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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조직의 특성이 여성 리자의 일-삶(work-life) 

균형에 미치는 향

신동은*1)

여성의 관리직․전문직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일 중심의 근로관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

에서 여성이 겪는 일과 삶 사이의 갈등은 심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조직의 어떠한

특성이 여성관리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에 여성관리자 2,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관리자패널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발견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직무 자율성은 여성관리자의 일-

삶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직무 자율성이 증가할수록 여성관리자의 일-삶 갈등이 

완화되고, 동시에 일-삶 촉진이 강화된다.  둘째, 상사의 지지는 여성관리자의 일-삶 균

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여성관리자의 일-삶 갈등이 감소하

고, 동시에 일-삶 촉진이 증가한다.  셋째, 공식화 및 성과제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관리

자가 경험하는 일-삶 촉진이 증가한다.  넷째, 위의 세 가지 효과는 장시간 근로 여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근로, 집단적 조직문화, 성차별 경험

은 여성관리자의 일-삶 갈등에 큰 영향을 준다.  장시간 근로할수록, 집단적 조직문화가 

강조될수록, 그리고 성차별을 경험할수록 여성관리자의 일-삶 갈등이 증가한다. 

주제어: 여성관리자, 일-삶 균형, 기업조직, 직무 자율성, 상사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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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녁이 있는 삶’이란 말이 사회 인 이슈가 될 정도로 많은 직장인

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고 있다.  2005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에 의하면 체 응답자  60%에 달하는 사람들

이 여가활동에 시간을 더 사용하거나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

고 싶다고 응답하 다(강우란․배노조․정지 , 2006).  직장생활의 성

공을 묻는 조사에서도 승진이나 경제  보상보다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을 더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희경, 2014).  그러나 일과 

삶의 균형에 한 이와 같은 사회  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실은 여 히 일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분 기이다.  2012년 한

국 직장인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나타난다(OECD 

Factbook, 2014).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769시간보다 약 400시간 

더 길고, OECD 34개 국가  2번째로 길다(OECD Factbook, 2014).  강

도 높은 근로 환경, 주어진 휴가를 마음 로 쓸 수 없는 분 기 속에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일 심의 근로 이 지배 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갈등은 더

욱 심하다.  교육수 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리직․ 문직 진출이 

차 확 되고 있지만, 많은 리직․ 문직 여성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

서 갈등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리직․ 문직으로 진출하는 고학력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경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높고, 출산과 

육아의 시기에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하

지만(이주희․한 희․성 정․인정, 2006), 가정 내 성역할에 한 인

식 변화는 더디기 때문이다(Hochschild, 1989).

여성의 리직 진출은 기업조직 내 성불평등을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과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여성들이 

기업의 리직에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리직

은 일반직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권력, 지 , 임 을 리고,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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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리직에서 차지하

는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의 표성이 실 되고, 장기  에

서 기업조직 내 존재하는 여성에 한 차별 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  여

성의 리직 진출은 기업의 성과에도 정 으로 기여한다.  기업에서 

여성 리자의 비율이 증가하면 기업의 재무성과도 향상된다고 한다(김

종숙․김남희․이택면, 2008).  그러나 한국 기업의 리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5-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여성의 경력 유지가 어려

운 실을 반 한다(이주희, 2003).  더욱이 여성이 승진, 임  등과 

련된 조직의 보상 구조에서 남성보다 불리한 치에 있음에도 불구하

고(Reskin & McBrier, 2000) 리자가 되었다는 것은 남성 리자가 하

는 것 이상으로 일했다는 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여성의 경력 유지  리직 진출을 도모하기 해 기업

조직의 맥락에서 여성 리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살펴본다.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수 있는 요인들은 개별

이고 자발 인 개인수 에서 결정되기보다는 조직수 으로부터 상당한 

향을 받는다.  그 다면 조직의 어떠한 특성들이 여성 리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주는 것인가? 많은 선행 연구에서 근로시간이 일과 

삶의 갈등에서 주요 원인이라고 밝 왔다(Frone, Yardley & Markel, 

1997; 허수연, 2008.) 그러나 장시간 근로가 행이 되어있는 한국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설명하기 해서는 근로시간 이외에 조직의 어떠한 

조건들이 조직구성원의 갈등 경험을 높이거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업조직의 다양한  

특성들이 여성 리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분석

한다.  이 연구를 해 조직수 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조직의 

맥락으로부터 삶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 으로 분석한다. 

2. 이론  논의  연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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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삶 균형의 개념

일-삶(work-life) 균형이란 무엇인가? 일과 삶의 균형은 일과 삶의 

역에서 시간과 육체 ․정신  에 지를 질 으로 배분함으로써 자신

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삶에 해 만족하는 상태라고 정의해볼 수 

있다(김정운․박정열․손 미․장훈, 2005).  그러나 일과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무엇이 구성하는지에 해서는 일 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다.  그 이유는 일과 삶 자체가 다양하고 범 한 주제를 포함하며, 일

의 역과 삶의 역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1)

균형에 한 개념정의에 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균

형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두 역 간 역할들에 동일하게 집 하거나 역

할들을 히 배분하는 양 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Marks 

& MacDermid, 1996).  반면 개인이 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주

인 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Tausing & 

Fenwick, 2001).  일과 삶의 균형을 바라보는 데 주 ․질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 양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과 다른 가장 큰 차이 은 

일과 삶 두 역에서의 다  역할이 갈등이나 부정 인 결과를 래하

기보다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정 인 결과로 이

어진다는 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Frone, 2003; Greenhaus & Powell, 

2006). 

2) 일-삶 균형의 유형

학자들은 일-삶 균형을 일-삶 갈등과 일-삶 진으로 나 어 근해

왔다(Frone, 2003; Voydanoff, 2004).  먼  일-삶 갈등은 역할갈등 이론

에 근거를 둔다.  역할갈등 이론은 시간 ․정신  자원은 제한되어있

는데, 수행해야 하는 요구(demands)가 많아지면 결국 모든 역할을 수

행하는 데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갈등은 크게 3가지 유형

1) 이 연구에서 ‘삶’이란 일 이외의 역으로서 개인생활  가정생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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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되는데, 시간에 기반한 갈등(time-based conflict), 긴장에 기반

한 갈등(strain-based conflict), 행동에 기반한 갈등(behavior-based 

conflict)이 주요한 갈등이라고 알려져 있다(Greenhaus & Beutell, 1985).  

시간에 기반한 갈등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 이기 때문에 한 

역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다른 역에서 역할수행에 쓸 수 있는 시

간이 부족하여 겪는 갈등을 말한다.  긴장에 기반한 갈등은 한 역에

서의 긴장이나 스트 스, 피로 등이 다른 역에까지 이(spillover)됨

으로써 다른 역에서의 역할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

에 기반한 갈등은 한 역의 역할수행에서 효과 이었던 행동이 다른 

역에서는 부 합하여 겪게 되는 부정  경험과 련된다.  이 연구에

서는 시간과 긴장에 기반한 갈등에 을 맞추어 일-삶 갈등을 살펴보

고자 한다. 

