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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WLB : Work-Life Balance)은 

혁신 행동을 향상시키는가? 

- Process Macro를 활용한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의 간접효과를 중심으로

Does WLB(Work-Life Balance) improve Innovative Behavior?

탁경운(Kyung-Woon Tak)19), 김선우(Sun-Woo Kim)20), 서상혁(Sang-Hyuk Suh)21)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일과 삶의 균형(WLB : Work-Life Balance)이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 

및 조직 내 혁신 행동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그리고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이 일과 

삶의 균형(WLB)과· 혁신 행동 간 관계에 간접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

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과 성장의 균형(WLB_G)과 대인 조화 

그리고 창의적 노력으로 나타났고 대인 조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일과 가정의 균형

(WLB_F)과 일과 성장의 균형(WLB_G)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의적 노력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는 일과 성장의 균형(WLB_G)과 대인 조화였다. WLB의 세 개 하위 변수와 혁

신 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의 간접 효과 역시 일부 확인 되었

다. 더불어 PROCESS Macro 분석을 통하여 매개변수 간의 효과의 크기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WLB_F)이나 일과 성장의 균형(WLB_G)과 대인조화, 창의

적 행동 및 혁신행동 간에는 시너지 관계가 존재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WLB_L)과 대

인조화, 창의적 노력 및 혁신행동 간에는 배타적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다른 산업 간의 일과 삶의 균형(WLB)에 대한 연구와 일과 삶의 균형(WLB)과 

혁신행동에 이르는 다양한 매개변수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Keyword : WLB, 일과 삶의 균형, 대인조화, 창의적 노력, 혁신행동, PROCES M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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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은 기업의 입장에서 핵심 인력을 유지하는 중

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이미 2000년대 초반 선진국에서 강조한 바 있다.(Perrin, 

2003). 일과 삶의 균형이란 개인에게는 삶의 질의 제고를 가져다주고, 기업에게는 

경쟁우위확보를 위한 핵심인력의 유입 및 유지를, 그리고 국가에게는 저출산 및 고

령화에 따른 대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바로 개인과 기업, 사회 모두가 상생하

는 취지로 생겨난 개념이기도 하다. 물론 이보다 앞서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일과 삶 전체를 논하기 이전에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양립을 강조했

던 1970년대 이후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조직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를 감안하여 이를 위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거나 권고하고 있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1). 

국내에서도 2004년 주5일제 근무 제도가 생겨난 이후 여가 시간의 증가와 자기 

계발에의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취미나 육아 등 가정 및 개인 삶의 중요성

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남녀를 불문하고 한 개인은 직장과 가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며,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받는 다중 역할은 많은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신의 직장과 일, 그리고 가족과 가정생활의 균형

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분명히 시대적 조류이며 급변

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Osterman, 1995 : Bartlett & Ghoshal, 

2002).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성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안정된 직장, 경제적 보상

과 승진,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성공을 인식하는 요소들로 꼽으며 이 중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조희경, 

2014). 여성은 70.65%, 남성은 69.2%가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양립을 성공에서 가

장 중요한 요건으로 여긴다는 사실은 여성들 뿐 아니라 남성들 또한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 비슷한 맥락

으로 전체 직장인의 70%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다른 여건들보다 우선시 여긴다고 

하는데 기업은 승진과 보상만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양자 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도 지적된 바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1980년대의 WLB(Work-Life Balance)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 이외의 영역을 가정

으로만 보았다. 그러나 점차 일 이외의 영역을 삶 전반으로 확대하게 되었고, 가정

이나 가족 대신 좀 더 넓은 의미의 균형을 포함하고자 일과 삶이라는 개념으로 확

장하게 된 것이다. 삶에는 가정 뿐 아니라 여가와 자기 계발 및 건강 등과 같은 개

인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를 중요시하게 여겨 핵



Session 5 ∙ 기술혁신경영

- 243 -

심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사례들을 찾아보기 쉬운 것도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Google과 SAS라는 두 기업은 조직 구성원들의 일과 일 외적인 영

역, 바로 가정생활과 여가 생활 그리고 개인의 성장(자기 계발)의 영역에까지 투자

하여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에서의 영역

과 일 이외의 영역에서 균형을 이룰 때 개인이 행복해진다는 Greenhaus, Collins & 

Shaw(2003)와 Gropel & Kuhl(2009)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결국 일과 삶의 균형

