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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긍정정서를 활용한 경로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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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on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Path Analysis using Self-esteem and Positive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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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개인차원에서의 삶의 만족과 직무
만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자 개인의 자아존중감
과 긍정정서를 중재변수로 설정하여 개인이 느끼는 자아존중감과 긍정정서에 직무-가족 갈등의 각 요
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수도권 직장인들에게 설
문을 투함하여 총 150부의 유효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경로분석을 이용
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부담과 가족부담이 자아존중감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부
담은 긍정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직무-가족부담은 긍정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자아존중감이 구성원들의 삶의 만족과 직무만족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긍정정서가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의 긍정정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함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 직무-가족 갈등, 삶의 만족, 직무만족, 자아존중감, 긍정정서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verify from what route the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are affected from
the individual phase of the laborers who have responsibilities in the workplace as well as in the family. To
accomplish this, this study has intended to set the self-esteem and positive emotion of the individual as the
intervening variables and verify what effects the multi-dimensional elements of work-family conflicts have
on the self-esteem and positive emotions felt by individuals. To perform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sent to the workers in Seoul and capital areas and a total of 150 vali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utilized for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work-burden and family-burden affect self-estee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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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burden affects negatively positive emotion and the work-family burden positively. And, the role of
self-esteem and positive emotions, one of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lthough self-esteem also enhances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of the members, positive emotions have much higher effects, and thus
securing positive emotions is very important.
Keywords : Work-Family Conflict, Self-esteem, Positive Emotion, Life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1.

서론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는 이유는 인간이 원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조직구
성원이 되고자 하는 것 뿐 아니라 경제생활의 기반이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
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많은 조직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구성원들의 동기유발을 유
발하기 위해 작업환경 개선이나 임금인상과 같은 외적 동기요인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기업 환경
의 변화는 경기침체와 경쟁기업들의 등장 뿐 아니라 사회적 요구의 변화, IT의 발달, 그리고 종업
원들의 기대 수준의 변화(Greenblatt, 2002)[1]와 같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적 동기요인을 증진시키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성장 욕구나 창의성 욕구 등 개인들의 자아
실현 욕구까지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근로자들 또한 명예퇴직, 구조조정 등
의 근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며 생존하기 급급하여 자아실현의 노력은 엄두도 못내는 것이
최근 상황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생존이 인재에 달려있다는 인식이 분명해지며(Barnett & Ghoshal,
2002)[2], 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재들은 사회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희귀한 자원일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대부분 높은 이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Konrad & Mangel, 2000)[3].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재의 발굴
과 확보를 위해 많은 관심과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 인재의 역량을 갖지 못한 경우에는 구
조조정 등을 통해 조직에서 탈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이런 영향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
인 피해로 작용될 수 있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조직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개인적인 역량을 모
두 쏟아 부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요구
의 변화와 경제적 이유로 일반 가정들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여성근로자 양산 등으로 인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출 여유가 없게 되어 가정 파탄으로 인한 이혼율 증가, 일가족 자살
등의 일탈행위가 심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불충분한 정서적
양육환경 등으로 인한 비행 청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들은 보
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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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개인차원에서 삶의 만족과 직무만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재변수로는 근로자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정서를 설정하여 개인이
느끼는 자아존중감과 긍정정서에 직무-가족 갈등의 다차원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둘째,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긍정정서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Seligman(2002)[4]이 제안한 긍정심리학의 구성요소 중 긍정정서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
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직무와 가족 사이에서의 갈등을 해소하여 삶의 만족과 직무
만족에 긍정정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특히 개인차원에서는 행복을 키우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지침을 제공해줄 것이다. 한
편 조직차원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로자 관리요인으로서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업차원에서의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중요한 단
서들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Kahn et al.(1964)[5]은 역할갈등을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역할압력이 존재할 때 하나의 압력에

