

⑤ 20년이상-25년미만 ⑥ 25년이상-30년미만

⑦ 30년이상

5. 귀하의 직급은 ?

① 1급이상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7급 ⑧기타( )

6. 귀하의 직종은 ?

① 행정 ② 토목 ③ 지질 ④기전 ⑤ 전산 ⑥ 환경 ⑦ 기타

7. 귀하의 근무지는?

① 본사 ② 3원 ③ 본부④ 지사 ⑤ 사업단

8. 귀하의 배우자 유무는 ? ① 유배우자 ② 무배우자

9. 맞벌이 여부는? ① 외벌이 ② 맞벌이

10. 귀하의 자녀수는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③ 4명 이상 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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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Balance of Work-Life Support

System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Focusing on the K corporation-

Han La Su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ur society these days, work-life balance has emerged as an

important value. This value, which is increasingly important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is changing the paradigm from recognizing

past work and family as separate areas to balancing work, home and

work in and out of work. The government is increasingl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work-life balance in accordance with

this paradigm shift, and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various

systems to realize it. Existing studies of the effectiveness of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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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schemes show conflicting results.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n how a one-life balance system

affect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began to identify the impact

of the use of a one-life balance system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with the focus of K Corporation.

For this purpose, the utilization of the one-life balance system was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as a dependent variable,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all employees working at K Corporation to secure 2,535 minutes of

valid data and analyze it.

For empirical analysis, stata IC 14 was used for statistical

purposes, and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one-way layout analysis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Regarding the use of the Japan-Life Balance System, the use of

the system was high in order of annual leave, time-losing leave, and

time-selection, with the most frequent use of one system for each

sector.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ifferences in utilization among

groups, women often used flexible work system and family support

system, while for married couples, the use of flexible work system,

family support system, growth support system and leisure support

system was high in four areas.

As a result of a regressio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a one-life balance system an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ur systems: flexible work system,

family support system, growth support system, and leisure cost

system utiliz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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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performance and the

utilization of the work-life balance system, the flexible work system,

the family support system, the growth support system, and the job

performance were not significantly affected, only the leisure cost

system and the job performance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an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earch confirmed that increasing the quantitative utilization

of the work-life balance system does not result in increased

organizational commitment or job performance, and also confirmed

that the negative views of the organization or the boss may still

exist in the use of the work-life system. Although the results of the

use of work-life balance systems could not be confirmed as having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considering that work-life balance is an irresistible period paradigm,

work-life balance systems should not simply be perceived as costs or

burdens, but will require active attention to positively affect the

effectiveness of the organization.

Keywords: work-life bal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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