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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일ㆍ가족지향성, 사회적 지지가

일ㆍ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

문영주

이 연구는 사회복지시설ㆍ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일가정양립 수준을 살펴보되, 

일가정양립 개념을 일-가정 긍정적 전이, 일-가정 부정적 전이, 가정-일 긍정적 전이, 

가정-일 부정적 전이의 다차원으로 개념화한 후, 일ㆍ가족지향성, 사회적 지지가 일가정

양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남녀 성별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2011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A광역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ㆍ기관

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1,621부의 설

문지 중 952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930부를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의 일지향성은 가정일갈등, 일가정촉진, 가정일촉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지향성은 가정일갈등과 가정일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가족지지는 일가정양립의 하위 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상사지지는 일가정갈등, 일가정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동료지지는 일가정양립의 하위 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지향성, 가족지지, 상사지지가 일가정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경로에

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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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에 관하여는 근로자 개인, 조직, 국가에 이르기

까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며 이러한 점에 기반을 두어 최근 학계

에서도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근로자 개인 차원

에서는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함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

트레스로 인해 음주와 흡연, 심혈관계 질환, 정신적 신체적 질병 등을

초래하며, 조직 차원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직무 성과 저하,

이직의도 증가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는 취

업여성이 마음 편하게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 각종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활성화 방안

마련,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장려 등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다. 최근

10여 년간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학계의 논의 또한 활발하여 일가정양

립과 관련한 시간갈등, 성별 차 연구에서부터 최근에는 일자리의 질,

스트레스, 건강,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범위가 확

대되고 있다(Bianchi & Milkie, 2010).

성실과 근면, 일을 위해 삶을 희생할 수 있는 회사형 인간으로 대변되

는 베이비붐 세대가 물러나고, 일보다는 개인적인 삶, 자신의 성장 및

자기 계발, 생활의 만족을 더욱 중시하는 X세대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

서(김미경, 2008), 이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취가 아니라 생활의 만족이

나 일 이외의 시간을 고려하여 성공을 재정의하고 있다(정영금, 2005).

즉 과거의 근로자들이 성공이라는 개념을 자신의 직업 측면으로만 여김

으로써 가정보다는 일에 더 몰입하였다면, 현대의 근로자들은 일 뿐만

아니라 가정 또한 중시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자 하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김태홍ㆍ고인아, 2001). 한편 직장생활에서 또

한 일에 대한 성취를 강조하였던 과거에 비해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과

요구의 중요성이 더 강조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일-가정 갈등이 육아와 가사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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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로 기혼 직장 여성의 문제로만 인식하였으나, 이제는 여성 뿐 아니

라 가정 내 남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 가정 내의 문제가 직

장으로 이전되는 현상도 많아지게 되었다(이유덕ㆍ송광선, 2009).

이에 더해 오늘날 일가정의 양립은 비단 자녀양육에만 그치지 않고,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의 돌봄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어(윤자영,

2012), 일과 가정 간 상충된 요구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요구가

남녀 근로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홍승아(2012)는 자

녀양육 지원 중심의 일가정양립 정책 방향이 일-가정 돌봄의 양립을 지

원하는 방향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일가정양립 논의를 확대하여 남성까지

포괄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가 일

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앞 다투어 발표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적 지체는 물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

원하는 조직풍토 및 조직문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일가

정양립을 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하여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현실에서는 그림의 떡이라

는 비판과 여성에게는 전혀 친화적이지 않거나 성평등하지 못한 정책이

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경례, 2011; 김미경, 2008).

사실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작동을 담보할 수 없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심리적 인프라가 갖춰져야 제도가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비

제도적 지원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Lappierre와 Allen(2006)

은 제도적 지원인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재택근무가 그 효과성이 분명치

않은 데 비해 비제도적 지원인 가족의 지원과 상사의 지원이 일-가정 갈

등을 줄여준다고 보고함으로써 가족지지와 상사지지의 중요성을 제안

한 바 있다. 그동안 사회적 지지가 각종 스트레스의 경감에 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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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연구가 많이 있어 왔는데,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하여 근로자들

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김주엽, 2006), 사회

적 지지를 일가정 양립과 연관 지어 연구해 보는 것은 의미 있다 하겠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가정으로부터의 지지와 직장으로

부터의 지지로 구분하여 전자를 가족지지, 후자를 상사지지, 동료지지

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사회복지직은대인서비스의제공혹은전달을목적으로하는원조

전문직으로, 전통적으로 여성의 진출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에 김미숙과 조연숙(2002)은 여성인력의 지위

향상이 사회복지인력의 지위향상과 직결된다고 제언하기도 하였다(김미숙

ㆍ조연숙, 2002). 이에더해Anker, Chernyshev, Egger, Mehran과Ritter(2003)

는 일찍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괜찮은 일자리’를측정하기 위한 하위 지표

로 제시할 정도로 조직 구성원이 양질의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은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는 송

다영ㆍ장수정ㆍ김은지(2010), 허수연ㆍ엄태영(2007)에 불과할 정도로 매

우 미진하다. 송다영 외(2010)도 연구대상을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취업

을 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근로자로 삼고 있기에 사회복지시설ㆍ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일가정양립 수준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허수연ㆍ엄태영(2007)의 경우 사회복지사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

으나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사회복지관의 정규직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

17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직장과 가정은 양립할 수 없는 갈등관계

에놓여 있다는 전제 하에 직장-가정갈등 구조를 살펴보았을 뿐 일과 가

정의 상호호혜 관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

포하고 있다. 즉 기존의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일가정양립 연구들은 가

정과 직장 간 양립불가능성을 전제로 한 갈등이론에 기반을 두어 직장

일이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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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들어 일과 가정이 서로 갈등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영역이 상대 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 즉 다중 역할 수

행이 자원을 소모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원을 증대시키고 서로에게 도움

이 되는 다양한 능력을 키우며 유쾌한 경험을 하게 하는긍정적인 효과

가 있다는 연구(강혜련ㆍ윤미자, 2004; Greenhaus & Powel, 2006)들이

축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중역할 수행 사이의 긍정적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가정 갈등과 일-

가정 비옥화가 동일한 차원의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둘의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 독립된 개념임이 실증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더욱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Bass, Butler, Grzywacz, & Linney, 2009).

특히 현대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직장과 가정생활을 중시하고 두 영역

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로 남성에게도 가정

영역이 주요한 삶의 영역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이제 일-가정 양립과

균형의 문제는 현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삶에 중요한 문제이다(원숙연

ㆍ박지원, 2009). 실제로 최근의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의 동향은 일-가

정양립의 원인변수를 세분화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측정하려는 한편

(Voydanoff, 2005), 다양한 조절변수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Gordon, & Whelan-Berry, 2005).

