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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discover mediation effects of family strengths, regarding relations between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work-family conflicts and job satisfaction. Therefore,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550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in Gwangju, followed by analyses of 309 married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out
of these survey respondents.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research results, job satisfaction is
influenced by job factors including flexible working hours, behavioral conflicts including work-family conflicts and
family strengths. Particularly, in terms of work-family conflicts’ influences on job satisfaction and mediation effects
of family strengths, family strengths have partial mediation effects on job satisfaction only in behavioral conflicts.
In conclusion, it is imperative to decrease work-family conflicts and improve family strengths in order to
increase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job satisfaction. The importance of compatibility between work and family
is being emphasized in the aspect of national polices pertinent to growth of organizations and increases in
employment rate and birthrate as well as improvement of individual quality of lif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and practically strengthen work-family compatibility programs relevant to family strengths by
enhancing familial assimilation welfare programs and establishing familial assimil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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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데(김경신·김오남, 1996; 이진숙·신지연, 2010),

Ⅰ. 서 론

일-가정 갈등이 직무만족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

연구(임효창 외, 2005; 정유진, 2015)가 대부분이고, 여

하면서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일-가

성의 경우 이 관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정 양립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

있다(Grandey et al., 2005).

장과 취업률, 출산율 향상과 관련하여 국가 정책의 측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사회

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이 남성

복지 서비스의 여러 영역에서 각종 자격증을 소지하고

에 비해 일-가정 갈등을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칭하는데, 최근 들어 사

(이유덕, 2008; Grandey et al., 2005)에 주목할 필요가

회복지 관련 기관의 수와 그 종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에 여성의 비율은 평

근로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

균 70% 정도에 이르러(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5) 일-

지 업무 기혼 종사자들의 경우 일-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 양립의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제들을 종사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

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남성의 육아 및 가사에 대

정으로, 이것은 종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

한 참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직도 맞벌이 부부

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으며, 직무만족에 영

중 여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연구들이 많은데(윤

향을 미치고 있다(박성배, 2015).

옥화, 2009), 이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한 이슈를

또한 일-가정 양립이나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가족 관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남녀 모두의 인

련 변인의 영향도 탐색되고 있는데, 남편의 가사분담에

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최근에는 정책적으로도 가족부양 및 아동양육 등에

나타났고, 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가 높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환경과, 일과

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은미,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2010). 또한 이현주(2008)는 사무직 남성의 부부의사소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법 등이 제정되고 있다.

통 즉 의견일치나 만족도, 원활성은 직무만족이나 조직

건강가정기본법(2004년)이나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가족구

성 촉진에 관한 법률(2014년),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성원간 상호작용은 구성원들의 직무에 영향을 준다는

한 법률(2007년)과 같은 가족친화정책의 근거법 등의

측면에서, 이를 다루는 주요 개념인 가족건강성(family

제정과 실행은 이러한 인식변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strength)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건강성은 Otto

수 있다.

(1962)의 연구로 부터 시작되었는데(Epstein et al.,

직장에서의 편안한 업무환경조성과 가족친화적인

1981), 가족이 얼마나 통합적으로 잘 유지발전되고 있

서비스의 증가는 기혼 종사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

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가족원간 의사소

키는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종사자가 직장에서 느끼는

통이나 유대감, 가치체계 공유, 공동의 문제해결 등을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한다. 이때의 직무만족도(Job

포함한다(어은주･유영주, 1995).

Satisfaction)란 직무나 직무수행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일-가정 갈등과 가족 변인간의 관계에 관해서도 여러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직무에 대한 일련의 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일-가정 갈등과 가정변인(최

도인데, 이러한 직무만족도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희경, 1995), 가족역할만족도(Weigle, Weigel, Berger,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Konrad & Magel, 2000). 자

Cook, and Delcampo, 1995), 가정생활만족도(서진숙,

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좌절하게 되고 그

2015; 이옥순, 2011), 부모역할만족도(이숙현, 1997)등

것의 전이효과로 인해 다른 영역에서의 생활도 만족스

제반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져 왔으며, 직접

럽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수정, 2005). 또한 직무

적으로 가족건강성과 연결시킨 연구(전서영, 2007)도

만족도는 일-가정 양립 수준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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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가정 갈등과 가족건강성, 그리고 직무만족

일이 가정의 일에 영향을 미치는 일-가정 갈등(work

은 어느 정도의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이

interference with family: WIF)과 가정의 일이 직장의

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으로, 이를 연결시켜 분

일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일 갈등(family interference

석해 봄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따른 맞벌이가정의

with work: FIW)으로 구분될 수 있다(Greenhaus and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리라 본다. 특

Beutell, 1985). 일-가정 갈등은 직장에서의 과다한 업무,

히 가족건강성이 일-가정갈등과 직무만족도간에 어떠한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하여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

매개 역할을 하느냐를 분석해봄으로써 최근 중시되고 있

는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고, 가정-일 갈등은 육아, 가족

는 가족건강성에 대한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성원의 병간호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지연되는 등의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역시 개인적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다(김지희, 2016).