반면 일-삶 진은 두 역 간에 역할수행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강조

한다.2) 일-삶 갈등 연구자들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하는 방법에 을 

둔다면(Greenhaus & Beutell, 1985), 일-삶 진 연구자들은 자원보존의 

에서 자원을 늘리고 유지하는 방법에 을 둔다(Hobfoll, 1989).  

이때 자원이란 근무조건, 지식, 돈, 에 지 등과 같이 그 자체로 가치 

있거나 가치 있는 것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Hobfoll, 1989).  

자원보존의 에서는 자원이 받거나 부정될 때 갈등이 발생하고, 

그러한 요인이 어들면 갈등이 감소하며 진이 증가한다(김인선․이

동명, 2009).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삶 진은 일에서의 역할수행이 자원을 만들

어내고, 이것이 만족감을 높여 삶에도 정 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다(Greenhaus & Powell, 2006).  이때 정 인 감정  심리, 기술, 유

2) 일-삶 진에 한 연구는 일-삶 갈등에 한 연구보다 상 으로 뒤늦게 출발

하 고, 재에도 원인, 차 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facilitation), 향상(enhancement), 만족(satisfaction), 비옥화(enrichment)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 진’이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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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flexibility), 사회  지원 등이 주요 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Greenhaus & Powell, 2006; Grzywacz & Butler, 2005).  일-삶 진을 

설명하는  다른 에서는 일에서의 역할수행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  효과를 완충시키는 측면을 강조한다(Bakker & Demerouti, 

2007).  를 들어, 부모 역할로부터 얻는 스트 스가 높으면 삶에 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직장에서 경험하는 만족도가 높으면 

부모 역할에 의한 스트 스로부터 생기는 부정 인 효과가 완화됨으로

써 삶의 만족도가 상 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도 이 두 가지 에 주목하여 일-삶 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삶 균형에 한 기 연구에서는 일-삶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에 

주로 이 맞춰졌지만, 최근에는 일-삶의 균형이 일-삶 갈등의 완화

와 동시에 일-삶 진의 증 를 통해 얻질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Voydanoff, 2004; Schieman & Milkie & Glavin, 2009).  나아

가 일-삶 갈등과 일-삶 진이 동일한 차원의 반 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원인을 갖는 독립 인 차원의 개념이라는 주장이 차 강조

되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연구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요

해지고 있다(Voydanoff, 2004; Grzywacz & Butler, 2005; Bakker & 

Demerouti, 2007).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일-삶 갈등과 일-삶 진을 

함께 살펴 으로써 일-삶 갈등을 완화하고 일-삶 진을 증 시켜 일-

삶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3)

3) 일-삶 균형에 향을 미치는 조직  특성

그 다면 조직의 어떠한 특성들이 일-삶 갈등과 진에 향을 주는 

것인가? 역할요구-역할자원(role demands-role resources) 모델에 따르

면 일 련 요구가 일-삶 갈등을 유발하는 데 향을 주고, 일 련 자

원이 일-삶 진이 발생하는 데 향을 다.  한 일 련 요구와 자

3) 이 연구에서 일에서 삶으로 향을 주는 부정  이는 ‘일-삶 갈등’, 일에서 삶

으로 향을 주는 정  이는 ‘일-삶 진’이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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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상호작용을 통해 일-삶 갈등  진에 향을 주기도 한다.

우선 역할요구-역할자원 모델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근무조건들은 크

게 요구(demands)와 자원(resources)으로 나뉠 수 있다(Bakker & 

Demerouti, 2007).  요구에는 시간에 한 요구와 긴장에 한 요구가 

있다(Voydanoff, 2004).  시간에 한 요구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개인이나 가정생활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과 련된다.  

긴장에 한 요구는 직장에서 경험한 부정 인 심리가 개인  가정생

활로 이되는 것을 말한다(Voydanoff, 2004).  반면 자원이란 목표를 

성취하는 데 기능할 수 있고, 일과 련된 요구를 완충시킬 수 있으며, 

개인의 성장과 발 을 고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Bakker & 

Demerouti, 2007). 

이 모델에서 강조하는  다른 은 요구와 자원은 서로 다른 과정

을 통해 일-삶 갈등과 진에 각각 향을 다는 것이다(Bakker & 

Demerouti, 2007).  다시 말해, 일 련 요구는 부정  경험을 래하여 

일-삶 갈등의 증가에 향을 주고, 일 련 자원은 정  경험을 래

하여 일-삶 진의 증가에 향을 다는 것이다.  를 들어, 과다한 

업무량이나 장시간 근로는 조직구성원에게 육체 ․정신  긴장을 

래하여 일-삶 갈등의 증가에 향을 주고, 직무 자율성이나 사회  지

원은 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일-삶 진의 증가에 향을  

수 있다. 

가. 일 련 요구

① 장시간 근로

장시간 근로는 리직이나 문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Jacobs 

& Gerson, 1997).  리직․ 문직에서 근로시간 리규범의 부재는 

리직․ 문직 종사자들을 더욱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만든다(신

은종, 2011).  한 리직․ 문직에서는 장시간 일해야 한다는 규범이 

존재하고, 이에 도 하면 단기 으로는 비난을, 장기 으로는 경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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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을 남기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도 한다(Epstein, Seron, Oglensky 

& Saute, 1999). 

장시간 근로 문제를 젠더의 시각에서 근하면 문제가 더욱 심화된

다.  남성과 여성에게는 서로 다른 성역할이 기 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가사와 양육에 일차 인 책임이 부여된다.  기혼 남성은 가정에

서 성역할에 한 부담이 상 으로 기 때문에 직장에서 늦은 시간

까지 근무하는 것이 보다 수월한 반면, 기혼 여성은 장시간 근로에 따

른 갈등이 더욱 심할 수 있다.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자녀를 돌보아

야 하는 책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직장에서 기 되는 역할에만 몰입

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여성이 

직장생활에 헌신하고 몰입하는 것은 자주 회의 으로 여겨지고, 고용이

나 승진에서 부정 으로 고려되기도 한다(Correll, Benard & Paik, 

2007).  장시간 근로에 한 의 논의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

안해볼 수 있다.

가설 1 - 1 : 장시간 근로하는 여성 리자일수록 일-삶 갈등이 증가할  

것이다.