이상을 종합하여 이 연구는 사회복지시설ㆍ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

지사의 일가정양립 수준을 살펴보되, 일가정양립 개념을 일-가정 긍정

적 전이, 일-가정 부정적 전이, 가정-일 긍정적 전이, 가정-일 부정적 전

이의 다차원으로 개념화한 후, 일ㆍ가족지향성, 가족지지, 동료지지, 상

사지지가 일가정양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남녀 성별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사

의 일지향성과 가족지향성과 같은 개인 효과, 가족지지와 같은 직장 외

지원, 동료 지지와 상사지지와 같은 직장내 지원의 영향력을 통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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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선행 연구들의 논의(송다영 외, 2010; 한지숙ㆍ

유계숙, 2007; Voydanoff, 2005)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복지사

들의 일가정양립 수준에 대한 이해를 넓혀 향후 사회복지조직의 인적

자원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조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일ㆍ가족지향성, 사회적 지지는 일가정양립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재, 사회복지사의 일ㆍ가족지향성, 사회적 지지가 일가정양립에 미

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일가정양립의 이론적 논의

가. 일가정양립의 개념

일-가정 상호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일-가정균형(work-family balance),

일-가정 양립(work-family reconciliation)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

다. 이때 일-가정 균형은 일-가정 갈등이 없는 상태(Saltzstein, Ting, &

Saltzstein, 2001), 일-가정 촉진이 일-가정 갈등을 제거해 주거나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상태(Grzywacz & Bass, 2003), 일과

가정 두 영역의 요구에 맞는 충분한 자원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상태

(Voydanoff, 2005)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직장에 충실한

사람은 가정에는소홀하기 쉽다는 것이 과거의 가정과 직장의 관계였다

면 오늘날에는 직장과 가정이 양립불가능한 양자택일의 두 영역이 아닌

조화와 공존의 영역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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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고 고른 상태를 의미하여 한 가지가 중요해지면 다른 한 가지의 중

요성이나 시간이 떨어진다는 의미의 일가정균형보다 직장일과 가정일

두 가지가 동시에 따로 성립가능하다는 점에서 일가정양립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가정양립을 개념적 세분화 없이 단일차원으로 일-가정갈등을

구성하는 경우, 직장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가정생활

이 직장 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같이 분리되지 않은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경우실제 문

제의 원인이 가정에 있는지 혹은 직장 일에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문영주, 2013).

이에 Grzywacz와 Marks(2000), Wadsworth와 Owens(2007)는 일-가정양

립을 일에서 가정으로의 부정적 전이(negative spillover work to family),

일에서 가정으로의긍정적 전이(positive spillover work to family), 가정에

서 일로의 부정적 전이(negative spillover family to work), 가정에서 일로

의긍정적전이(positive spillover family to work)의 4가지로개념화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을 일-가정촉진, 일-가정갈등, 가정-일촉

진, 가정-일갈등의다차원적속성을지닌구성체로간주하고논의를진행하

기로 한다.

나. 일-가정의 상호관계

일-가정의 상호관계(work-family interface)는 한 영역(가정 혹은 일)

의 참여가 다른 영역(일 혹은 가정)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정

의된다(원숙연ㆍ박지원, 2009). 이러한 일과 가정 간의 관계를 살펴보

면, 일과 가정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개인은 한 영역의 영향없이

다른 영역에서 작동한다고 가정하는 분리이론(Segmentation Theory)과

일과 가정 중 한 영역의 갈등을 다른 영역의 만족이 상쇄시킨다는 보상

이론(Compensation Theory), 그리고 개인이 일과 가정영역을 분리할 수

없으며 한 영역의 삶이 다른 영역의 삶에 동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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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론(Spillover Theory)으로 설명된다(한지숙ㆍ유계숙, 2007).

일-가정의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본 초기 연구들은 일과 가정이 상호

독립적이며 단절되어 있다는 분리이론에 기반을 두어, 직장과 직장 이

외의 생활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

모델은 남성 중심의 직장 영역과 여성 중심의 가정 영역을 분리하여 살

펴본 나머지 두 영역 간 상호관련성을 살피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

다. 이로 인해 일과 가정은 별개의 분리된 독립 영역이 아니며 한 영

역의 역할 수행에서 얻은 경험이나 지식, 자신감, 긍정적 감정, 혹은 물

질적 자원 등이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거나촉진하는 요소

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이모델이 등장하였다(김주엽, 2006). 이때 전이

는 한 영역에서 발생하여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는 긍정적ㆍ부정적 느

낌, 태도, 행동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류임량, 2009), 일과 가정이 서

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일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가정에게 영향을 미

치기도 하고, 반대로 일을 함으로써 가정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 기반을 두어 Grzywacz, Almeida, 그리고 McDonald(2002)

는 전이를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 두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때부정적 전이는 한 영역의 삶이 불만족스러울경우그것이 다른 영

역의 삶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데 비해 긍정적 전이는 한 영역의 삶이

만족스러운 경우 다른 영역에서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Haar과 Bardoel(2008)은 전자를 일-가정 갈등, 일-가정

방해로 보았고, 후자를 일-가정 촉진, 일-가정 강화, 일-가정 비옥화 등

으로 보았다.

일-가정 상호관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진 이래 부정적 전이에

해당하는 일가정갈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Greenhaus & Beutell, 1985)가

주를 이루어 왔으나, 점차 긍정적 전이인 일가정촉진에 관한 연구가 증

가하고 있다(Butler, Grzywacz, Bass, & Linney, 2005). 긍정적 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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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는 다양한 역할의참여가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고 개인이

성장하고 다른삶의영역에서 더나은역할을할 수있게하여 개인이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Kinnunen, Feldt, Geurts & Pulkkinen,

2006), 다중 역할 수행이개인의소진을초래하기보다 오히려상승작용을

일으켜역할 수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한다(Wadsworth와 Owens, 2007)

고 간주되어 왔다. 이에 류임량(2009)은 다중역할 수행으로 인해 일과

가정 간 관계에서 한쪽 역할에서 오는 어려움을 낮추고, 심리적 스트레

스를완화한다고 하였고, Greenhaus와 Powell(2006)은 생활만족도를높

여 준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전이는 전이의 방향에 따라 일에서 가정으

로의 전이, 가정에서 일로의 전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측면을 결합하면

일ㆍ가정 간의 전이를 일에서 가정으로의 부정적 전이, 일에서 가정으

로의 긍정적 전이, 가정에서 일로의 부정적 전이, 가정에서 일로의 긍

정적 전이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 일-가정갈등과 일-가

정촉진 현상 사이에는 높은 역상관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개념이

동일한 차원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Carlson, Kacmar,

Wayne, 그리고 Gryzwacz(2006)은 이 두 현상은 서로가 반대되는 동일

한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독립적인 관계를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

임을 보여 주었다. 문영주(2013) 또한 맞벌이여성의 일가정양립연구에

서 일가정양립의 4요인 구조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

토하였고, Rantanen, Kinnunen, Mauno와 Tement(2013)는 잠재프로파

일분석(LPA)을 통해 일가정양립의 4요인구조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도 하였다.