은 개인과 조직의 효과성에 준하는 변인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WLB)이 대인조화(Interpersonal 

Harmony)에 대한 기여가 예상되며 이는 사람과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 발전하고 결

국 창의적 노력(Creative Effort)을 수반한 혁신 행동(Innovative Behavior)을 유발함

으로써 조직의 건강한 문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하여 조직의 직, 간접적인 생산성 

증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WLB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WLB와 혁신행동 간에 간접 효과 요인에 대한 연구는 없

었다는 점과 그 간접효과를 보기 위한 매개 변수로 국내 논문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인 조화(Interpersonal Harmony)와 창의적 노력(Creative Effort)을 선택한 점이며 

이들의 간접 효과 여부와 간접 효과의 크기를 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Hayes(2013)의 PROCESS Macro 모형 중 Model 6을 적용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았던 분석 방법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의 일과 삶

의 조화로운 균형이 조직의 발전과 성장에도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일과 삶의 균형(WLB : Work-Life Balance)

오늘날 일과 삶의 균형(WLB : Work-Life Balance)이란 용어는 보편화 되어 사용

되지만, 뚜렷이 통일된 정의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가 일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 진행되어 

왔으며 일 이외의 영역을 가정이나 가족생활 하나에 국한한 개념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일과 삶의 균형(WLB)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Lewis, 2003). 

최근 자녀 없는 부부나 이혼으로 인한 홑부모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미혼 독신자

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게다가 점차 치열해지는 경쟁사회 속에서 자기 계

발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취미활동이나 동호회를 통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춘계학술대회

- 244 -

한 개인적인 학습의 시간과 모임도 많아지고 있으며, 주말이나 퇴근 이후 시간을 

활용한 취미활동과 봉사활동 등 개인 생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일과 가정의 틀을 넘어 일과 

삶의 관련성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목받게 되었다(Quick et al.,2004). 

Marks and MacDermid(1996)은 역할 균형을 위해 다양한 삶의 역할에 대해 동일하

게 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Greenhaus(2003)은 삶의 각 영역에 높은 수준의 

관심과 주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

해볼 때, 균형의 개념은 일과 삶이 양적으로 동일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삶의 영역에 대한 가치는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인지되는 매우 주관

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정운 등(2005)은 이러한 균형에 대한 관점들

을 바탕으로 WLB를 일과 그 외의 영역에서 시간과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질적

으로 분배함으로써,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

에 대해 만족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어 삶의 영역을 가정과 여가 및 개인의 

성장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 짓고 있다. 즉, 삶은 가정 이외에도 회복과 재생

산의 공간, 개인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활동, 공동체 참여나 만남, 개인의 학습 등

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정의를 따르며, 아래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광의의 삶(Life)의 

개념을 일을 제외한 가정과 성장 그리고 여가라는 세 가지 영역 측면에서 접근하기

로 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 일과 삶의 균형(WLB)을 일•가정 균형(WLB_F : Work 

Family Balance), 일•성장 균형(WLB_G : Work Growth Balance) 그리고 일•여가 균형

(WLB_L : Work Leisure Balance)이라는 세 개의 하위변수로 나누어 연구함으로써, 

일을 가진 직장인들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좀 더 세분화한 영역을 접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대인 조화(Interpersonal Harmony)

조직 동료들과의 개인간 조화는 불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인식에 수반되는 스트레

스에 대한 직원의 민감성을 억제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대인 관계는 직원들이 조

직 경쟁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복원하는데 투자해야 하는 정서적 노력을 감소시

키고(Boyd et al., 2011), 그러한 조건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은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Bakker et al.,(2005)sms 구직활동에 대한 직업 수요가 부정적인 영

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유교 이념으로서의 조화는 개방성과 상호 

존중하는 대인관계, 그 이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

이점을 존중하고 공동선의 차이점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Li, 2006)

중국 문화에서 조화 개념의 이중성을 개념화하기 위해, Leung et al.,(2002)는 조화

를 강조한 유교 교리에 묘사된 조화의 고전적 견해를 민중에서 관찰된 조화의 개념

과 구별하는 이원론의 모델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붕괴 회피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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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ng,1997). 