② 집단  조직문화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이 공통의 행 양식을 공유함으로써 형성된

다(Krackhardt & Kilduff, 1989).  일체감을 강조하는 조직문화에서는 

개인 인 행동이 제한되고, 조직의 집단  가치에 반하는 행동에 해 

구성원들이 배타 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일체감․단

합을 강조하는 조직문화는 조직 내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들이 남성성

을 수행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남성은 여성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강한 일체감․동질감을 형성함으로써 자신들만의 문화를 공고하게 만

든다(Collinson & Hearn, 1996).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국가 지배자가 군인 출신이었고, 기업의 최고

경 자나 리자들이 군복무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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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띠는 형태로 발 할 수 있었다는 을 보여 다(구해근, 

2002).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 식 문화에서 여성이 응하기 힘들

지만, 이것이 한국 기업의 지배 인 조직규범으로 여겨진다(구해근, 

2002).  더불어 기업 조직 내에는 직장과 가정을 철 히 분리하고, 직장 

일에 우선순 를 부여하는 규범이 존재한다(Kelly & Ammons, 

Chermack & Moen, 2010).  직장에 늦게까지 남아서 상사의 지시에 

기하고, 명령을 즉각 수용하는 것은 조직에 한 높은 충성도를 의미한

다.  이러한 남성 심의 조직에서 집단성을 내세우는 조직문화는 여성

의 일-삶 갈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상해볼 수 있다.  집단  조직문

화에 한 지 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 2 : 일체감을 강조하는 집단 인 조직문화에서 여성 리자의  

일-삶 갈등이 증가할 것이다.

③ 성차별 경험

1,000인 이상의 한국 기업에서 체 근로자  여성이 약 38%를 차

지하지만, 과장  이상 여성 리자의 비율은 약 7%, 여성임원은 약 4% 

정도로 매우 다(임희정, 2008).  이처럼 다수가 남성인 한국 기업의 

리직에서 여성은 명목상 지 를 지닌 토큰(token)으로 여겨진다

(Kanter, 1977).  소수의 여성이 보여주는 행동이 마치 모든 여성의 모

습으로 비춰지고, 이는 남성이 여성에 해 갖는 성 고정 념을 재확인

시킨다(Kanter, 1977).  나아가 “ 리자(직)=남성(직)”이라는 등식을 통

해 여성은 주로 보조 인 업무를 맡으며, 리직에 부 합하다는 인식

이 강화된다(원숙연, 2012). 

조직 내 이와 같은 성 고정 념은 사람들의 인식과정에 반 되고, 업

무배치, 승진, 평가 등의 인사과정에서 젠더 불평등을 낳는다

(Ridgeway, 1997).  한국 여성 리자들의 성차별 경험에 한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의 여성 리자들이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김수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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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2012).  여성이 조직 내에서 성차별을 경험하면 직무 만족감이 낮

아지고, 스트 스와 이직 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된다(Shaffer & Joplin 

& Bell & Lau & Oguz, 2000.).  한 리직 이상의 고 직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받는 스트 스가 더 높고, 여성의 주  건강 수 은 남

성에 비해 더 낮다고 한다(Nelson & Burke, 2000).  조직 내 성차별에 

한 지 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 3 : 배치, 임 , 승진, 평가에서 성차별을 경험할수록 여성  

리자의  일-삶 갈등이 증가할 것이다.  

나. 일 련 자원

① 직무 자율성

직무 자율성이란 스스로 자신의 직무에 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직무에 한 통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구성원이 직무 

자율성을 확보하면 직무 수행에서 유연성을 높여 만족감을 얻을 수 있

다(Grzywacz & Butler, 2005; Voydanoff, 2004).  반면 구성원들은 자신

의 의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을 때, 불만과 좌 감

을 경험할 것이다. 

직무 자율성은 스트 스를 완화하기도 한다.  리자들은 부하직원

들의 근무성 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다양한 업무를 총 해야 하며, 

높은 책임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Nelson & Quick, 1985).  한 리직

에 종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높은 업무 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리자들은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 자

율성이 높으면 리자 스스로 시간과 에 지를 조 함으로써 스트 스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진다(Karasek, 1998).  이때 자율성은 

만족감과 같은 내재  보상을 제공하는 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Grzywacz & Butler, 2005; Karasek, 1998; Voydanoff, 2004).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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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 1 : 직무 자율성이 높은 여성 리자일수록 일-삶 진이   

증가할 것이다.

② 상사의 지지

상사의 지지는 조직구성원과 조직의 성과에 모두 정 으로 기여한

다.  상사의 후원  태도는 부하직원이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

으로 행동하는 것에 향을 미친다(Lambert, 2000).  뿐만 아니라 상

사의 지지는 부하직원들의 건강에 정 인 역할을 하며, 성과를 진

시킨다(Väänänen & Toppinen-Tanner & Kalimo & Mutanen & 

Vahtera & Peiró, 2003).  부하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지지를 얻으면 그들

이 경험하는 스트 스 상황이 완화되기도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녀를 가진 직원들이 그 지 않은 직원들보다 일과 삶 사이에서 갈등

을 더욱 경험할 수 있지만, 이때 상사로부터 지지를 받는 직원들은 조

직문화를 더욱 지원 이라고 인식하고, 스트 스도 덜 받는다(Galinsky 

& Bond & Friedman, 1996).

나아가 상사로부터의 지지는 일-가정지원제도의 활용에서 매우 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사의 지지와 일-가정지원제도의 

실효성에 한 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 일-가정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있

어도 상사가 가족친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에는 한계

가 있다(Allen, 2001).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상사의 지원이 많은 기

업에서 일-가정지원제도가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확인된다

(Thompson & Beauvais & Lyness, 1999).  이러한 논의를 토 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 2 : 상사의 지지가 높은 여성 리자일수록 일-삶 진이   

증가할 것이다.  

③ 공식화된 인사 리  성과제도

기업조직의 경 방침과 승진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승진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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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측하기 어려울수록 구성원들은 인사결정자들에게 ‘보여주기’ 

해 일할 것이다.  더욱이 퇴근시간 이후에도 자리에 남아 일을 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은 좋은 평 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이

주희 외, 2006).  여성 리자에 한 심층면  조사에서도 평  리를 

해서는 장시간 강도 높게 일해야 한다는 이 강조된다(이주희 외, 

2006).  이처럼 업무평가  승진에 한 명확한 기 이 제시되어있지 

않고, 승진이 비공식  네트워크나 평  리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

서는 일을 통해 얻는 만족감도 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사 리의 공식화 수 이 높아지고 성과주의가 강조되면 조

직 내 구성원들에게 승진 기회가 보다 공평해지고, 승진에 한 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 노력과 성과에 해 한 보상을 얻

음으로써 동기부여가 강화되고, 일에서 얻는 만족감이 향상될 수 있다.  

실제로 인사결정과정의 공식화 수 이 높고, 체계 으로 리되는 조직

에서 더욱 많은 여성이 리직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Reskin & 

McBrier, 2000).  성과를 강조하는 인사제도 한 여성의 리직 진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수한, 2012; 이주희, 2003).  이처럼 인사

리 과정에서 평가 기 이 공식화되고 평가에서 성과가 강조될수록 인

사 리 과정에서 주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어들고, 이는 여성

의 일-삶 진에도 정 인 향을  것이다.  공식화된 인사 리와 

성과제에 한 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 3 : 인사 리의 공식화와 성과제가 강조되는 기업에서 여성  

리자의  일-삶 진이 증가할 것이다.  

④ 비공식 모임

조직 내 네트워크는 경력을 유지해나가는 데 요한 인  자원을 제

공해 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성과를 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

크가 남성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동원할 수 있는 인  자원

이 고,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향이 높다.  한 남성 심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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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에서 여성은 인맥 리나 정보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의 성과

를 통해서 인정받으려는 경향을 보인다(이주희․ 병유․Jane Lee, 

2004.).  이처럼 여성은 능력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성보

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이주희 외, 2006).