2) 일가족지향과 일가정양립

일ㆍ가족지향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일과 직장 또는 가정생활

에 대하여 비중을 두고, 그와 관련한 목표를 설정하며, 그로부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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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얻고자 하는 태도로(유계숙, 2010), 일반적으로 일과 가정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우종웅ㆍ이찬형ㆍ김지

은, 2009). 즉 일지향성과 가족지향성은 일중독과 같이 개인에 따라서

상호배타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과 가정생활에 동등한 비중을 두는 양

자 중심적(dual-centric) 태도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성향에 대해 Grzywacz와 Marks(2000)는 일ㆍ가족지

향성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행동 및 정서, 역할의 전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 기반을 두어 Adams, King과 King(1996)

은 일지향성은 일 초래 일-가정 갈등을 초래하여 직무불만족과 낮은

삶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데 비해, 가족지향성은 가정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끌어내어 가정 초래 일-가정 갈등을 줄여 주고 생애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하였다.

그 외 일ㆍ가족지향성과 일가정양립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정영금(2005), 한지숙ㆍ유계숙(2007), 우종웅 외(2009) 등이 있다.

먼저 정영금(2005)은 가족지향성과 일지향성이 일-가정을촉진한다고

하여 일-가정 균형을 위해서는 인구학적인 요인에 비해 심리적인 측면

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한지숙ㆍ유계숙(2007)은 일-가정 촉

진을 예측하는데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은 일지향성이고, 그 다음으로

가족지향성의 영향력이 큼을 보여주었다. 한편 우종웅 외(2009)는 근

로자의 일ㆍ가족지향성이 일ㆍ가정전이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었다.

즉, 가족지향성과 일지향성이 높을수록, 일에서 가정으로의 전이와 가

정에서 일로의 전이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

가정갈등의 영향요인에 관한 Michel, Kotrba, Mitchelson, Clark과

Baltes(2011)의 메타분석에서 일지향성은 일-가정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지향성은 가정-일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ㆍ가족지

향성은 일-가정갈등에 차별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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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할 때, 일ㆍ가족지향성은 주로 일가정촉진, 일가정갈등,

가정일갈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일가정양립에서는 일지향의 영향력

이 큼을 알 수 있었다.

3) 사회적 지지와 일가정양립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인 관심, 수단적인 도움, 정보 혹은 평가를 포

함하는 것으로(이유덕ㆍ송광선, 2009), 그 원천에 따라 직장 외 영역으

로부터의 지지(non-work-based social support)와 직장으로부터의 지지

(work-based social support)로 나뉜다(Kaufmann & Beehr, 1986). 이

때 직장 외 영역으로부터의 지원은 가정을 주요 원천으로 한다(King,

Mattimore, King, & Adams, 1995; Wadsworth & Owens, 2007). 그리

고 직장으로부터의 지지는 다시 제도적 지원과 비제도적 지원으로 나

뉘는데, 정서적ㆍ도구적 지원인 비제도적 지원은 상사, 동료를 주요 원

천으로 한다(원숙연ㆍ박지원, 2009; Allen, 2001; Wadsworth & Owens,

200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직장 내 지지인 가족지지와 직장 내 비제

도적 지원인 상사지지와 동료지지를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와 일가정양

립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가족지지와 일가정양립

일찍이 Greenhaus와 Parasuraman(1994)은 가족의 사회적 지원을 ‘도

움이 필요할 때 가족구성원이 제공하는 정서적 관심, 도구적 도움과 정

보’라 정의하고 이를 도구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와 정서적 지지

(emotional support)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때전자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수단이나 경제적 도움, 시간, 노동력 제공 등을 의미하는 것으

로, 주로 경제적 문제 및 집안일과 자녀양육 등의 역할 수행을 도와주

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후자는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정서표

출을 도와주고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여

심리적 적응을 돕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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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지가 일가정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로, 먼저

Greenhaus와 Beutell(1985)은 주요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직장

역할과 가정역할을 조화시킨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가족의 지지가 구

성원의 복지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Kaufmann과 Beehr(1986)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지는 직장 내

긴장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Guest(2002)도 일가정양립에 영향

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가족지지를 언급하면서 자녀양육, 노인

부양, 요리 등에 대한 가족원의 의무 분담을 제안하였다. 특히 Ho,

Chen, Cheung, Liu, & Worthington(2013)와 Karatepe, Bekteshi(2008)는

가족지지가 가정일촉진과 일가정촉진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었고,

Bhargava와 Baral(2009)은 가족일촉진에만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었다.

한편, 국내연구로 강혜련과 최서연(2001)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지지

가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이유덕과 송광선(2009)

또한 가족의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은 직장-가정갈등과 가정-직장

갈등모두에서 부(-)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었다. 김난주와 권태희

(2009) 또한 가정 내 돌봄이나 가사일 등의 부담을 나눠주는 등의 가족

지지가 일가정양립에 주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가족지지는 일가정갈등, 가정일

갈등에 영향을 미침을알수 있다. 이는 가족지지가 일-가정 갈등의 원

인이 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의 기

회를 제공함을 뜻한다. 특히 국외에서는 최근 들어 가족지지와 일가정

긍정적 전이 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국

내 연구는 여전히 가족지지와 일가정간 부정적 전이 중심의 연구가 주

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상사지지, 동료지지와 일가정양립

상사의 지원과 동료의 지원은 개인의 일-가정 양립욕구에 대한 정서

적ㆍ도구적 지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직이 조직구성원 개인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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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립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지원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이

에 직장 내 상사나 동료의 정서적 지원이 일가정양립 갈등을 감소시킴

을 보여준 선행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원숙연ㆍ박지원, 2009; 유계

숙, 2010; Lapierre & Allen, 2006).

상사지지 및 동료지지가 일가정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로, 먼저 Frye와 Breaugh(2004), 그리고 Casper, Harris, Taylor-Bianco,

그리고 Wayne(2011)는 상사지지가 일가정갈등을 낮추는데 기여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Mayo, Sanchez, Pastor, & Rodriguez(2012)는 상

사지지와 동료지지가 역할갈등과 신체적 스트레스를 경감해줌을 보여

주었는데, 그 영향력의크기에서 동료지지보다 상사지지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하였다.