인 변인과 직업적인 변인(박진희, 2003; 박정필, 2005)

일과 가정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하게 전개

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가족

되고 있지만, 이 중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는 전이이론을

건강성, 일-가정 갈등에 관한 연구는 다른 서비스 영역

들 수 있다(Kossek & Ozeki, 1998). 전이이론은 일환경

의 연구에 비해 적은 편이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

과 가정환경에서 발생하는 일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

자의 직무만족에 일-가정 갈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고 주장하는 이론으로, 한 영역의 활동에서의 만족이나

수 있다는 선행연구(강혜련·최서연, 2001; 최수찬 외,

역할 긴장이 다른 영역의 활동에서의 만족이나 역할 긴

2006)가 있을 뿐, 아직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장으로 전이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일-가정 갈등에 관한

과 개인생활에서의 갈등과 만족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

많은 연구들이 전이 이론에 기초하여 일이 가정생활에

고 있는 연구는 극히 희소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는 가정생활이 일에 끼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져왔고,

선행 연구 결과를 기초로 일-가정 갈등과 가족건강성,

특히 일-가정 갈등 측면에서 직장과 가정생활 사이에

일-가정 갈등과 직무만족, 가족건강성과 직무만족간의

서 직장으로부터 유발된 갈등이 가정에 부적인 영향을

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된다고 보고, 이 세가지 변인 간

미친다고 한 연구결과들이 있다(Higgins, Duxbury &

관련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일-가정 갈등을 완화시키기

Irving, 1992). 본 연구에서는 직장 업무의 과도함이 가

위한 가족건강성의 매개적 역할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이를 가족건강성이 어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향상

떻게 관여하여 궁극적인 직무만족에 연결이 되는지 그

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이 가능하리라 본다.

관계를 찾기 위하여, 일-가정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

한다.
Greenhaus와 Beutell(1985)은 일-가정의 갈등을 두

구문제를 둔다.
첫째,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 일-가정 갈등, 가족건강
성, 직무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생활 영역에서 비롯되는 역할 압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양립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역할 갈등의 한 형태

둘째, 인구사회학적‧직무변인, 일-가정갈등, 가족건강

로 보고, 일 가정 갈등 요소를 시간, 긴장, 행동 등의 세

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가지에 의한 갈등으로 정의하였다. 이런 세 가지 원천에

셋째, 일-가정 갈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가족건

따라서 일-가정 갈등의 유형을 시간근거 갈등, 긴장근거

강성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갈등, 행동근거 갈등으로 나누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근거 갈등(time-based conflict)은 많은 역

Ⅱ. 이론적 배경

할로 시간의 총 요구가 너무 많아 적절히 처리할 수 없
거나 한 역할에 투자되는 시간에 동시에 다른 역할을

1. 일-가정 갈등

수행 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시간부족과 시간 제약에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 WFC)은 직장의

대한 심리적인 느낌이나 반응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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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긴장근거 갈등(strain-based conflict)은 한 영역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

의 역할수행에서 발생하는 긴장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정을 계기로 가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영역으로 인

다른 영역의 역할수행이 지장을 받는 경우이다. 긴장에

식되었다.

의한 갈등은 한 영역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발생한

어은주와 유영주(1995)는 가족건강성을 4가지의 요

긴장과 피로가 다른 영역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까

소(의사소통, 유대, 가치체계 공유, 문제해결 능력)로 구

지 영향을 미쳐 다른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다하지

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의사소통은 사람들 간에 감정이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나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

셋째, 행동근거 갈등(behavior-based conflict)은 한

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한상

영역에서 역할수행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던 행동이 다른

임, 2010). 유대는 가족원들끼리 서로 유대가 강하고, 화

영역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갈등이며, 직무

목하며 가족활동에 집중하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

역할에서 기대되는 행동과 가족역할에서 기대되는 행동

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다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연지혜, 2010).