순응하게 되면 다른 압력에 순응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직무-가정 갈등은
개인이 직장인, 배우자,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게 되는 요인으로 육체적, 정신적
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해 개인의 삶의 만족 뿐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로 이어져 조직생활에
부정적 영향(Karatepe & Badder, 2006)[6]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가족 갈등을
직무와 가족 간에 역할 갈등으로 발생하는 직무-가족 갈등, 직무부담, 가족부담의 3가지 다차원 요
소로 선행변수로 설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분
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Blitzer et al., 1993)[7].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

해 자신에 내리는 평가로서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 지고,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내며, 자신이

능력과 의미를 지닌 존재로서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로서

결국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형성시킨 이미지’를 의미한다(Coopersmith, 1976)[8]. 자아존중
감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도 자아존
중감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보를 수용하기 꺼리며(Rosenberg, 1985)[9],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
우에도 이를 보호하기 위해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지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런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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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때 자아존중감은 직무-가정 갈등과 관련된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
다.
긍정정서는 긍정조직학자들에게는 긍정심리자본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바
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 심리상태로 정의되며,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희망(hope), 낙관성(optimism) 및 회복력(resilience)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

였다(Luthans, 2002[10], 2002[11]). Lyubomirsky et al.(2005)[12]은 긍정정서가 높으면 이직률이 감
소하며, 정서적 피로가 감소하고, 의욕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직무가족 갈등 요인들은 비록 삶의 만족이나 직무만족을 경감시키는 요인이 되겠지만, 긍정정서에 의
해 오히려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3.

연구방법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직무-가족 갈등의 다차원 요소들과 삶의 만족 및 직무만족 간에 자아존중
감과 긍정정서를 중재변수로 한 연구모형과 가설들을 수립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가설
[Fig. 1] Research Model & Hypotheses

가설 1. 직무-가족 갈등은 자아존중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직무-가족 갈등은 긍정정서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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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직무부담은 자아존중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직무부담은 긍정정서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가족부담은 자아존중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가족부담은 긍정정서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자아존중감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긍정정서는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긍정정서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4.1

실증분석

자료조사 및 척도

본 연구를 위해 서울·수도권 직장인들에게 설문을 투함하여 총 150부의 유효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은 남성이 89명(59.3%), 여성이 61명

∼

(40.7%), 결혼여부는 기혼이 112명(74.7%), 미혼이 38명(25.3%)이었다. 연령은 40 50세가 54명

∼

(36.0%)으로 가장 많았으며, 50세 이상이 36명(24.0%), 30 40세는 34명(22.7%), 30세 미만이 26명
(17.3%)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82명(54.7%), 대학원 졸업도 40명(26.7%), 전문대졸 이하가 25명
(16.6%), 기타가 3명(2.0%)로 확인되었다.

활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무-가족 갈등은 Anderson et al.(2002)[13]의 연구를 근거로
직무-가족 갈등 4개문항, 가족부담 4개문항 및 직무부담 5개 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14]의 연구를 근거로 10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긍정정서는 Luthans & Youssef(2007)[15]의 척도를 근거로 24개 문항을 Likert 6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삶의 만족은 Diener et al.(1985)[16]의 연구를 근거로 5개 문항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변수들의 척도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z-score로 변환하여 분석에 임하였다.
4.2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가설검증을 위해 실시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k's α 계수는 0.822~0.954로 양호하였으며 확
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분석 결과 가족부담(AVE=0.492), 긍정정서(AVE=0.485), 삶의 만족
(AVE=0.464) 및 직무만족(AVE=0.367)이 각각 0.5 미만으로 나타나 상관관계계수의 제곱값인 결정

계수와의 비교를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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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뢰도와 타당도
[Table 1] Reliability and Validity

4.3

변수

최종 문항

Cronbach α

개념신뢰도

AVE

직무-가족 갈등

4

0.922

0.899

0.691

직무부담

2

0.893

0.862

0.758

가족부담

5

0.849

0.828

0.492

자아존중감

9

0.907

0.952

0.691

긍정정서

21

0.954

0.951

0.485

삶의 만족

5

0.902

0.810

0.464

직무만족

25

0.954

0.934

0.367

상관관계분석

변수들의 관계와 방향성을 확인하고 결정계수 값과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의 비교를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상관관계분석 결과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1.직무-가족 갈등
2.직무부담
3.가족부담
4.자아존중감
5.긍정정서
6.삶의 만족
7.직무만족
평균
표준편차