Wadsworth와 Owens(2007)는 공무원의 일가정갈등과 일가정강화에

서 상사지지와 동료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본결과, 상사지지는 일가정갈

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 긴장과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

을 주고, 동료지지는 문제 상황에 대한 공감과 이해, 경청등을 통해 일

가정강화에 영향을 줌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조직 차원의 사회적

지원이 일로 인한 가정생활에서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일-가정 촉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aral과 Bhargava(2011)는 동료

지지와 상사지지가 가정일촉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일가정촉진

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로 강혜련ㆍ최서연(2001)은 상사가 지지적일수록 일-가정

갈등이줄어든다고 하였고, 김용흔과 이규만(2011)은 일-가정 갈등과 정

서적 소진 간의 정(+)의 관계에서 상사와 동료의 사회적 지원에 의한

조절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상사지지와 동료지지는 가정일전이보다 일가정전

이에 더큰영향을 미치며특히 일가정갈등 뿐 아니라 일가정촉진에 영

향을 미침을알수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동료의 지지에 비해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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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의 영향력이 더큼을알수 있다. 이는 조직 관리자나 상사가 일가

정양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 뿐 아니라 일가정양립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권력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최수찬ㆍ우종

민ㆍ윤영미ㆍ김상아ㆍ박웅섭, 2006) 해석되기도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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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일ㆍ가족지향성, 사회적지지, 일가정양립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일-가족지향성, 가족지

지, 동료지지, 상사지지를 독립변수, 일가정양립의 하위요인인 일가정

갈등, 가정일갈등, 일가정촉진, 가정일촉진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

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한 후, 연구모형 내 주요 경로에서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음의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회복지사의 일ㆍ가족지향성은 일가정양립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1. 사회복지사의 일지향성은 일가정촉진, 일가정갈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사회복지사의 가족지향성은 가정일촉진, 가정일갈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복지사의 가족지지는 일가정양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사회복지사의 가족지지는 일가정갈등, 가정일갈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사회복지사의 가족지지는 일가정촉진, 가정일촉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회복지사의 상사지지는 일가정양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사회복지사의 상사지지는 일가정갈등, 가정일갈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사회복지사의 상사지지는 일가정촉진, 가정일촉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사회복지사의 동료지지는 일가정양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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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1. 사회복지사의 동료지지는 일가정갈등, 가정일갈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사회복지사의 동료지지는 일가정촉진, 가정일촉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 대상자는 A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ㆍ기관목록

을 표집틀로 하여, 표집하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A광역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ㆍ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사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1,621부의 설문지

중 952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58.7%로 나타났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22부는 전체 문항의 30% 이상을 응답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고,

930부를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최종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의 기

관 유형은 <표 1>과 같았다. 법인 유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전체의

72.4%로 가장 많았고, 시설ㆍ기관 유형에서는 사회복지관이 전체의

4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복지관 11.0%, 노인복지관

10.3%, 지역자활센터 9.8% 순으로, 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 구분 빈도(명) %

법인
유형

(n=930)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사단법인

기타

종교법인

재단법인

지방자치단체

673

76

64

50

25

23

19

72.4

8.2

6.9

5.4

2.7

2.5

2.0

시설ㆍ
기관
유형

(n=930)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병의원
장애인생활시설
사회복귀시설
주간보호센터
정신보건센터

기타

425
102
96
91
64
37
31
30
20
15
10
9

45.7
11.0
10.3
9.8
6.9
4.0
3.3
3.2
2.2
1.6
1.1
1.0

<표 1> 최종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의 기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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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수 및 측정 도구

가. 일가정양립

종속변수인 일가정양립은 정수인과 이기영(2007)의 척도를 활용하였

는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의 5점 리커트척도

로,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일로의 긍

정적 전이 3문항, 가정에서 일로의 부정적 전이 4문항, 일에서 가정으로

의 긍정적 전이 3문항, 일에서 가정으로의 부정적 전이 4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일가정양립의 4가지 하위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결과, <표 2>와 같이 일가정양립은 4개 요인으로 유목화되

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는 .679∼.868로 적정 수준이었다.

요인
Cron-
bach'α

1
(가정일
갈등)

2
(일가정
촉진)

3
(일가정
갈등)

4
(가정일
촉진)

개인적 고민이나 가족문제 때문에 직장일에 몰두
하기 어렵다

.845 .093 .265 .228

.868
가정에서의 책임 때문에 직장일에 몰두하기 어렵다 .813 .137 .286 .185
가사 양육 등 집안일로 잠이 부족하여 직장일에 지
장이 있다

.791 .131 .265 .223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에서 짜증을 낸다 .712 .217 .157 .212
직장에서 하는 업무 덕분에 집에서 더욱 유쾌한 사
람이 된다

.094 .831 -.345 -.358

.791
직무상 익힌 기술이 집안일을 수행하는 데 유용하
게 쓰인다

.071 .742 -.238 -.339

직장일이 가정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
이 된다

.227 .683 -.184 -.222

직장일로 너무 피곤하여 집안일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

.253 -.272 .871 .132

.784직장일 때문에 가정일에 소홀하게 된다 .226 -.172 .672 .035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서 짜증을 낸다 .312 -.296 .665 .172

집에 있을 때도 일과 관련된 걱정과 고민을 한다 .137 -.191 .581 .057
가족들의 사랑과 존경으로 직장에서 자신감있게
일할 수 있다

-.237 .356 -.100 .933

.679가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직장일을 잘
할 수 있다

-.355 .276 -.215 .549

가족과의대화가직장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된다 -.014 .499 -.078 .520

고유치(eigenvalue) 3.019 3.019 1.806 .834

분산설명력(%) 27.31% 21.56% 12.90% 5.96%

누적분산설명력(%) 27.31% 48.87% 61.77% 67.73%

<표 2> 일가정양립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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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가정갈등, 가정-일갈등, 일-가정촉진, 가정-일촉진이 서로 구

분되는 개념인지 살펴보기 위해 일-가정 촉진 요인, 일-가정 갈등 요인,

가정-일 촉진 요인, 가정-일 갈등 요인이 단일 요인에 적재되어 일-가정

양립 요인으로 구성체 개념을 형성하는 모형 1, 직장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가정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2요인

으로 구성되는 모형 2, 일-가정 간긍정적 전이 요인, 일-가정 간 부정적

요인의 2요인으로 구성되는 모형 3, 일-가정촉진, 일-가정갈등, 가정-일

촉진, 가정-일갈등이 각각 다른 구성체 개념을 형성하는 모형 4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표 3>과 같았다.

우선 모형 1, 모형 2, 모형 3의 경우 절대 모형 적합도 지수와 상대

모형 적합도 지수 모두에서 모두 낮은 값을 보고하였다. 4가지 모형

중 모형 적합도가 가장 높은 모형은 모형 4로 나타나 일-가정촉진, 일-

가정갈등, 가정-일촉진, 가정-일갈등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이 확인되

었다. 즉, 사회복지사의 일-가정 양립 수준을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

는 직장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가정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그리고 직장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과 가정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긍정적 영향을 함께고려해야 함을 보

여 주었다.