애정을 가지고 서로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내지만 각자

일-가정 갈등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일과 가

의 사생활은 인정하고, 그들 각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정에 대한 개념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많았지만, 두 영

있도록 항상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며, 자율성을 인

역을 통합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온 경향이

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최정은, 2015). 가치체계 공유

강하다(전서영, 2007).

란 그들의 전통과 가족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가족

일과 가정은 개인에게 중요한 두 영역임에도 불구하

가치관이나 규율의 원리를 명확히 알고 있고, 가족구성

고 지금까지 일과 가정에서의 활동은 시간․공간적으로

원 서로의 신념 또는 도덕적 가치를 받아들여 공유하는

분리되어 발생하고, 남성은 일에서 여성은 가정에서 책

것이다. 또한 가족원간의 가치관 및 신념에 있어서 건강

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도

한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무엇

일과 가정을 분리된 영역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이 두

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공유한다(Olson et al.,

영역은 서로 상호 순환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이므로, 두

1983). 문제해결 능력은 위기나 문제를 궁극적인 방법

영역 모두를 중시하고 균형을 이루는 일이 중요한 문제

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가

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일과 가정에서의 요구와 지원이

장 힘든 상황에서 조차 스트레스나 위기에 좌우되지 않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종사자는 일-가정 갈등을 덜 경험

고 문제를 적절한 방법 및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에

하게 된다고 밝혀졌으며, 이러한 가정들은 Clark(2000)

초점을 맞춘 것이다(최정은, 2015).

의 선행연구를 통해 지지되어 왔다.

이러한 가족건강성의 요소들은 상호 어떠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면, 가족의
의사소통 요인은 가족의 기능과 선형적 상관관계가 있

2.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이란 가족의 건강한 정도를 의미하는 개
념으로써, Otto(1962)가 건강가족 혹은 건강가정에 영
향을 미치는 가족원간 상호작용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시작하면서 소개된 개념이다.

다는 연구(전귀연, 1999), 가족원 간의 만족스러운 상호
작용, 긍정적인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김경화, 2011; 박선민, 2011)
가 있다.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가족해체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던 1960년대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

3. 직무만족도

루어졌다(신여울, 2014). 국내 가족건강성에 대한 논의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는 1990년대 이혼율의 급증, 가정폭력, 청소년의 일탈

직무와 직무경험을 평가한 후 가지는 긍정적이며 유쾌

과 비행 등으로 인해 가족문제가 증가하면서 유영주의

한 감정의 상태로서 직무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라고

연구(1997)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 전후로 가족건강성

할 수 있으며, 직무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조직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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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결근, 이직률이

것인가 등에 대한 해답차원에서 사용되어져 왔다. 이러

낮고, 높은 직무 성과(생산성 증가)의 효과를 얻을 수

한 직무변인은 구성원에게 내재적 동기와 만족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조동규

조직에는 직무의 참여도를 높여 직무성과를 높이는 결

외, 2004).

과를 제공한다(최성우·이선규, 2008). 직무 변인으로는

Locke(1976)는 직무만족 결정 요인을 사상과 행위자

객관적 변수로 수입이나 직무 경력 등이 있겠으나, 기혼

로 구분하고 모든 사상은 결국 어떤 사람이나 행위자에

자에게는 일 중심 분위기, 근무시간 융통성 등(권혜림,

의해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며, 모든 행위자는 그가 어떤

2010; 이두영, 2003; 홍상욱 외, 2009)도 직무만족도에

사상을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지각했기 때문에 좋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싫어지는 것이므로 사상과 행위자를 별도로 고려한

이 밖의 영향 변인으로 최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다는 것은 논리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양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친화제도(family-friendly

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직무만족을 파악해야

system)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한다고 하였다.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친화제도는 경제

이러한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요소는 학자에 따라 다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일-가족 생활의 조화가 중

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직무환경 요소와 직무

요해짐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일에 대한

특성을 주요 결정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최병호 외,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공식적·비

2004),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구자의 관

공식적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Hillage and Simkin,

점, 조직의 특성,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1992).

는데, 직무만족에 있어서 직무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가족친화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

거의 없으며, 직무구성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한 형태로 도입 시행되고 있지만 산전 휴가나 육아 휴

것이 보통이다(하정훈, 2013).