1
(0.691)
.402**
.189*
-.183*
-.099
-.159
-.216**
2.97
1.04

2

3

4

5

6

7

(0.758)
.250**
-.404**
-.526**
-.362**
-.392**
2.28
1.10

(0.492)
-.276**
-.136
-.217
-.128
2.60
0.85

(0.691)
.589**
.454**
.477**
3.65
0.64

(0.485)
.512**
.605**
4.34
0.80

(0.464)
.672**
4.27
1.25

(0.367)
4.50
0.95

주) * p<.05, ** p<.01, ( )안은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을 표기함
4.4

가설검증

가설검증을 위한 경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무-가족 갈등
은 자아존중감(γ = .00, n.s )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직무
-가족 갈등은 긍정정서(γ = .13, p<.05)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초 부(-)적 영

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런 결과는 최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상황을 대변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 직무와 가족
간의 갈등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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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부담은 자아존중감(γ = -.36, p<.001), 긍정정서(γ = -.56, p<.001) 모두에 부(-)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3> <가설 4>는 모두 채택되었다. 가족부담의 경우 자아존중감(γ =
-.19, p<.01)에만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긍정정서(γ = -.02, n.s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5>는 채택되고 <가설 6>은 기각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γ = .24, p<.01), 직무만족(γ
= .19, p<.01)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7>, <가설 8>은 모두 채택되었다.

한편 긍정정서는 삶의 만족(γ = .40, p<.001), 직무만족(γ = .53, p<.001)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9> <가설 10>은 모두 채택되었다.

주) * p<.05, ** p<.01, *** p<.001
[그림 2] 경로분석 결과
[Fig. 2] Results of Path Analysis

그러나 본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2 = 132.758, d.f = 11, p = .000, GFI = .806, AGFI =
.507, NFI = .613, RMR = .180으로 나타나 제안된 각 적합도 지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대해서는 Jöreskog & Sörom(1981)[17]이 제안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를

이용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수정모형을 제시하고 원래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수정
모형의 개선도를 확인하거나 이론적 근거를 적용한 추가경로 구성, 추가변수 투입 또는 변수 교체
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행하지 않았다.
5.

결론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에는 직무부담과 가족부담이 모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긍정정서에는 직무부담은 부정적인 영향을, 직무-가족 부담은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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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Rosenberg(1965)[14]가 주장한
자아존중감의 형성원리와 Lyubomirsky et al.(2005)[12]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Tajfel &
Turner(1979)[18]가 정리한 사회정체성이론의 기본 가정은 인간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거나 높이고

자하며, 사회집단 혹은 범주들, 그리고 이 집단 혹은 범주의 성원이 된다는 사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가치와 연합된 함의를 지닌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평가는 가치를
지니는 속성과 특징의 면에서 특정한 다른 집단들을 준거로 사회비교를 통해서 결정되며, 내집단
이 외집단보다 긍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비교가 이루어지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반면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차이가 나는 비교가 이루어지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Yang & Kim, 2013)[19].

따라서 조직차원에서는 다른 조직과의 긍정적인 비교가 가능한 다양한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과
함께, 구성원들에게 다른 집단들 보다 내집단(in-group)의 긍정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긍정정서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구성원들은 직무
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과 긍정정서의 역할을 볼 때 자아존중감도 구성원들
의 삶의 만족과 직무만족을 높이는 요인이기는 하나 긍정정서는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어 긍정정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직차원에서 성과 향상
을 위해서는 긍정적 분위기 조성, 작업에 대한 흥미 부여, 자아존중감 및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자기결정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임파워먼트 및 긍정적 조직문화가 구축되어야 하며, 구
성원들이 긍정정서를 높이기 위해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다양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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