조화에 대한 유교 강조는 불일치와 대립을 피하고 통일된 견해에 도달하기보다는 

상호 존중하는 관계와 인류애와 도덕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를 유지할 필요성으로 

더 잘 이해된다(Leung et al.,2002:Chen,2001,:Chen, 2002). 일치와 갈등 회피와 조화

를 연결시키는 대중적인 alsedma과는 반대로, 조화 향상은 토론, 대결 및 불일치에 

대한 개방성을 촉진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에 나타난 대인관계의 조화를 이루

기 위해 적극적인 화해를 이룬다(Leung et al., 2002:Leung et al., 2011:Leung, Deng, 

Wang & Zhou, Li, 2006, 2014). 

직원들이 높은 대인관계의 조화를 경험할 때, 그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임베디

드”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활성화된다(Biniari, 2012). 동료들과의 응집력 회복과 같

은 덜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기 보다는 과도한 작업량과 관련된 시간 압박감을 다

루는 방법을 찾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다(Jehn & Mannix, 2001). 

직원이 조직 동료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 조직의 가치와 관행을 채택할 가

능성이 더 커진다(De Cleroq et al., 2013:Tasi & Ghoshal, 1998). 의 조화로운 관계

를 유지할 때 직원들은 고도로 정치화된 동료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우려

를 공유하기 쉽다(Bouckenooghe, 2012:Tasi & Ghoshal, 1998). 

3. 창의적 노력(Creative Effort)

개인과 팀의 창의성은 조직 내에서 유기적인 혁신을 이끌어 낸다. 창의적인 아이

디어가 없다면 구현할 것이 없다. 실제로 최근의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 직원의 창

의력은 전반적인 업무성과와 관련이 있다(Gong, Huang & Farh, 2009). 

창의적인 노력은 창의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창의력과 지속성 및 

탄력성에 대한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에 창의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인자이

다(Hirst et al, 2009). 

창의적 노력은 적어도 세 가지 방식으로 창조적인 성과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개인이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는 정도와, 어려움에 관계없이 새로운 접근 방

식을 모색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의 지속성 수준을 반영한다. 예를 들

어 R&D 팀과 같이 창의성이 업무의 중심이며 인정받는 작업 환경에서 개인의 창의

적 성과는 조직의 목표와 팀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Shin & Zhou, 2007). 

창의적인 도전에 대한 동기와 욕망. 이러한 욕구는 개인이 조직의 지위를 높이고 

자아 개념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이러한 창의적 도전의 성공적인 성취를 소중히 

여기게 한다. 

창의적 노력은 업무 관련 동기를 유발하는 것 외에도, 업무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을 촉진할 것이다. 창의적 노력은 자신의 즐거움과 스타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 조직과 집단내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행동이 수반된다는 의미가 매우 중

요하게 여겨진다(Deci & Ry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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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과 동일시 할 때 조직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동화시키

므로 조직의 목표는 내면화된다(Deci & Ryan, 2000). 성공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상에 대한 기대외적 동기가 있는 개인이 지속되는지 

여부는 성공적인 과제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창조적인 행동에 자극

을 준다. 또한, 조직 목표의 내면화는 개인이 자기 통제를 위한 기본적인 인간 욕구

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통제 할 수 있다는 감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Deci & Ryan, 

2000).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한 열의와 노력을 촉진한다. 이러한 유사성

은 우리에게 고유한 동기 부여(Amabile, 1988; Tierney, Farmer, & Graen, 1999; 

Shin & Zhou, 2003)와 같은 식별이 창조성이 명확하게 가치가 있는 작업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지속성과 창조적 노력을 자극한다. 종합하여 우리는 창조적인 노력의 

매개를 통해 WLB와 대인조화가 혁신 행동에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한

다.

4. 혁신 행동(Innovative Behavior)

혁신 행동(Innovative Behavior)이란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과업 또는 조직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도 이 정의를 따른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경영혁신’을 경영화두로 강조하였다(정원석, 

2014).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하에서 혁신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가

늠하게 할 뿐 아니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경쟁자와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여 경쟁

우위를 선점하게 하는 핵심자원이자 전략적 수단이다(Kheng & Mahmood, 2013). 게

다가 고객의 요구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조직 구

성원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제조 공정이나 서비스 혁신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요인

은 다양하겠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원 개개인의 ‘혁신 행

동’을 촉진하는 것이다(김태구, 이계희, 2012). 