그러나 여성이 조직 내 스포츠 활동, 학습 활동, 자원 사 활동, 기타 

친교 활동 등과 같은 비공식 모임에 참여하면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

고, 정보교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 넓은 인맥보다는 소규모의 네트워크가 승진에도 보다 유리하

게 작용한다(Podolny & Baron, 1997).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여가활동

은 건강에도 도움을  수 있다.  국내의 선행 연구는 스포츠나 자원

사 등의 친교 활동이 근로자의 건강에 정 인 향을 다고 보고한

다(김진 ․송 리아, 2012).  비공식 모임에 한 지 까지의 논의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해본다.  

가설 2 - 4 : 비공식 모임에 참여하는 여성 리자일수록 일-삶 진이  

증가할  것이다.

다. 근로시간과 자원 간의 상호작용

일 련 자원은 일-삶 갈등을 완충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Bakker 

& Demerouti, 2007).  선행 연구는 직무 자율성이 높으면 스트 스와 

련된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자율성이 근로자의 건강

과 삶의 질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Karasek, 1998).  앞서 언

했듯이, 리자들은 높은 업무 강도를 수행하며 많은 스트 스를 경

험하는 경향이 있는데(Nelson & Quick, 1985), 이때 직무 자율성은 스

트 스를 조 하는 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Karasek, 1998).  조직 내 

사회  지지 한 일-삶 균형을 한 요한 일 련 자원이 될 수 있

다.  특히 상사의 지지는 직원들이 직면하는 일 련 요구를 잘 처리하

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Väänänen 

et al., 2003).  더불어 조직 내 요한 정보가 직원들에게 잘 알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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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한 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 한 직원들에게 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Hackman & Oldham, 1980). 

한편 근로시간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일-삶 갈등에 큰 향을 미친다

고 밝 진 바 있다(Frone et al., 1997; 허수연, 2008).  다수의 선행 연구

에서 근로시간은 주요 일 련 요구로 측정되고, 일-가정 갈등에 한 

가장 일 성 있는 측변수로 여겨진다(Berg & Kalleberg & 

Appelbaum, 2003;  Voydanoff, 200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삶 갈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표 인 요인인 장시간 근로와 갈등 경험을 완충

할 수 있는 직무 자율성, 상사의 지지, 공식화  성과제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 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제안한다.   

가설 3 - 1 : 장시간 근로와 직무 자율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 2 : 장시간 근로와 상사의 지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 3 : 장시간 근로와 공식화  성과제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3. 자료  분석방법

1) 자료

이 연구를 해서 한국여성정책원구원이 2012년에 조사한 <4차 여성

리자패 >을 이용한다.  이 조사는 기업 내 여성 리자의 직장상황, 

인사 리  경력개발, 교육, 가족 계 등 국내 여성 리자에 한 상

세한 정보를 다루는 유일한 패 자료이다(김종숙․양인숙․김난주․강

민정․ 병유, 2013).  1차년도(2007년) 여성 리자 조사 상은 사업체 

규모별 층화에 맞추어 추출하 다.  표본추출은 한국신용평가(주) 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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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데이터에 수록된 기업 에서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을 먼  추

출하고, 추출된 기업에서 리  이상 여성 리직을 추출하 다.  1단

계에서는 임의추출법이, 2단계에서는 인사담당자를 통한 계통추출법이 

활용되었다.  추출된 원표본의 최종 규모는 기업 341개 업체의 여성

리자 2,361명이다. 

<4차 여성 리자패 > 조사에는 표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업종에

서 여성 리자들의 경력과정을 살펴보기 해 신규로 918명이 추가되

었다.  특히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4차 조사가 갖는 가장 

큰 장 이다.  4차 조사에 포함된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융  부

동산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출 , 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사

업 등이다.4) 

이 연구에서는 <4차 여성 리자패 > 조사에서 응답한 2,151명  

비취업, 창업, 기타 근로 상태에 있는 여성 리자를 제외하고, 최종 으

로 2,042명의 여성 리자를 분석 상으로 설정하 다.  응답에서 발견

된 모든 결측값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응답자의 특성을 략 으로 

살펴보면 연령 는 응답자 체의 57.6%가 30 , 33.1%가 40 에 분포

하고, 직 은 리와 과장이 각각 39%, 34.7%를 차지한다.  교육수 은 

4년제 학교가 57%로 가장 많으며, 월 소득(본인 소득)은 300만원 이

상에서 500만원 미만이 49.5%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다. 

2) 변수

가. 종속변수: 일-삶 갈등, 일-삶 진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일-삶 갈등과 일-삶 진을 경험한 정도이다.  

선행 연구에서 일-삶 갈등에 한 측정은 주로 일과 삶 두 역에서 역

할수행에 따른 시간 부족 경험이나 육체 ․정신  에 지의 부족 경

4) 1차 조사에서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융업, 사업서비스업에 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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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해 이루어졌다(Voydanoff, 2004; Frone & Yardley, 1996).  이 

연구에서도 일-삶 갈등을 측정하기 해서 일에서의 요구가 개인생

활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는지를 질의한 3개 문항을 활용하 다.  

구체 인 문항은 “업무로 인하여 체력 인 한계를 느낀다”, “업무시

간 외에도 업무에 한 스트 스가 지속된다”, “업무로 인하여 취미

나 여가생활을 할 수 없다”이다.  문항에 한 응답범주는 “1=  

그 지 않다, 2=별로 그 지 않다, 3=보통이다, 4=약간 그 다, 5=매

우 그 다”로 구성된다.  일-삶 갈등과 련한 3개의 문항에 해 단

일 척도를 구성하 고,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87로서 

높은 내  일 성을 나타냈다.  

일-삶 진은 한 역에서의 역할수행과 련된 자원이 다른 역

에서의 역할수행의 참여를 향상시키거나 더욱 쉽게 만드는 시 지의 

한 형태이다(Voydanoff, 2004).  선행 연구에서는 일-삶 진을 측정

하기 해 일이 삶에 활력과 정  기운을 가져다주는지를 묻는 문

항들을 활용하 다(Voydanoff, 2004).  이 연구에서도 일이 삶에 정

인 향을 주는지를 질의한 문항을 활용하여 일-삶 진을 측정하

다.  구체 으로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다”

라는 문항을 활용하 다.  응답범주는 “1=  그 지 않다, 2=별로 

그 지 않다, 3=보통이다, 4=약간 그 다, 5=매우 그 다”로 구성된

다. 

나. 독립변수  통제변수

<표 1>은 분석에 사용될 독립변수에 한 설명과 측정을 보여

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일 련 요구와 일 련 자원으로 나  

수 있다.  일 련 요구는 장시간 근로, 집단  조직문화, 성차별 경

험으로 구성된다.  일 련 자원으로서는 직무 자율성, 상사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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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설명

장시간 
근로5)

문항 지난주에 총 몇 시간 근무( 과근무 포함)하셨습니까?