모형 χ² df p CFI TLI RMSEA

모형1
1요인 모형

(일-가정 양립 단일요인)
2873.600 77 .000 .437 .233 .198

모형2
2요인a 모형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영향 요인)

1797.684 76 .000 .654 .521 .156

모형3
2요인b모형

(일-가정 간 긍정적 전이 요인과
일-가정 간 부정적 전이 요인)

1790.062 .76 .000 .655 .523 .156

모형4
4요인 모형

(일-가정 촉진 요인, 일-가정 갈등 요인,
가정-일 촉진 요인, 가정-일 갈등 요인)

408.172 71 .000 .932 .900 .071

<표 3> 일가정양립의 판별타당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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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ㆍ가족지향성

일ㆍ가족지향성은 한지숙과 유계숙(2007)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는 일지향성 4문항, 가족지향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지향성, 가족지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ㆍ가족지향성에 대한 탐

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일ㆍ가족지향성은 2

개 요인으로 유목화되었으며, 가족지향성의 Cronbach’s α는 .905, 일지

향성의 Cronbach’s α는 .829로 적정 수준이었다.

한편, 일지향성과 가족지향성의 개념이 서로 구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지향성과 가족지향성이 단일 요인에 적재되는 모형 1, 일지향성

과 가족지향성이 각각 다른 구성체 개념을 형성하는 모형 2의 모형적

합도를 비교한결과, <표 5>와같이 2가지 모형 중 모형 적합도가 높은

요인

Cronbach'α1
(가족지향성)

2
(일지향성)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다 .911 -.036

.905
나의 생애 목표들은 주로 가족과 관련되어 있다 .906 -.057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은 주로 가족으로부터 얻는다 .773 -.006

가족은 나의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770 -.030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일과 관련된 것들이다 -.071 .889

.829
나의 생애 목표들은 주로 일과 관련되어 있다 -.058 .888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은 일에서 얻는다 -.007 .682

일은 나의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002 .522

고유치(eigenvalue) 3.15 2.64

분산설명력(%) 39.42% 32.95%

누적분산설명력(%) 39.42% 72.37%

<표 4> 일ㆍ가족지향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χ² df p CFI TLI RMSEA

모형1
1요인 모형

(일지향성, 가족지향성 단일요인)
2617.972 24 .000 .383 .111 .374

모형2
2요인 모형

(일지향성, 가족지향성 2요인)
121.910 19 .000 .976 .954 .076

<표 5> 일ㆍ가족지향성의 판별타당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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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모형 2로 일지향성과 가족지향성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이 확

인되었다.

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중 먼저 가족지지는 박은영(2004)의 척도를 활용하였

는데, 이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료 지지와 상사지지는 서정미

(2010)의 척도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각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요인

Cronbach'α1
(동료지지)

2
(가족지지)

3
(상사지지)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 동료들이 많
은 도움을 준다

.920 .307 .670

.921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동료
들이 격려해 준다

.908 .295 .660

집안사정이 있을 때 동료들은 기꺼이 내 일
을 도와준다

.852 .241 .696

우리 가족은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입장을 이해한다

.232 .866 .191

.896

내가 가족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가족들에
게서 인정받는다

.305 .845 .253

우리 가족은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조
언을 해 준다

.219 .780 .153

우리 가족은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을지지한다 .267 .756 .173

나는 가족을 믿고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

.240 .731 .170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상사
가 격려해 준다

.696 .239 .917

.903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 상사가 많은
도움을 준다

.687 .234 .888

집안사정이 있을 때 상사는 기꺼이 내 일을
도와준다

.582 .161 .807

고유치(eigenvalue) 5.11 2.78 .77

분산설명력(%) 46.50% 25.28% 7.02%

누적분산설명력(%) 46.50% 71.78% 78.8%

<표 6> 가족지지, 동료지지, 상사지지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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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을수록 직장 내 동료지지 및 상사지지의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가족지지, 동료지지, 상사지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

뢰도 분석 결과, <표 6>과 같이 가족지지, 동료지지, 상사지지의 3개

요인으로 유목화되었으며, 각각의 Cronbach’s α는 .896∼.921로 적정

수준이었다.

한편 가족지지, 동료지지, 상사지지는 모두 심리ㆍ정서적 측면을 측

정하고 있으므로, 있으므로, 지지의 출처에 따라 개념이 서로 구분되는

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지지, 동료지지, 상사지지 요인이 단일 요인에

적재되는 모형 1, 직장 외 지지 요인과 직장 내 지지 요인의 모형 2, 가

족지지, 동료지지, 상사지지가 각각 다른 구성체 개념을 형성하는 모형

3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표 7>과 같았다.

우선 모형 1, 모형 2의 경우 절대 모형 적합도 지수와 상대 모형 적

합도 지수 모두에서 모두 낮은 값을 보고하였다. 3가지 모형 중 모형

적합도가 가장 높은 모형은 모형 3으로 가족지지, 동료지지, 상사지지

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이 확인되었다. 즉, 사회복지사의 일가정양립

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 동료, 상사를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함을 보여 주었다.

4)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PASW 21.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χ² df p CFI TLI RMSEA

모형1
1요인 모형

(가족지지, 동료지지, 상사지지 단일요인)
3373.748 44 .000 .556 .334 .285

모형2
2요인 모형

(직장 외 지지 요인, 직장 내지지 요인)
1033.256 44 .000 .868 .802 .156

모형3
3요인 모형

(가족지지, 동료지지, 상사지지 요인)
286.292 42 .000 .967 .947 .079

<표 7> 가족지지, 동료지지, 상사지지의 판별타당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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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분석에 앞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

술통계 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x² 수치가 크게 추정되어 적합도 지수가 나쁘게 산출되는 한편,

표준오차는 작게 추정되어 추정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지 알아보기 위해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정규 분포 기

준(왜도2, 첨도>7의 경우 비정규분포)에 기반을 두어 왜도와 첨도를 살

펴보았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타

당도를 확인하였고, Cronbach's α계수로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일ㆍ가족지향성, 가족지지, 상사지지, 동료지지가 일가정양립에 어떠한

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기위해구조방정식모형을설정하여측정모형분석

과구조모형분석을실시하였다. 이때모형의적합도는 Hu와 Bentler(1998)

가 제안한 CFI, TLI, RMSEA를 따랐으며, 일부 변수에서 결측값이 존재하

여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경로에

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동일성 검증 후 다집

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8>과 같았다.