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낮게 이용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크게 개인적 변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도가 아닌 형식적인 제도로 실질

(연령, 재직기간, 성격, 성격유형)과 직업적 변인(조직,

적인 이용은 여전히 활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이옥

환경 등)으로 나누어 연구되고 있다. 개인적 변인 중 연

순, 2011). 가족친화제도 유형은 탄력적 근무제도(시차

령, 가계 월 평균 소득, 개인 월 평균 소득, 결혼지속 연

출퇴근제, 재택 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자녀의 출산양

수 등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육 및 교육지원제도(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직급에 속하기 때문에 성취감이

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부양가족 지

증가하여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최수찬

원제도(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 간호 휴직제 등), 그리고

외, 2006). 또한 성별, 연령, 교육 등이 영향 요인이라 하

근로자 지원제도(근로자 건강 교육 상담프로그램 등)등

였고(정광호·김태일, 2003),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

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게 나타났고, 미혼자 및 직무
상 업무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았다고

4. 일-가정 갈등, 가족건강성, 직무만족도의 상호 관련성

하였다(박정필, 2005).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일-가정 갈등, 가족건강성,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혹은 그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중 개인적 특성은 성별, 나이, 결혼, 학력, 성격, 가치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인들을 연관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진희, 2003).

켜 분석한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직무 변인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면,
직무변인이란 어떤 직무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더

1) 일-가정 갈등과 가족건강성

바람직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더 적합하며, 어떻게 그들

Adams 외(1996)는 일-가정 간 갈등이 직, 간접적으

로 하여금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하는 직무를 설계할

로 삶의 만족과 부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였는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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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취업 여성이 직장과 가정영역의 양립이 불가능하여

족도를 높이는 반면, 일→가정 갈등(WFC)이 발생하면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이는 직장생활의 만족과 가정생

이것이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어 직

활의 만족 모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장생활이 가정생활에 부정적 전이를 줌을 알 수 있다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일-가정 간 갈등이 근로자의 직

하였다.

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었고, 일-

일-가정 양립갈등의 매개효과로 가족친화제도의 활

가정 간 갈등과 가정생활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용 용이성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김일경,

일-가정 간 갈등과 개인, 가정, 직장변인과의 관계(최

2013)도 살펴볼 수 있는데, 가족친화제도는 직무만족에

희경, 1995), 가족역할만족도(Weigle, Weigel, Berger,

정(+)적 영향, 일-가정 양립 갈등과의 관계에서는 부(-)

Cook, and Delcampo, 1995),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때 일-가정 양립

영향(서진숙, 2015; 이옥순, 2011), 부모역할만족도(이숙

갈등은 매개변수로서 직무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치

현, 1997)등을 다룬 연구들이 주인데 주로 일-가정 간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

갈등이 가족생활의 일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다.

립 갈등의 현실적 감소 없이는 직무만족의 증가가 일어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주로 직장에서의 역할로 인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일→

서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이 방해를 받아 가족만족도, 생

가정갈등(WIF)의 경우 직업만족도(Aryee, Fields and

활만족도, 결혼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 등에 어떠한 영

Luk, 1999)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일-가정 갈등이 생활만
족도나 결혼만족도, 가족 역할의 질 등에 부정적인 영향

3) 가족건강성과 직무만족도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많지만, 가족건강성과 직접적

가족건강성과 직무만족도 관련 선행연구는 가족건강

으로 연결시킨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다만 전서영

성의 세부 영역과 특성을 직무만족도와 연결시킨 연구

의 연구(2007)에서는 유형별 일-가정 간 갈등정도에 따

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연구 중에는 직업 만족도와 아버

라서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정

지 양육스트레스 연구(이진희, 2011), 아버지 직무만족

→ 일 갈등(FIW), 긴장갈등(FIW), 행동갈등(FIW) 정도

과 가정건강성 연구(이재법, 2015) 등 가족건강성을 종

가 낮은 집단에서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속으로 다룬 연구도 있지만, 가족건강성 관련 변인을 독
립으로 다룬 연구들이 더 두드러진다. 남편의 가사분담

2) 일-가정 갈등과 직무만족도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

남녀 기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일-가

로 나타났고, 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가

정 갈등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임효창 외, 2005)을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조은

줌을 알 수 있고, 여성의 경우 이 관계가 더욱 강하다고

미, 2010)가 있으며, 부부갈등이 직장의 조직몰입에 영

보고되고 있다(Grandey et al., 2005). 여성 근로자의 일

향을 미친다는 연구(유은희, 2000), 직무몰입에 대한 배

-가정 갈등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가정

우자지원의 효과(손영빈･최은영, 2009), 근로자의 노동

양립갈등이 직무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강혜련･최서연, 2001)을 다룬 연구

들이 있다(강혜련·최서연, 2001; 민효경, 2015; 유수현,

들이 있다. 또한 정수인(2006)은 배우자 지지는 공감대,

2012; 이슬기, 2015). 조은미(2010)는 기혼여성 임금근

이해심, 심리적 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심리적으로 긍

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직장 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구에서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심할수

하여 직무만족을 높인다고 하였다.