혁신 행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Amabile(1983)은 창의적 아이디어

를 확보하고 이를 유용한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

고, Scott & Bruce(1994)는 창의성으로부터 시작되며 새로운 기술 또는 제조공정이

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실행에 필요한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고 스케줄을 잡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즉, 혁신적 업무행동은 새로운 아이

디어 개발에 초점을 맞춘 창의성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아이디어 개발뿐 아니

라 홍보, 실행, 확산까지 포함하여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한다(이지우, 

2002). 

어떤 조직이든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구

성원들이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지속적인 성

장과 발전을 꾀하고 있다. 기업은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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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을 시어주고 조직에 대한 몰입과 업무에 대한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이강수, 2014). 조직 구성원들이 직장에서 자신들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경

우 직무에 더욱 만족을 할 뿐만 아니라 직무에 더 높은 몰입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Claessens, Van Eerde. Rutte & Roe, 2004). 

일과 삶의 균형에서 일에서 오는 시간압박은 일과 삶의 갈등을 만들고 이는 종업

원들의 혁신행동을 감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이강수, 2014). 조직 구성원이 조직

에서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통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되며 이는 신체적, 심

리적 에너지가 균형 상태에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통제소제가 내재화된 

상태로 내적통제 소제가 높을수록 혁신적 업무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Spector, 

1982:Bl며, 1993). 결국 개인의 심리적 안정은 잠재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으며 효

율적인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권혁남, 전상길 2010). 

III. 연구 모형 및 가설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WLB)이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 그리고 혁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이 일과 삶의 균형(WLB)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

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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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인 일과 삶의 균형(WLB)은 일과 그 이외의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일•가정 균형(WLB_F), 일•성장 균형(WLB_G) 그리고 일•여가 균형(WLB_L)의 

세 가지 하위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종속 변수로는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 행동을 선택하였

다. 매개 변수로는 국내 논문에서 변수 활용으로 찾아보기 힘든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을 

통해 WLB와 혁신 행동 간의 간접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1] 연구 가설

H1 일과 삶의 균형은 대인 조화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1-1 일•가정 균형은 대인 조화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1-2 일•성장 균형은 대인 조화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1-3 일•여가 균형은 대인 조화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2 일과 삶의 균형은 창의적 노력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2-1 일•가정 균형은 창의적 노력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2-2 일•성장 균형은 창의적 노력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2-3 일•여가 균형은 창의적 노력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3 일과 삶의 균형은 혁신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3-1 일•가정 균형은 혁신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3-2 일•성장 균형은 혁신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3-3 일•여가 균형은 혁신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4 대인 조화는 창의적 노력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5 대인 조화는 혁신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6 창의적 노력은 혁신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7 일과 삶의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대인 조화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H7-1 일•가정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대인 조화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H7-2 일•성장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대인 조화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H7-3 일•여가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대인 조화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H8 일과 삶의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노력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H8-1 일•가정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노력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H8-2 일•성장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노력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H8-3 일•여가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노력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H9 일과 삶의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H9-1 일•가정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H9-2 일•성장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H9-3 일•여가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WLB)이 대인 조화, 창의적 노력 그리고 혁신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일과 삶의 균형(WLB)은 일과 그 외의 영역에서 시간적,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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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질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는 상태

라 정의하며, WLB의 하위 요인을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일•가정 균형(WLB_F), 일•성장 

균형(WLB_G), 일•여가 균형(WLB_L)의 세 개의 영역으로 한정 짓는다. WLB 측정을 위한 

문항들은 김정운, 박정열(2008)의 척도 중 일부를, Valcour(2007)의 척도, 그리고 Carlson 등

(2009)의 척도 일부를 본 연구에 맞게 발췌, 수정하여 하위 변수별로 각각 5개씩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혁신행동은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과업 또는 조직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Scott & 

Bruce(1994)의 척도 6개를 기초로 Janssen(2001)이 활용한 척도 9개 중 본 연구에 맞는 5개

를 활용하였다. 대인 조화는 Leung 등(2011)의 척도와 Valcour(2007)의 척도 중 일부를 발취

하여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창의적 노력은 Hirst 등(2009)의 척도와 George & Zhou(2001)의 척도 중 일부를 활용하여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핵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되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2] 일과 삶의 균형(WLB)의 측정항목

요 인 측 정 문 항 척도 근거

일•가정

균형

WLB_F

1. 나는 일이 많아도 가족의 중요한 기념일이나 행사는 잊지 않는다.