변수값 0=52시간 이하


/1=52시간 과

집단  
조직
문화

문항

1. 정시에 퇴근하면 치가 보인다.
2. 개인 사정이나 집안일로 주 에 휴가를 내기가 어렵다.
3. 밤늦게 남아 일하는 것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4. 근무 후 회식이나 각종 모임에 빠지면 치가 보인다. 
5. 남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치가 보인다.

변수값
1=  그 지 않다/2=별로 그 지 않다/3=보통이다/4=약간 
그 다/5=매우 그 다

성차별 
경험

문항
2010년 지난 조사 이후 여성으로서 부서  업무배치, 임 , 
승진, 인사고과(근무성 평가)에서 차별을 경험한 이 있거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변수값 0=없다


/1=있다 
(4가지  최소 1가지를 경험했으면 차별 경험이 있다고 설정함)

직무 
자율성

문항 직무에 한 자율성이 있다.

변수값
1=  그 지 않다/2=별로 그 지 않다/3=보통이다/4=약간 
그 다/5=매우 그 다

상사의 
지지

문항
1. 나의 상사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무시간, 과근무 는  
  휴가 계획 등을 바꾸도록 해 다.
2. 나의 상사는 내 문제에 해 귀를 기울여 다.

변수값
1=  그 지 않다/2=별로 그 지 않다/3=보통이다/4=약간 
그 다/5=매우 그 다

공식화 
 

성과제

문항

1. 승진규정을 사원들이 잘 알고 있다.
2. 경 방침, 성과 등 경 련 사항을 사원들에게 자주 알린다. 
3. 인사 리원칙이 능력  성과 심이다. 
4. 성과평가에 한 기 이 명확하게 제시 되고 있다. 

변수값
1=  그 지 않다/2=별로 그 지 않다/3=보통이다/4=약간 
그 다/5=매우 그 다

비공식 
모임

문항 기업 내 비공식 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변수값 0=아니다


/1=그 다

연령6)
21-34세


/35-37세/38-41세/42-63세

직 변수값 1= 리/2=과장/3=차장/4=부장/5=임원

소득 월 소득(log)

업종 도소매․운수․교육서비스․기타


/ 융․부동산/출 ․방송
․정보서비스/제조/공공행정․보건복지

기업
규모

변수값 0=1000명 미만


/1=1000명 이상

혼인
상태7) 변수값 0=비혼(배우자 없음)


/1=기혼(배우자 있음)

자녀 변수값 0=없다


/1=있다

주: 

는 회귀분석에서의 거집단을 나타냄. 

<표 1> 독립변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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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화  성과제, 비공식 모임을 분석에 포함하 다.  더불어 연령, 

직 , 소득, 업종, 기업규모, 혼인 상태, 자녀의 유무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 다. 이 연구에 사용된 모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통제변

수에 한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등의 기술통계 값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3) 분석모델

이 연구는 기업조직의 특성이 여성 리자의 일-삶 균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보다 구체 으로 일 련 요구로서 장시간 근로, 집단

 조직문화, 성차별 경험과 일 련 자원으로서 직무 자율성, 상사의 

지지, 공식화  성과제, 비공식 모임이 여성 리자의 일-삶 갈등과 일-

삶 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과 직무 자

율성, 근로시간과 상사의 지지, 근로시간과 공식화  성과제 간에 각

각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해 근로시간과 각각의 

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일반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을 활용하 다. 

회귀분석에서의 종속변수는 일-삶 갈등과 일-삶 진이다.  두 종속

5) 한국의 법정 기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과할 수 없다(근로시간 용유 사업장은 주 44시간을 과할 수 

없음). 한 2015년 재, 주 52시간 근로제를 단계 으로 용하는 법 개정안

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장시간 근로는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과한 것으로 설정한다.  
6) 응답자들의 연령은 30  반에서 40  반에 집 되어있다. 따라서 연령을 

20 , 30 , 40  등과 같이 연령 별로 나 지 않고, 빈도를 분석하여 4분 로 

분류하 다. 
7) 배우자의 유무를 기 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와 함께 지내지 않으면 

비혼, 혼인한 상태로 배우자와 함께 지내면 기혼으로 설정하 다. 이혼  사별

의 경우에는 혼인하지 않고, 배우자와 함께 지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혼에 

포함하 다. 이 연구에서 이혼  사별한 여성은 총 38명(이혼 27명, 사별 11
명)으로 체의 약 1.9%를 차지한다. 한편 ‘미혼’이라는 용어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강조하는 말이므로 이혼  사별한 경우에는 하지 않아 ‘비혼’
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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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두 변수 모두 정규분포의 가정에 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변수에 한 변환 과정 없이 두 변수

를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하 다.  일-삶 갈등과 일-삶 진에 

한 회귀분석을 통해 일 련 요구와 자원이 일-삶 갈등과 진에 어느 

정도 향을 주는지 측할 수 있고, 결정계수 R값을 비교하여 독립변

수인 일 련 요구와 자원이 종속변수인 일-삶 갈등과 진을 설명하는

( 찰 수: 2,042)

변수 평균 표 편차 최소 최

일-삶 갈등 3.102 .864   1 5

일-삶 진 3.875 .870 1 5

일 련 
요구

장시간 근로 .180 .384 0 1

집단  조직문화 2.965 .813 1 5

성차별 경험 .412 .493 0 1

일 련 
자원

직무 자율성 3.162 .952 1 5

상사의 지지 3.730 .876 1 5

공식화  성과제 3.234 .869 1 5

비공식 모임 .314 .464 0 1

연령

21-34세
 .290 .454 0 1

35-37세 .224 .417 0 1

38-41세 .247 .432 0 1

42-63세 .240 .427 0 1

소득(log) 5.832 .383 4.61 8.16

직 1.972 .990 1 5

업종

도소매․운수․교육서비스․기타
 .173 .379 0 1

융․부동산 .277 .448 0 1

출 ․방송․정보서비스 .225 .418 0 1

제조 .167 .373 0 1

공공행정․보건복지 .157 .364 0 1

기업규모 1000명 이상 .459 .498 0 1

기혼 .676 .468 0 1

자녀 .830 .376 0 1

주: 

는 회귀분석에서의 거집단을 나타냄.

<표 2>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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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 이 연구를 해 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하 다.