록 직무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처럼 가족건강성의 구성 요소들과 직무만족도를

또한 기혼여성의 일-가정 관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

직간접적으로 연결시킨 연구들을 통해 가족건강성은 가

는 영향에 대한 정유진(2015)의 연구에서는 직장생활이

족의 건강한 삶을 형성해 나가는 원동력인 동시에 구성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전이를 주면 이것이 다시 직무만

원들의 일에 대한 만족 정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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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 직무만족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5-25점이다.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일이 우선임을 의미한다. 일 중심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일-가정 갈등과

분위기 변인의 신뢰도 계수(α)는 .82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일-가정 갈등과 직무만족, 가족건강성과 직

근무시간 융통성은 구혜령(1991)의 연구에서 사용한

무만족간에 영향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근거

척도를 사용하여 총 5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해 볼 때 가족건강성은 일-가정 갈등이 직무만족도에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적 역할을 하리라 추정할 수

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5-25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연구

다. 점수가 높을수록 근무시간 융통성이 높음을 의미한

의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다. 근무시간 융통성 변인의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
났다.
가족친화제도는 Morgan과 Milliken(1992)이 사용한
항목에 기초하여 임희정(2000)이 사용한 15개의 가족친

Ⅲ. 연구방법

화제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친
화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분리한 후 측정하여야 한다는 선
본 연구는 일-가정 갈등(시간갈등, 긴장갈등, 행동갈
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 가족
건강성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광주광역시내 사
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중,
광주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석자 및 사회
복지서비스 바우처 직무교육 참석자 55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515부를 회수, 가족친화제도를 조사하는 데 보다 적절
한 기혼 종사자 309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행연구(Thompson 외, 1999, 이옥순, 2011 재인용)의
지적을 고려해서, 가족친화제도를 총 5개 유형으로 구
분하였다. 유형은 휴가･휴직제도, 보육·돌봄지원제도,
탄력근무제도, 근로자지원제도, 경제적지원제도로 유형
을 분류하였으며, 하위 영역으로는 육아·휴직제도, 패밀
리데이제도, 가족간호･휴가제도, 시차출·퇴근제도, 직무
공유제도, 경력휴가제도, 학자금지원제도 등에 대해 이
용 정도를 조사하였다.
일-가정 갈등은 Greenhaus와 Beutell(1985)가 일-가
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의 요소들이 서로 특성

2. 조사도구

이 다르다고 하여 크게 시간에 근거한 갈등, 긴장에 근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종사자들에게는 구조화된 질

거한 갈등, 행동에 근거한 갈등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인구사회학적 변

근거로 전지현(2004)이 사용한 바 있는 Carlson 외

인, 직무 변인, 가족친화제도, 가족건강성, 일-가정 갈등,

(2000)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되 문항간 유사성이 두

직무만족도를 포함하여 총 6개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

드러진 3개 문항을 제외 후 사용하였다. 그 구성을 살펴
보면, 각 척도는 시간 5문항, 긴장 5문항, 행동 2문항 총

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영향력이 두드러진 변인을 중심으로 성별, 연령, 학력,

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결혼 지속연수, 자녀 유무 등을 각 단일 문항으로 구성

있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5-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

하였다. 다음 직무 변인에서 일 중심 분위기는 Ozeki

록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갈

(2003)가 사용한 항목을 기초하여 이세인(2006)이 번안

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가정 갈등 신뢰도 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척도 구성은 기관의 가치, 신념

수는 .69이며 이는 전지현(2004)의 .77보다 다소 낮은

및 규범 등 총 5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수준으로,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라 그 차이는 있으리라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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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건강성은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개발한 34문

녀가 있는 것으로(87.7%)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151

항의 ‘가족의 건강도’ 척도 중 중복성이 두드러진 문항

만원~200만원 이하가 32.0%로 가장 많으며 현재 직무

을 제외하고 20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가족건강성 척

경력은 5년 이상인 경우가 32.7%로 가장 많다. 일 중심

도는 가족원간의 유대(7문항), 가족원간 의사소통(4문항),

분위기의 평균은 2.72점으로 중간점수인 3점보다 약간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4문항), 그리고 가족원간의

낮은 편이며 근무시간 융통성은 3.10으로 중간 수준임

가치체계 공유(9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친화제도 이용 총수는 7가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중 1.83으로 나타나 그 이용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가능한 총점 범위는 5-100점이다.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
족건강성 신뢰도 계수는 .95로 높게 나타났다.