우선 성별은 여성이 75.6%로 남성 24.4%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시설ㆍ기관의 현황을 보여주었다. 연

령의 경우 20대가 전체 응답자의 51.1%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1.48세(SD=7.4)로 나타나 비교적 젊은 연령층임을 알 수 있었다. 혼인

상태의 경우 미혼자가 59.7%로, 기혼자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

고 있었으며, 기혼자의 83.5%는 맞벌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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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 최소값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성별
(n=926)

남성
여성

226
700

24.4
75.6

- - - -

연령
(n=899)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459
295
117
28

51.1
32.8
13.0
3.1

20 60 31.48 7.4

혼인상태
(n=922)

미혼
기혼

550
372

59.7
40.3

- - - -

기혼자 중
맞벌이 여부

(n=363)

맞벌이
외벌이

303
60

83.5
16.5

- - - -

학력
(n=920)

고졸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과정

석사학위 취득 이상

11
118
607
93
91

1.2
12.8
66.0
10.1
9.9

- - - -

사회복지사
자격증
(n=895)

1급 자격증
2급 자격증
미보유

538
293
64

60.1
32.7
7.2

- - - -

직급
(n=876)

중간관리자 이상
실무자

245
631

28.0
72.0

- - - -

고용형태
(n=902)

정규직
1년 이상 계약직
1년 미만 기간제

716
141
45

79.4
15.6
5.0

- - - -

현 근무지
개월 수
(n=551)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48
132
122
49

45.0
24.0
22.1
8.9

2 319 54.08 44.49

총 근무
개월 수
(n=590)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81
143
164
102

30.7
24.2
27.8
17.3

2 348 71.526 56.63

<표 8>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930)

경우 전체의 66%가 4년제 대학 졸업자로 나타났으며, 석사과정 이상의

학력인응답자가 전체의 20%에달해 연구 대상자들은 비교적 고학력임

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전체의 60.1%가 사회복지

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의 경우 72.0%

가 실무자급이었고,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79.4%로 많은 편이었으나, 기

간제 또는 계약직인 비정규직 또한 20.6%에 달해 사회복지시설ㆍ기관

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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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근무지 경력은 평균 54.08개월(SD=44.49), 사회복지사로서의

총 근무경력은 평균 71.52개월(SD=56.63)이었다.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9>와 같았다. 연구 대상자들

의 일지향성 평균은 3.06(SD=.781), 가족지향성의 평균은 3.71(SD=.766)

로 가족지향성이 일지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

구 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일지향적이라기보다 가족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난 한지숙과 유계숙(2007)와도 일치하는 바이나 일지향성과 가족지

향성의 평균값은 이들 연구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가족지지의평균은 3.89(SD=.720), 동료지지의평균은 3.88(SD=.784)

이었으며, 상사지지는 평균 3.60(SD=.900)으로 가족지지나 동료지지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가정양립에서 일가정갈등의 평균은 3.23(SD=.838), 가정

일갈등의 평균은 2.00(SD=.745)으로, 연구 대상자들은 일이 가정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가정촉진의 평균은 2.55(SD=.816), 가정일촉진의 평균은 3.45(SD=.709)

로, 가정이 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크게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로 인해 가정생활에 갈등을겪는 경향이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독
립
변
수

일지향성 929 3.06 .781 -.128 -.130

가족지향성 929 3.71 .766 -.183 -.212

가족지지 928 3.89 .720 -.504 .647

동료지지 926 3.88 .784 -.379 -.032

상사지지 927 3.60 .900 -.316 -.087

종
속
변
수

일가정갈등 929 3.23 .838 -.254 -.165

가정일갈등 929 2.00 .745 .495 -.095

일가정촉진 929 2.55 .816 -.058 -.305

가정일촉진 928 3.45 .709 -.179 .379

<표 9>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n=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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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온 Grzywacz, Almeida, McDonald(2002)의 연구결과, 그리고 가

정이 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적고, 직장일로 인해 가정 일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정영금(2005)의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 뿐만 아니라 일가정양립의 하위 요인에서 가정일촉진, 일가정갈

등, 일가정촉진, 가정일갈등 순으로 나타난 한지숙과 유계숙(2007)과도

결과와도 일치한다.

3) 연구모형 분석결과

가. 측정모형 분석결과

측정모형 분석결과, 모형적합도는 x²=1919.7055(df=459), p=.000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x² 통계량은 사례 수에 민감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적합도 지수를 중심으로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 TLI=.921, CFI=.904, RMSEA=.059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비교적 자료

에 잘 부합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각 측정변수에서 잠재변수에 이르

는 경로의 비표준화계수와 표준화계수는 <표 10>과 같이 유의수준 .0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구조모형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나. 구조모형 분석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x²=2245.107(df=465), p=.000, TLI=.884, CFI=.904,

RMSEA=.064로 나타나 구조모형이 비교적 자료에잘부합함을알수 있

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일가정양립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 간명

도가 높은 최적의 모형을 구성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기보다 사회

복지사의 일-가족지향성, 가족지지, 동료지지, 상사지지가 일가정양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추

정되는 모수를 0으로 제약함으로써, 관련 효과를 모형으로부터 제거하

는 모형 다듬기(Kline, 1998) 등의 모형수정을 실시하지 않고, 가설적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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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독립
변수

일지향성

일지향성1 .824 .033 .721***

일지향성2 1.000 .886***

일지향성3 .963 .031 .860***

일지향성4 .560 .034 .519***

가족지향성

가족지향성1 .874 .029 .782***

가족지향성2 1.000 .900***

가족지향성3 .962 .024 .907***

가족지향성4 .864 .028 .781***

가족지지

가족지지1 .826 .031 .745***

가족지지2 .855 .032 .743***

가족지지3 .927 .032 .782***

가족지지4 1.000 .861***

가족지지5 .994 .030 .853***

동료지지

동료지지1 .970 .026 .861***

동료지지2 .978 .023 .908***

동료지지3 1.000 .911***

상사지지

상사지지1 .881 .027 .797***

상사지지2 1.000 .919***

상사지지3 .935 .023 .898***

종속
변수

일가정갈등

일가정갈등1 .761 .039 .667***

일가정갈등2 .839 .042 .687***

일가정갈등3 1.000 .852***

일가정갈등4 .621 .038 .567***

가정일갈등

가정일갈등1 .919 .032 .831***

가정일갈등2 1.000 .854***

가정일갈등3 .933 .036 .768***

가정일갈등4 .739 .032 .696***

일가정촉진

일가정촉진1 .773 .038 .684***

일가정촉진2 1.000 .844***

일가정촉진3 .859 .040 .716***

가정일촉진

가정일촉진1 .869 .049 .594***

가정일촉진2 1.000 .792***

가정일촉진3 .837 .046 .609***

***p < .001

<표 10> 측정모형 분석결과

그 결과, <표 11>과 같이 사회복지사의 일지향성은 일가정갈등을 제

외한 가정일갈등, 일가정촉진, 가정일촉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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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한편, 가족지향성은 가정일갈등과 가정일촉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지지되었다. 이러한결과는 사회복지사가

생활에서느끼는 만족도가 주로 일에서 기인할 경우일과 가정 간긍정

적 전이가 활발하며,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주로 가정생활에서 기

인할 경우 가정생활은 직장 일을 수행할 때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

지만, 긍정적 영향 또한 미침을 보여 준다.