4. 분석결과

1) 여성 리자의 일-삶 갈등에 향을 미치는 기업조직의 특성

<표 3>은 기업조직의 특성들이 여성 리자의 일-삶 갈등과 진에 

미치는 향을 측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 다.  종속변수인 갈등

과 진에 해 각각 3개의 모델을 제시하 다.  모델1에는 통제변수들

만 포함하 고, 모델2에는 일 련 요구와 일 련 자원이 여성 리자

의 일-삶 갈등과 진에 주는 향을 살펴보기 해 통제변수와 함께 

일 련 요구 변수들과 일 련 자원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 다.  마

지막으로 모델3은 모델2에 장시간 근로와 직무 자율성, 장시간 근로와 

상사의 지지, 장시간 근로와 공식화  성과제 간의 상호작용항을 각각 

추가한 결과이다.8)

일 련 요구: <표 3>의 분석결과는 장시간 근로할수록, 기업에서 집

단  조직문화가 강조될수록, 성차별을 경험할수록 여성 리자가 일-삶 

갈등을 많이 겪는다는 것을 보여 다.  우선 장시간 근로하는 여성은 

그 지 않은 여성에 비해 일-삶 갈등을 높게 경험하며, 이는 매우 강한 

수 의 유의미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집단  조직문화도 여성의 

일-삶 갈등이 증가하는 데 큰 향을 미치고, 이는 통계 으로 매우 유

의미하다.  즉, 근무와 회식에서 개인  행동이 제한되는 분 기에서 

여성은 높은 일-삶 갈등을 겪는다.  여성이 겪는 차별 경험 한 여성의 

8)  상호작용항을 추가할 때는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싶은 두 변인을 곱하여 추가하

는데, 등간변수 이상의 변수가 상호작용항에 포함되는 경우, 다  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회귀분석에서의 

다  공선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해 등간변수의 평균값을 빼주어 평균

심화(mean centering)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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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삶 갈등의 증가에 상당한 향을 다.  여성이 업무배치, 임 , 승

진, 업무평가에서 차별을 경험할수록 일-삶 갈등은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이 배제되기 쉬운 조직문화에서 여성 리자가 높은 

스트 스를 경험함으로써 일-삶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상해볼 수 

있다. 

갈등 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일 련 요구

  장시간 근로 .319*** .458*** -.003 -.029

(.059) (.073) (.062) (.076)

  집단  조직문화 .175*** .172*** -.004 -.006

(.030) (.030) (.031) (.031)

  성차별 경험 .137** .130** .085 .089

(.045) (.045) (.047) (.047)

일 련 자원

  직무 자율성 -.215*** -.250*** .076** .082**

(.024) (.026) (.025) (.028)

  상사의 지지 -.134*** -.106*** .153*** .131***

(.027) (.030) (.029) (.031)

  공식화  성과제 .010 .019 .161*** .191***

(.028) (.031) (.030) (.033)

  비공식 모임 -.011 -.007 .086 .082

(.047) (.047) (.049) (.049)

장시간근로 x 자원 상호작용

 장시간근로 x 직무 자율성
 .194** -.020

(.058) (.060)

 장시간근로 x 상사의 지지
 -.148* .126

(.068) (.072)

 장시간근로 x 공식화  성과제
 -.062 -.165*

(.069) (.073)

(계속)

<표 3> 여성 리자의 일-삶 균형에 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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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연령

  35-37세 .065 .077 .076 -.077 -.066 -.067

(.076) (.069) (.068) (.074) (.072) (.072)

  38-41세 .001 .024 .030 -.090 -.081 -.084

(.078) (.071) (.070) (.077) (.074) (.074)

  42세 이상 -.116 -.099 -.108 -.035 -.019 -.022

(.086) (.078) (.078) (.084) (.082) (.082)

소득(log) .197* .158* .163* .182* .113 .117

(.083) (.076) (.075) (.081) (.079) (.079)

직 .072* .080** .082** .082** .078** .079**

(.029) (.027) (.027) (.029) (.028) (.028)

업종

  융․부동산 .171* .052 .045 -.223** -.193* -.183*

(.080) (.073) (.072) (.078) (.076) (.076)

   출․방송․정보서비스 .122 .130 .133 -.282*** -.229** -.227**

(.078) (.071) (.071) (.077) (.074) (.074)

  제조 .211* .159* .149 -.133 -.057 -.062

(.085) (.077) (.077) (.083) (.080) (.080)

  공공행정․보건복지 .162 .283*** .283*** -.106 -.120 -.108

(.084) (.078) (.077) (.082) (.081) (.081)

기업규모 1000명 이상 .025 -.020 -.021 .111* .046 .043

(.051) (.047) (.047) (.050) (.049) (.049)

기혼 .155 .187 .171 -.094 -.130 -.131

(.145) (.131) (.130) (.142) (.137) (.137)

자녀 .142* .108 .104 -.035 -.055 -.054

(.068) (.062) (.062) (.067) (.065) (.065)

상수 1.386** 2.136*** 2.113*** 3.008*** 2.077*** 2.028***

R
 .036 .224 .236 .036 .114 .119

F 3.933*** 18.924*** 17.421*** 3.886*** 8.466*** 7.595***

N 1,226 1,226 1,226 1,226 1,226 1,226

주: 1) 

는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등간  

         변수인 직무 자율성(평균: 3.162), 상사의 지지(평균: 3.730), 공식화  성과제(평균: 3.234)에서  
         각각 3을 빼주어 평균 심화함.

   2) 비표 화 회귀계수가 제시됨. 호 안은 각 회귀계수의 표 오차를 나타냄.
   3) * p<.05, ** p<.01, *** p<.001

<표 3> 여성 리자의 일-삶 균형에 한 회귀분석 결과



기업조직의 특성이 여성 리자의 일-삶(work-life) 균형에 미치는 향  149

- 149 -

일 련 자원: 이어서 <표 3>에서 일 련 자원이 여성의 일-삶 갈등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 자율성과 상사의 지지

가 여성 리자의 일-삶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 자율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상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여성 리자의 일-삶 갈등이 감소하고, 이는 통계 으로 매우 유의미하

게 나타난다.  즉, 여성 리자가 직무에 해 높은 통제력을 지닐수록 

그리고 상사의 태도가 보다 후원 일수록 여성의 일-삶 갈등은 어든

다.9) 공식화  성과제와 비공식 모임은 여성의 일-삶 갈등을 낮추는 

데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시간(장시간 근로)과 일 련 자원의 상호작용: 다음으로 <표 3>

에서 근로시간과 일 련 자원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장시간 

근로와 직무 자율성, 장시간 근로와 상사의 지지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된다.  우선 갈등에 한 분석결과  모델3에서 장시간 근로와 직

무 자율성 간의 상호작용 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나타

낸다(.194, p<.01).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해 이를 그래 로 나타

내면 <그림 1>과 같은 모습을 띤다.  <그림 1>에서 실선은 52시간 과 

근로, 선은 52시간 이하 근로에 해당한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직무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일-삶 갈등이 어든다.  이때 장시간 근

로 여부에 따라 직무 자율성의 효과가 달라지는데, 직무 자율성이 높아

질수록 52시간 이하 근로하는 여성이 52시간을 과하여 장시간 근로

9)  직무 자율성이 일-삶 갈등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직무 자율성이 일-삶 갈

등을 심화시킨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직무 자율성과 일-삶 갈등 

간의 정 (+) 계에 해서 분석한 미국의 선행 연구는 리직이나 문직 종

사자들이 높은 직무 자율성을 가질수록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짐으로써 일-삶 

갈등이 증가될 수 있다는 을 강조한다(Schieman et al., 2009; Blair-Loy, 2009).  