2. 일-가정 갈등, 가족건강성, 직무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직무만족도는 김은숙(1994)이 Brayfield와 Rothe(1951)
의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항목 중 15문항을 추
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
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
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5-75점이다. 직무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이 높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이
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만족도 신뢰도 계수는
.92로 높게 나타났다.

<표 2>를 보면, 일-가정 갈등의 전체평균 점수는
2.98점으로 갈등의 정도가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시간갈등 변인의 경우 평균 점수는 2.87점으로 중간 값
(3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긴장갈등 변인
의 경우도 평균 점수가 2.81점으로 중간 값(3점)보다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행동갈등 변인의 경우 평균
점수가 3.51점으로 중간 값(3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건강성의 전체평균 점수는 3.95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3. 자료 분석 방법

은 3.94점, 가족원간의 유대감은 4.06점, 가족원간의 가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검토 작업

치체계 공유 3.78점,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능력 3.93점으

을 한 후, SPSS 18.0 Package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업무 기혼 종사자들의

특성 및 직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가족건강성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직무만족도의 전

였다. 또한 가족건강성, 일-가정 갈등 등 관련변인이 직

체평균 점수는 3.44점으로 나타났다. 내용상으로는 업무

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변인

수행 정열 3.81, 동료관계 만족 3.80, 직무 장래성 3.54,

간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안전한 직장 2.99, 보수 2.83등으로, 일부 항목은 보통 이

하였고, 일-가정 갈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하이나 대체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는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다중 공선성 여부와 각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

Ⅳ. 연구결과

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표
3>과 같이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긴장 및 행동 갈등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직무변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직무변인의 특

은 낮고, 가족건강성은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족건
강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성을 나타낸 <표 1>를 보면 우선 여성이 81.2% 이상

알 수 있다. 또한, 변인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가 .50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40대 이하(47.9%), 30대 이

넘지 않았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모든 회귀분

하(28.8%), 50대 이상(2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석 시 VIF 값이 2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은 대졸 이상이 72.2%이며, 자녀 유무에서는 대부분 자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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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직무변인 특성 (N=309)
일반특성

구

분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이하
50대 이상
대학중퇴 이하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9년 이하
10~9년 이하
20~30년 이상
있음
없음
1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

성별

연령

인구
사회학적 변인

학력

결혼지속연수

자녀유무

월평균 수입

직무
변인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평균
전체 평균
전체 평균

현 경력

일중심 분위기
근무시간 융통성
가족친화제도 이용총수

<표 2> 일-가정 갈등, 가족건강성, 직무만족도의 일반
적 경향 (N:309)
일-가정 갈등

M(SD)

빈도(%) / M(SD)
58
(18.8)
251
(81.2)
89
(28.8)
148
(47.9)
72
(23.3)
86
(27.8)
144
(46.6)
79
(25.6)
88
(28.5)
113
(36.5)
108
(35.0)
271
38
98
99
70
42

(87.7)
(12.3)
(31.7)
(32.0)
(22.7)
(13.6)

59
79
70
101
2.72
3.10
1.83

(19.1)
(25.6)
(22.7)
(32.7)
(1.12)
(1.04)
(1.98)

4. 관련 변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일-가정 갈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
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전제 과정으로서

시간갈등

2.87

(.95)

인구사회학적 변인, 직무변인, 일-가정갈등, 가족건강성

긴장갈등

2.81

(.92)

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일-가정 갈등

행동갈등

3.51

(.90)

2.98

(.90)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 평균
가족건강성

M(SD)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3.94

(.71)

가족원간의 유대감

4.06

(.73)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3.78

(.68)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능력

3.93

(.76)

전체 평균

3.95

(.73)

직무만족도
전체평균

M(SD)
3.44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 직무변인, 시간갈등, 가족
건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ß=.11, p<.05), 현 직무 경력(ß=.18,
p<.01), 근무시간 융통성(ß=.31, p<.001), 가족건강성
(ß=.21, p<.00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 현 직
무경력이 많을수록, 근무시간 융통성, 가족건강성이 높
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인, 직무변인, 긴장갈등, 가족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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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인 간 상관관계
구 분
1. 직무만족도