둘째, 가족지지는 일가정갈등, 가정일갈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일

가정촉진, 가정일촉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지

지되었다. 즉 사회복지사의 가족지지는 일가정양립의 하위 요인 모두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서는 가족구성원들의 이해와 관심, 인정과 격려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가설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가설검증결과

가설1

일지향성 → 일가정갈등 -.033 .056 -.023

지지됨

일지향성 → 가정일갈등 .114 .055 .076*

일지향성 → 일가정촉진 .594 .063 .444***

일지향성 → 가정일촉진 .210 .037 .184***

가족지향성 → 일가정갈등 .033 .040 .033

가족지향성 → 가정일갈등 .099 .040 .095*

가족지향성 → 일가정촉진 .053 .034 .057

가족지향성 → 가정일촉진 .079 .024 .100**

가설2

가족지지 → 일가정갈등 -.096 .039 -.101*

지지됨
가족지지 → 가정일갈등 -.344 .039 -.357***

가족지지 → 일가정촉진 .103 .033 .120**

가족지지 → 가정일촉진 .588 .039 .801***

가설3

상사지지 → 일가정갈등 -.344 .054 -.420***

부분적으로
지지됨

상사지지 → 가정일갈등 -.086 .050 -.104

상사지지 → 일가정촉진 .182 .044 .245***

상사지지 → 가정일촉진 .048 .030 .076

가설4

동료지지 → 일가정갈등 -.055 .058 -.060

지지되지
않음

동료지지 → 가정일갈등 -.015 .056 -.017

동료지지 → 일가정촉진 .069 .049 .084
동료지지 → 가정일촉진 .066 .034 .093

*p < .05, **p < .01, ***p < .001

<표 11> 구조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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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주었다.

셋째, 상사지지는 일가정갈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일가정촉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사의 지지가 직장 일이 가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증대시킴을 뜻하므로,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일가정양립 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상사에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상사는 부하 직원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조언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

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넷째, 동료지지는 일가정촉진, 가정일촉진, 일가정갈등, 가정일갈등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에서 동료들

의 지지는 다른 사회적 지지의 원천인 가족지지나 상사지지에 비해 영

향력을 발휘하지 않음을 뜻한다.

다.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결과

일ㆍ가족지향성, 가족지지, 동료지지, 상사지지가 일가정양립의 각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집

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위해서는 측정동일성 가정이 충

족되어야 하는데 기저모형, 측정동일성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간 x² 차이값은 49.303, 자유도 차이값은 24

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 모

형이 지지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일지향1’ 문항과 ‘가족지지1’ 문항

에서 측정동일성이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두 문항에 대해 부분

측정동일성 모형을설정하였다. 그리고 부분측정동일성 모형과 구조동

일성 모형의 x² 차이값은 43.058, 자유도 차이값은 2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p<.01), 어느 경로에서집단 간 차이가 나는지 살

펴보기 위해 비제약모형을 추정하였다. 이에 총 20개의 경로 각각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12>와 같이 4개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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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x²(df) △x²
개별 표본분석의 경로계수

남성 여성

일지향성 → 일가정갈등 9265.674(235) 1.585 -.147(-.101) .019(.012)

일지향성 → 가정일갈등 9271.672(235) 7.582** -.106(-.078) .209**(.134)

일지향성 → 일가정촉진 9270.772(235) 6.682* .392***(.330) .667***(.489)

일지향성 → 가정일촉진 9264.123(235) .034 .223***(.197) .209***(.184)

가족
지향성

→ 일가정갈등 9264.115(235) .025 .050(.045) .066(.064)

가족
지향성

→ 가정일갈등 9264.285(235) .196 .068(.067) .107*(.101)

가족
지향성

→ 일가정촉진 9264.573(235) .483 .008(.009) .064(.069)

가족
지향성

→ 가정일촉진 9264.254(235) .164 .098*(.115) .076**(.098)

가족지지 → 일가정갈등 9265.131(235) 1.042 -.194*(-.195) -.092*(-.097)

가족지지 → 가정일갈등 9264.721(235) .632 -.397***(-.428) -.328***(-.334)

가족지지 → 일가정촉진 9267.307(235) 3.217 .211**(.259) .068(.078)

가족지지 → 가정일촉진 9270.581(235) 6.491* .699***(.904) .552***(.770)

상사지지 → 일가정갈등 9264.091(235) .001 -.296*(-.298) -.291***(-.362)

상사지지 → 가정일갈등 9269.573(235) 5.483* -.338*(-.366) -.040(-.049)

상사지지 → 일가정촉진 9264.610(235) .521 .094(.116) .182***(.251)

상사지지 → 가정일촉진 9264.091(235) .001 .048(.063) .051(.085)

동료지지 → 일가정갈등 9264.104(235) .015 -.050(-.139) -.021(-.133)

동료지지 → 가정일갈등 9266.063(235) 1.974 -.145(-.155) -.045(-.048)

동료지지 → 일가정촉진 9264.115(235) .025 .078(.095) .058(.070)

동료지지 → 가정일촉진 9265.078(235) .988 .139(.179) .052(.075)

주 : 개별표본분석의경로계수는비표준화계수이며, 표준화계수는괄호안에제시하되, 남녀간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로는 음영으로 표시. *p < .05, **p < .01, ***p < .001

<표 12>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결과

에서 성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일지향성이 가정일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x²=7.582, p<.01). 이때 남성은 일지

향성이 가정일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

성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지향적인 여성

은 가정에서의 책임이나 집안일, 가정 내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일에 몰

두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여 가정일갈등을 많이 겪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지향성이 일가정촉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

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x²=6.682, p<.05). 이때 남성과 여성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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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향성이 일가정촉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

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일지향적일수록직장일이 가정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정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직무 기술이집안일에 유용하다고

인식하지만, 그 영향력은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족지지가 가정일촉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

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x²=6.491, p<.05). 이때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지지가 가정일촉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

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지지가 많을수록 가정일이 직장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직장일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직장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영향력은 남성에게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사지지가 가정일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x²=5.483, p<.05). 이때 여성은 상사

지지가 가정일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

성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상사지지

가 많을수록 가정에서의 책임이나 집안일, 가정 내 스트레스가 직장일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킴을 알 수 있었다.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사회복지시설ㆍ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일가정양립

수준을 살펴보되, 일가정양립 개념을 일-가정 긍정적 전이, 일-가정 부

정적 전이, 가정-일 긍정적 전이, 가정-일 부정적 전이의 다차원으로 개

념화한 후, 일ㆍ가족지향성, 가족지지, 동료지지, 상사지지가 일가정양

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별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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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사회복지사의 일지향성은 가정일갈등, 일가정촉진, 가정일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지향성은 가정일갈등과 가

정일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사가 생활에

서 느끼는 만족도가 주로 일에서 기인할 경우 일과 가정 간 긍정적 전

이가 활발함을 하고,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주로 가정생활에서 기

인할 경우 가정생활은 직장 일을 수행할 때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

지만, 긍정적 영향 또한 미침을 뜻한다. 특히 일가정촉진에 대한 영향

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원조전문직인 사회복지직의 특

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 실천기술을 발휘하는 직무가 가정문제 해결

에 도움을 주고, 이는 직장에서 보다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음을 부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느끼