그러나 한국의 경우, 많은 기업조직에서 단합  일체감을 요하게 여기는 집

단  조직문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집단  조직문화에 항하여 직무에 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여성 리자들의 갈등 경험은 완화될 수 있을 것

이다.  이처럼 여성 리자들이 높은 직무 자율성을 가질수록 갈등이 감소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 기업조직의 특수성이 반 된 것이라고 상해볼 수 있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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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성에 비해 갈등 경험을 더욱 게 한다.  다시 말해, 직무 자율

성이 일-삶 갈등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장시간 일하는 여성보다 근로시

간이 상 으로 은 여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

과는 일-삶 갈등을 낮추기 해 리직 여성들에게 일정 수 의 직무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요하지만, 장시간 근로하는 상황에서는 직무 

자율성의 효과가 제한 일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림 1> 갈등에 한 근로시간과 직무 자율성의 상호작용 효과

이어서 <표 3>의 갈등에 한 분석결과  모델3에서 장시간 근로와 

상사의 지지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상호작용 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나타낸다(-.148, p<.05).  이해를 돕기 해 이

를 <그림 2>와 같이 그래 로 제시하 다.  <그림 2>에서 실선은 52시

간 과 근로, 선은 52시간 이하 근로를 의미한다.  그림에 따르면 상

사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일-삶 갈등이 어든다.  흥미로운 은 장시

간 근로하는 여성이 게 일하는 여성에 비해 상사의 지지가 높아질수

록 일-삶 갈등을 더욱 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시간 근로가 

행인 한국 기업에서 상사의 지지가 여성 리자의 일-삶 갈등을 낮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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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다.  한편 일-삶 갈등에 한 분석에

서 장시간 근로와 공식화  성과제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10)

<그림 2> 갈등에 한 근로시간과 상사의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통제변수: 분석을 해 사용된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간략하게 살펴

보자.  소득과 직 의 경우, 모든 모델에서 소득과 직 이 높아질수록 

여성 리자는 일-삶 갈등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고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득과 권한이 높지만 동시에 그

에 따른 책임감도 높아서 일-삶 갈등을 더욱 경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Schieman et al., 2009; Blair-Loy, 2009).  업종에 

해서는 융․부동산(모델1), 제조업(모델1,2), 공공행정․보건복지(모

델1-3)에 종사하는 여성이 도소매․운수․교육서비스․기타에 종사하

는 여성에 비해 일-삶 갈등을 더욱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자녀의 유무에 해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10)  추가 으로 일-삶 갈등에 한 분석에서 장시간 근로 이외의 나머지 일 련 

요구 변수인 집단  조직문화와 성차별 경험과 일 련 자원 변수(직무 자율성, 

상사의 지지, 공식화  성과제) 간에 상호작용항들을 구성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유의미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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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삶 갈등을 더욱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델1).  한편 연령, 기업

규모, 혼인 상태는 여성 리자의 일-삶 갈등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았다.

2) 여성 리자의 일-삶 진에 향을 미치는 기업조직의 특성 

<표 3>의 우측에 여성 리자의 일-삶 진에 한 분석결과가 제시

되어있다.  모델1-3의 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일 련 요구: 먼  일 련 요구인 장시간 근로, 집단  조직문화, 

성차별 경험은 여성의 일-삶 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 련 자원: 다음으로 일 련 자원이 여성의 일-삶 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직무 자율성, 상사의 지지, 공식

화  성과제는 여성의 일-삶 진이 향상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구

체 으로 직무 자율성이 증가할수록, 상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공식화 

 성과제가 강조될수록 여성 리자의 일-삶 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스스로 직무를 통제하고, 상사의 지원

을 받으며, 승진규정이 명확하고, 성과가 강조되는 기업에서 여성 리

자가 얻는 만족감이 높을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비공식 모임은 여

성의 일-삶 진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근로시간(장시간 근로)과  일 련 자원의 상호작용: 다음으로 <표 

3>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장시간 근로와 공식화  성과제 간

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나타낸다

(-.165, p<.05).  이를 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은 형태를 띤다.  

그래 의 실선과 선은 각각 52시간 과 근로와 52시간 이하 근로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식화  성과제가 강조될수

록 여성 리자의 일-삶 진은 증가한다.  이때 장시간 근로 여부에 따

라 공식화  성과제의 효과가 달라지는데, 공식화  성과제가 강조될

수록 근로시간이 상 으로 은 여성이 장시간 일하는 여성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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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삶 진의 증가를 더욱 경험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식화  성과제

가 여성 리자의 일-삶 진을 높이는 데 요한 자원이지만, 조직 내 

공식화  성과제 수 이 높아져도 장시간 일하는 여성은 일-삶 진이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삶 진에 해서 장시간 근

로와 직무 자율성, 장시간 근로와 상사의 지지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3> 진에 한 근로시간과 공식화  성과제의 상호작용 효과

통제변수: 이어서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일-삶 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델1).  직 은 모든 

모델에서 여성의 일-삶 진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데, 직 이 높아질

수록 일-삶 진도 높아진다.  업종에 해서는 융․부동산, 출 ․방

송․정보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이 도소매․운수․교육서비스․기타

에 종사하는 여성에 비해 일-삶 진이 감소하 다.  한 기업규모 

1,000명 이상인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1,000명 이하인 기업에 종사하

는 여성에 비해 일-삶 진을 더욱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모델1).  

한편 연령, 혼인 상태, 자녀의 유무는 여성의 일-삶 진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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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토론

한국 사회에서 일-삶 균형에 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 히 많

은 여성들이 일과 삶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연구는 일-삶 균

형에서 개인의 특징에 을 두었던 기존의 연구에서 나아가, 기업조직

의 맥락에서 여성의 일과 삶을 살펴 으로써 여성의 경력 유지  리

직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 다.  그 다면 조직의 어떠한 조건들이 여성

의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주는가? 그리고 어떠한 노력과 제도  방안

을 통해 여성의 일-삶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 연구의 핵심 인 발견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직무 자율성

은 여성 리자의 일-삶 균형에 한 향을 미친다.  직무 자율성이 증

가할수록 여성 리자의 일-삶 갈등이 완화되고, 동시에 일-삶 진이 강

화된다.  둘째, 상사의 지지는 여성 리자의 일-삶 균형에 요한 역할을 

한다.  상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여성 리자의 일-삶 갈등이 완화되고, 동

시에 일-삶 진이 강화된다.  셋째, 공식화  성과제 수 이 높을수록 

여성 리자가 경험하는 일-삶 진이 증가한다.  넷째, 장시간 근로와 직

무 자율성, 상사의 지지, 공식화  성과제 간에 각각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다.  장시간 근로 여부에 따라 각각의 효과가 달라지는데, 직무 자

율성이 증가할수록 갈등이 완화되는 효과는 게 일하는 여성에게서 더 

크고, 상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갈등이 완화되는 효과는 장시간 일하는 

여성에게서 더욱 강하며, 공식화  성과제가 강조될수록 진이 강화되

는 효과는 게 일하는 여성에게서 더욱 크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근로, 

집단  조직문화, 성차별 경험은 여성 리자의 일-삶 갈등에 큰 향을 

다.  장시간 근로할수록, 집단  조직문화가 강조될수록, 그리고 성차

별을 경험할수록 여성 리자의 일-삶 갈등이 증가한다. 