1
1

2

3

4

2. 시간갈등

-.19

1

3. 긴장갈등

-.27**

.05

4. 행동갈등

-.28**

.13

.17**

1

5. 가족건강성

.23**

.16

-.23**

-.15**

5

1
1

*p<.05, **p<.01
<표 4> 인구사회학적 직무변인, 일-가정갈등, 가족건강성
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변인

직무만족도
인구
사회
학적
변인

직무
변인

B

β

성별

.11

.07

연령

.14

.11*

학력

.03

.02

결혼 지속 연수

.09

.08

자녀 유무

-.01

-.01

월 평균 수입

.04

.03

현 직무 경력

.21

.18**

일 중심 분위기

-.10

-.11

β

R²

.25

F

8.01***
성별

.11

.08

인구
사회

연령

.14

.11

학적
변인

학력

.03

.02

결혼 지속 연수

.09

.08

자녀 유무

-.01

.00

월 평균 수입

.05

.04

직무
변인

현 직무 경력

.19

.16**

일 중심 분위기

-.10

-.11
.28***

근무시간 융통성

.22

.31***

근무시간 융통성

.20

-.02

-.08

가족친화제도 이용 총수

-.02

-.08

일-가정갈등(시간)

-.01

-.01

일-가정갈등(행동)

-.13

-.17**

가족건강성

.22

.21***

가족건강성

.20

.24

F

직무
변인

B

가족친화제도 이용 총수

R²

인구
사회
학적
변인

변인

직무만족도

7.90***
성별

.11

.07

연령

.14

.11*

학력

.02

.02

.18***

R²

.27

F

9.08***

*p<.05, **p<.01, ***p<.001
*Dummy Variable: 성별(여자 1), 자녀 유무(없음 1)

결혼 지속 연수

.09

.07

자녀 유무

-.02

-.01

월 평균 수입

.04

.03

현 직무 경력

.21

.17**

p<.01), 근무시간 융통성(ß=.31, p<.001), 가족건강성

일 중심 분위기

.17**

-.14*

(ß=.20, p<.00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 현 직

근무시간 융통성

-.09

.30***

가족친화제도 이용 총수

-.09

-.08

일-가정갈등(긴장)

-.06

-.06

가족건강성

.22

.20***

건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분석
결과에서는 연령(ß=.11, p<.05), 현 직무 경력(ß=.17,

무경력이 많을수록, 근무시간 융통성, 가족건강성이 높
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인, 직무변인, 행동갈등, 가족건
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분석 결
과는 현 직무 경력(ß=.16, p<.01), 근무시간 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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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28, p<.001), 행동갈등(ß=-.17, p<.01), 가족건강성

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분석방법을 사용

(ß=.18 p<.00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현 직무경력,

하였고,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

근무시간 융통성,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때 일-가정 갈등 중 직무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검증

높으며, 행동갈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음을 알

된 행동갈등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행동갈등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수 있다.
따라서 일-가정갈등 중 시간갈등, 긴장갈등은 직무만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 행동갈등이 직무만족

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다만 행동갈

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

등만이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동갈등

타났다(β=.20 p<.001). 2단계의 행동갈등이 가족건강

의 영향력을 제시한 이두영(2003), 권혜림(2010), 투맨

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는 것으로

쿠 샐렌지(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나 시간갈

나타났다(β=15, p<.05).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등, 긴장갈등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

가족건강성이 통제되었을 때 긴장갈등이 직무만족도에

적으로 이러한 요건들이 사회복지업무 만족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한

(β=.17, p<.01). 이때 1단계(β=.20 p<.001)보다 3단계

다. 또한 연령, 현 직무경력, 근무시간융통성, 가족건강

(β=.17, p<.01)에서 수치가 줄어들어 가족건강성이 행동

성은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때 연령은 시

갈등과 직무만족도 관계를 부분매개(partial mediating

간갈등, 긴장갈등이 투입되었을 때만 직무만족도에 영

effect)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매개검증의 마지막 단계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갈등 전체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
(Sobel-test)을 실시한 결과, 가족건강성은 사회복지 업

5. 일-가정 갈등의 직무만족도간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

무 종사자의 행동갈등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유
의미한 부분매개임이 검증되었다(Z=2.62, p<.01).