는 만족도가 주로 가정생활에서 기인할 경우 가정문제나 가사ㆍ양육의

어려움이 때로는 직장일에 몰두하기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본

인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유사한 생활상의 문제들을 직장 내에서 맞

닥뜨렸을 때,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가족지지는 일가정갈등, 가정일갈등에 부적 영향

을 미치고, 일가정촉진, 가정일촉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가족구성원들의

이해와 관심, 인정과 격려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뜻한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직업적 정체성은 타

전문직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회복지사를 배우자

또는 자녀, 형제ㆍ자매로둔사람 또한예외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가

족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직무 범위, 사

회복지조직의 특성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의 날이나 사회복지사의 날에 사회복지사의 가족원

과 함께하는 행사를 기획하거나 ‘1일 교사’처럼 ‘1일 사회복지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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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하여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가족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 또

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사지지는 일가정갈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일가정촉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사의 지지가

직장 일이 가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증대

시킴을뜻하므로,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일가정양립 상의 어려움에 대하

여 상사에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상사는 부하 직원의 일가정양립

을 위한 조언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일반적

으로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휴가, 육아

휴직, 탄력적 근무제도 선택적 근무제도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갖춰진 사회복

지조직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실례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사회

복지조직은 단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직원의 만족도를 높

이고 이직률을 낮추며 근로자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사의 지원

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사회복

지조직들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특히 일과 가정 간의 갈등을 해소하

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매력적인 유인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잠재적인 무형자산인

인재의 풀을 넓히게 되어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직을 이

탈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동료지지는 일가정촉진, 가정일촉진, 일가정갈등, 가정일갈등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혜련과

최서연(2001), Mayo, Sanchez, Pastor와 Rodriguez(2012)에서도 유사하

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에서 동료지지

는 다른 사회적 지지의 원천인 가족지지나 상사지지에 비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는 여성정규직 규모와 핵심 여성인력의 규

모가 동료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사회적 지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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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성 인력의 밀도를 높여 오히려 여성들이 여성친화적인 정책 활용

을 어렵게 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한 민현주(2010)를 참조

할 때, 여성이 다수이자 여성에 적합한 직종으로 성고착화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료지지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데 대한 부분적인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지지가 유의하지 않

은데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일지향성, 가족지지, 상사지지가 일가정양립에 영향을 미

치는 일부 경로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일지향성이 가정일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성과 달리 여성은 일

지향적일수록 가정일갈등을 많이 겪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일지향적인

여성은 가정에서의 책임이나집안일, 가정 내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일에

몰두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여 가정일갈등을 많이 겪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지향성이 일가정촉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일

지향적일수록 직장일이 가정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정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직무 기술이 집안일에 유용하다고 인식하지만,

그 영향력은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

족지지가 가정일촉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지지가

많을수록 가정일이 직장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었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지지가 많을수록 가정일이 직장생활에 긍정적 영

향을 미쳐서 직장일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직장일을 더 잘 할 수 있

도록하는데, 그 영향력은 남성에게 더크게 나타남을알수 있었다. 마

지막으로, 상사지지가 가정일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과 달리 남성

은 상사지지가 많을수록가정에서의 책임이나집안일, 가정 내 스트레스

가 직장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킴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의 일가정양립지원은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지원

의 수준을 넘어 조직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핵심 정책으로 인식하고 근

로자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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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에서 남녀 근로자 모두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일가정 양립을 둘러 싼 남녀의 서로 다른 현실을 바로 인식하

고 그에 기초한 적절한 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이 연구는 일가정양립의 양 측면인 일-가

정 간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 가정-일 간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

이과정에서 직장 내 지원과 가족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일-가정 갈등의 부정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거나 일-가정

촉진에만 초점을 맞추어온 선행 연구(송다영ㆍ장수정ㆍ김은지, 2010;

Voydanoff, 2005)의 논의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연구에서 일-가정 상호관계를 다룬 연구는 대부분

기혼 여성에 한정되어 수행되었는데, 이 연구는 미혼, 그리고 남성 또한

연구에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사회복

지조직은 대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중심의 일가

정양립정책과 제도에 초점을 둘 수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남성의 사

회복지직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일가정양립의

성주류화 정책 논의에서 멀어지게 할 우려 또한 내포한다. 따라서 일-

가정 상호관계 연구에 양성 모두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성별을 고려한 일가정양립 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 점에서 이 연

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일지향성이 가정일갈등에 미치는 영향과 상사

지지가 가정일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간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일지향적인 여성 사회복지사는 가정일로 인해

직장 업무 수행에 방해받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사회복

지사로서 경력을 쌓아 관리자로 경력개발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일

가정양립 관련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남성 사회복지사는 상사의 지지가 가정일이 직장 업무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주므로. 여성이 다수인 사회복지조직에서

가정생활로 인해 직장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남성 사회복지사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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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조언이나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상사를 멘토로 연결해 주

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 Grandey, Cordeiro와 Crouter(2005), Peeters, Montgomery,

Bakker와 Schaufeli(2005), Martins, Eddleston과 Veiga(2002)가일가정양

립 변수와 결과변수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는 하였

으나 일가정양립 변수와 원인변수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

펴본 연구가 많지 않음을 볼 때에도 이 연구는 의미 있다 하겠다.

이상과같은함의에도불구하고이연구는몇가지한계를지니고있다.

첫째, 이 연구는 A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시설ㆍ기관

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타 지역에까지 일

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ㆍ기관 분포를 통

한 할당표집 또는 층화군집표집 등을 활용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

를 기대한다.

둘째, 이 연구는 일ㆍ가족지향성, 가족지지, 상사지지, 동료지지가 일

가정양립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추후다

른 조절변수 또는 매개변수를 함께 모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

히 일ㆍ가정 지향과 일ㆍ가정 양립 등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기혼자를

전제로 하고 구성된 개념이므로, 성별과 혼인상태를 모두 포함한 세분

화된 유형에 따라 일가정양립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

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모형

을 구축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연구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일가정양립 연구가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다양한 변수를 모형화하

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일가정양립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함께 모형화하는 등의 통합적 접

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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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설문조사 연구당시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

어 있다고 응답한 연구 대상자가 전체 응답자의 10% 미만이어서 이 연

구에서는 제도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모형화하지 못하였다는한계를 갖는

다. 따라서 추후 일가정양립 제도 및 가족친화제도가 비교적 잘마련되

어 있는 조직에 근무중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여 제도적 지원과 비

제도적 지원을 함께 모형화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로, 사회복지사

의 일가정양립 실태를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시설ㆍ기관에 근무하는 남녀 사회복

지사의 가족발달주기, 생애주기에 따른 일가정양립 경험이 반영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일가정

양립,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한 보다 현실성 있는 해석과 풍부한 대안

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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