이 연구 결과는 몇 가지 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이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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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흥미로운 결과는 조직 내 비공식 인 성격을 갖는 직무 자율성

과 상사의 지지가 여성 리자의 일-삶 균형에 크게 기여하지만, 장시간 

근로 여부에 따라 이들이 갈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상이하다는 이다.  

이는 직무 자율성과 상사의 지지가 갖는 서로 다른 속성이 반 된 결과

일 것이다.  직무 자율성은 개인이 갖는 재량  권한으로서, 개인에게 

부여되는 속성을 지닌다.  장시간 근로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 리자가 

갖는 직무 자율성이 높으면 더 오랜 시간 일하고, 더 많은 업무를 해내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이처럼 직무 자율성이 높다는 것이 항상 일-삶 균

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에서 개인  속성

의 자원은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해, 개인의 능력이나 재량과 련된 

자원은 장시간 근로하면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상사의 지지는 사회  속성을 지닌 자원이다.  상사가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배려해주는 것은 여성들이 장시간 근로로 힘든 

상황에서 갈등을 크게 완화시킨다.  즉, 상사의 지지와 같은 사회  자원

은 개인  자원의 한계를 보완해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일을 하는 사회  맥락, 즉 구와 함께 일하는가가 여성 리자의 일-

삶 균형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시간 근로가 행

이 된 한국 기업에서 여성 리자의 일-삶 균형을 유지하기 해서 상사

가 부하직원의 일-삶 균형을 배려할 수 있도록 과장  이상 리자를 

상으로 교육을 극 으로 실시하고, 일-삶 균형과 련된 리더십 교육 

로그램 개발에 지속 으로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에 직무 자율성의 효과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여성 리자들에게 직무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일-삶 갈등을 완화하고, 

동시에 일-삶 진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사실은 일-삶 

균형 연구에서 단순히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자

율성  통제력과 같은 변인들의 질  수 을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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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 다.  특히 일반직보다 상 으로 높은 능력과 책임감을 지

닌 리직의 경우, 자신의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무력감과 좌

을 느낄 것이다.  탈진(burnout)증후군에 해 연구한 마슬라흐와 라이

터(Maslach & Leiter, 1997)는 탈진을 사람과 직업 간의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인간 인 작업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한다.  기업조직에서는 여성 리자가 직무 자율

성을 최 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계 인 시스템보다는 리자 

개인의 재량과 책임을 강조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사 리제도의 공식화 수 을 강화하고, 성과에 한 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일-삶 진에 요하다는 이 연구결과를 통해 확

인되었다.  승진규정과 성과에 한 평가기 이 구성원들에게 공개되고, 

구성원들이 이를 잘 인지하며, 성과 심의 인사 리원칙이 강조될수록 

여성 리자가 경험하는 일-삶 진이 향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조

직에서는 여성 리자의 일-삶 균형을 해 승진규정  성과평가에 한 

명확한 기 을 구성원들에게 지속 으로 알리고, 문화된 인사 리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하며, 성과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요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의 결과는 장시간 근로와 집단  조직문화가 일-삶 균

형에 미칠 수 있는 부정 인 향이 크다는 을 지 한다.  일에 한 

헌신을 강요하는 문화가 강조될수록 근로자들은 육체  피로와 스트 스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  차원에서 장

시간 근로 행을 지양하고, 일 심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연구 결과는 성차별 인 인사 행이 여성의 일-삶 갈등을 심

화시킨다는 것을 보여 다.  여성에게 차별 인 인사 행을 개선하기 

해 최고경 자를 상으로 양성평등 인식 개선과 련된 워크 을 개설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최고경 자가 여성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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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직원과 남성직원을 동등하게 우하는 태도를 지

니는 것이 조직 내 여성인력의 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민

주, 2011).  이와 더불어 장기 인 에서 조직 내 여성비율을 증

시키기 해 극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와 같은 제도의 법

 제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소득과 직 이 높아질수록 일-삶 갈등이 증가한

다는 다소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소득과 직 이 높아질수록 일-

삶 갈등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 직 리자들은 일

 퇴근하기보다는 직장에 남아 더 오래 근무하는 것을 택함으로써 일-

삶 갈등을 더욱 높게 경험할 수 있다(Schieman et al., 2009; Blair-Loy, 

2009).11) 높은 직 으로부터 느끼는 책임감과 부담감 한 리자로 하

여  일에 더욱 헌신하도록 만들고, 리직 업무 자체가 가져다주는 어

려움이 리자들의 일-삶 갈등 경험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직 이 높아질수록 일-삶 갈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리자들이 가

진 자원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12)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몇 가지 한계를 정리하며 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수 있는 요인들은 연구에 모두 

포함하지 못할 만큼 범 하게 존재하며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 연구

에서는 조직  특성이 일-삶 균형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조직  특성뿐만 아니라 일-삶 균형에 향을  수 있

11)  이 연구에 사용된 <4차 여성 리자패 >에서도 직 이 높아질수록 근로시간

이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리 의 주 근로시간은 평균 46.8 시간인 반면, 

부장  이상에서는 주 근로시간이 평균 48.6 시간으로 나타난다.

12) 일반 으로 소득이나 직 과 같은 자원의 수 이 높은 경우, 일-삶 진이 향상

된다.  그러나 고 직일수록 일-삶 갈등을 더욱 경험한다고 주장하는 도 있

다.  이 에 따르면 고 직 리자들은 일에 해 더욱 헌신하는 경향이 있고

(Blair-Loy, 2009), 특히 장시간 근로해야 하는 환경에서 이들이 가진 스 에 

한 통제력은 일과 삶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만든다(Miliken & Dunn-Jensen, 

2005).  이러한 맥락에서 고 직 리자들은 일-삶 갈등을 더욱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Schiema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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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에 포함하여 보다 다차원 으로 근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명확한 인과 계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를 들어, 

일이 가져다주는 보람에 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원래 직무 자율성을 높게 

인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 종

단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명확한 인과 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

째, 이 연구는 여성 리자만을 상으로 하 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

리자의 일-삶 균형을 포함하여 성별 비교를 해야 할 것이다.  성별 비

교 분석을 통해 젠더 효과를 살펴볼 수 있고, 궁극 으로 리직 종사자

의 일-삶 균형에 한 구체 인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여성 리자 개인들의 특성에 향을 미치는 기업조직의 상 인 효

과를 분석할 수 있는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이 요구된다.  이 연

구에 이용된 자료는 개별 여성 리자들을 상으로 수집된 개인수  자

료와 인사담당자들을 상으로 수집된 조직단 의 자료로 나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여성 리자의 개인수  자료만을 이용하 다.  인사담당자들

에 한 자료를 포함한 추가 인 연구를 통해  기업조직의 특성으로부터 

보다 구체 인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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