의 매개효과

결과적으로, 일-가정 갈등 중 행동갈등이 적은 사회복

사회복지 업무 기혼 종사자의 일-가정 갈등이 직무만

지 업무 기혼 종사자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이 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상성의 매개효과를 알아

가족건강성은 매개 변인으로서 작용하여 가족건강성

<표 5> 종사자의 일-가정 갈등(행동갈등)과 직무만족도간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N=309)
매개 변수
가 족
건강성

분석 단계

경로

β

R²

F

1단계

행동갈등 → 직무만족도

.20***

.24

8.42***

2단계

행동갈등 → 가족건강성

.15*

.07

1.94*

3단계

행동갈등 → 직무만족도
가족건강성 → 직무만족도

.17**
.18***

.27

9.08***

*p<.05 ** p<.01 *** p<.001
.15*
가족건강성

행동갈등

.17**
.20**
<그림 1> 행동갈등, 가족건강성, 직무만족도의 관계

- 107 -

.18***

직무만족도

Sobel z

2.62**

이 높을 때 직무만족도가 더욱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 간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강성희(1989)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근무시간융통성은 회사 분위기가 긴장갈등

Ⅴ. 요약 및 결론

완화 및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임을 나타낸 결과(국미애,
2013)와 유사한 반면, 근무시간 융통성의 조절효과를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업무 기혼 종사자의 직무만

다룬 연구(이세인, 2006)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일-가정 갈등과 직무만

마지막으로 일-가정 갈등, 시간갈등, 긴장갈등, 행동

족도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이 매개효과가 있는가를 알

갈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가족건강성의

아보고자 한 것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 요약하고 논의하

매개효과는 행동갈등에서만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부

면 다음과 같다.

분매개(partial mediating effect)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일-가정 갈등의 전체평균 점수는 2.98점으로 갈

매개검증의 마지막 단계인 행동 갈등 전체의 매개효과

등의 정도가 보통 수준이었고, 시간갈등의 경우 2.87점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Sobel-test)을 실시한 결과, 가

으로 중간 값(3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족건강성은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의 행동갈등과 직무만

긴장갈등 역시 평균 점수가 2.81점으로 중간 값(3점)보

족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분매개임이 검증되었다

다 다소 낮으며, 행동갈등은 평균 점수가 3.51점으로 중

(Z=2.62, p<.01).

간 값(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첫째, 사

특히 실제적인 행동 측면에서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들

회복지 업무 기혼 종사자의 직무만족도는 다소 만족하

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하여 일-가정 갈등은

다. 그런 의미에서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직장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일-가정 갈등은 근로자의 전반적인

에서의 행동 규준이 가족친화적인 내용으로 변화될 필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전서영, 2007), 가정생활의 불안과

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건강성의 전체평균 점수는

해체를 초래하기 때문에(Greenhaus and Beutell, 1985)

3.95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업무 기혼 종

일-가정 갈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행동갈등이

사자들의 가족건강성은 보통이상임을 알 수 있다. 직무

다소 높게 나타나,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있어서의 대

만족도의 전체평균 점수는 3.44점으로 보통보다는 약간

처행동 과정에서의 갈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친화기업 정책이 근

들어, 사회복지 업무 기혼 종사자의 직무 환경이 개선되

로자의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직업만족도가

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일과 가정의 병

3.84점으로 나타난 유계숙(2007)의 연구결과 보다는 다

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

소 낮은 편으로, 사회복지업무종사자의 직무만족도가

준다. 그러므로 종사자가 일-가정 갈등을 해결하고 가족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건강성 및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 직무 변인, 일-가정갈등, 가
족건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 분석

에 의한 종사자 개개인의 욕구조사를 진행하여 이를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에서 일-가정갈등 중 시간갈등, 긴장갈등은 직무만족도

둘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근무시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다만 행동갈등만

간 융통성과 같은 직무변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가정 갈등이

이는 최근 가족친화 및 일-가정 균형화(Work and Life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최정희,

Balance)가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

2014; 하은정, 200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고 있다는 주장들(박종찬, 2009)을 고려해볼 때, 직무

또한 연령, 현 직무경력, 근무시간융통성, 가족건강성

스트레스를 완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 대처를

은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때 연령은 시간

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갈등, 긴장갈등이 투입되었을 때만 직무만족도에 영향

한다. 따라서 일-가정 갈등을 완화하고 직무만족도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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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여가 적어 남성의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었으며 추후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구성원들과 조직 간의 관계와

는 보다 다양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다 더 다양한 관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계적 변인을 고려, 직무만족에 대한 통합적 의견을 수렴

직무 관련된 조건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여 종사자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셋째, 본 연구에서 행동갈등의 경우 직무만족도에 영

시행과 연결시키는 노력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서, 생각이나 정서적인 문제
보다는 실제적인 행위에 있어서의 갈등이 직무만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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