김정운, 박정열

(2008)

Valcour
(2007)

Carlson et al
(2009)

2. 나는 일과 가정의 두 영역에서 적절히 시간을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3. 나는 일과 가정 두 영역에 적절히 관심을 기울인다.

4. 나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한다.

5.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성장

균형

WLB_G

1. 나는 일이 많아도 자기 계발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고자 한다.

2. 나는 일과 자기 계발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고자 한다.

3. 나는 일과 자기 계발 두 영역에서 적절히 시간을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4. 나는 일과 자기 계발 두 영역에서 적절히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하고

있다.

5.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일과 자기 계발을 균형 있게 잘하고 있다고 말

한다.

일•여가

균형

WLB_L

1. 나는 일과 여가 생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2. 나는 일이 많아도 여가의 중요성은 잊지 않는다.

3. 나는 일과 여가 두 영역에서 적절히 시간을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4. 나는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한다.

5.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일과 여가생활을 균형 있게 잘하고 있다고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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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인조화, 창의적 노력, 혁신행동의 측정항목

요 인 측 정 문 항 척도 근거

대인

조화

I.H

1. 나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Leung et al
(2011)

2. 나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참을성 있게 기꺼이 타협하고자 하는 편이다.

3. 대인 관계의 조화는 내 인생에서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여긴다.

4. 나는 조직을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도중 동료(상사, 부하 포함)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Valcour
(2007)

6. 나는 동료(상사, 부하 포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잘 느끼지 않는다.

7. 7. 나는 직장에서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다.

창의적

노력

C.E

1. 나는 업무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다.

Hirst et al
(2009)

2. 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다.

3. 나는 설령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대가 하는 업무에 새로운 접근방식을 시도
   하기를 좋아한다.

4. 나는 작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다. George 
& Zhou
(2011)5. 주위 사람들은 나를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혁신

행동

I.B

1. 나는 직장에서 업무나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종종 찾아낸다.
Scott & 
Bruce
(1994)

Janssen
(2001)

2. 나는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종종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3.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주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편이다.

4.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상사의 승인을 잘 얻어내는 편이다.

5.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하는 편이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경경영지원단의 경영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직원들과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응답은 온라인을 통한 자기 기입방법을 적용하였

다. 설문은 2017년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회수된 351명의 응답 중 16개의 

불성실 응답을 제거하고, 337개의 유효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37명에 대한 인구통

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4]에 정리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8.0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고, 변수 정화 작업 후 간접효과를 포함한 가설 검증을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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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99 59

여 138 39

연령

20대 17 5

30대 44 13

40대 145 43

50대 111 33

60대 이상 20 6

결혼 여부

미혼 54 16

기혼
맞벌이 155 46

홑벌이 108 32

기타 20 6

부양 가족

없슴 57 17

1명 34 10

2명 81 24

3명 104 31

4명 44 13

5명 이상 17 5

포지션

실무자 118 35

관리자

중간 관리자 125 37

고위 관리자 40 12

최고 경영자 54 16

조직 인적 규모

10인 이하 118 35

50인 이하 94 28

100인 이하 34 10

500인 이하 23 7

1000인 이하 24 7

1000인 이상 44 13

4.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선행연구 결과에서 추출되어 수정 보완된 설문 문항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주성분 분

석과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KMO 유의도 p=0.000으로 획득

한 자료의 요인분석 적합성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6개의 요인이 전체분산의 

70.855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의 검증 과정에서 4개의 항목들

이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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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측정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결과

변

수
요인 측 정 문 항

요인

적재

치

신뢰

도

(α)

독

립

변

수

일•

가정

균형

WLB

_F

2. 나는 일과 가정 두 영역에서 적절히 시간을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811

.878
3. 나는 일과 가정 두 영역에 적절히 관심을 기울인다. .830

4. 나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한다. .822
5.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다.
.670

일•

성장

균형

WLB

_G

1. 나는 일이 많아도 자기 계발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고자 한다. .810

.929

2. 나는 일과 자기 계발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고자 한다. .834

3. 나는 일과 자기 계발 두 영역에서 적절히 시간을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862

4. 나는 일과 자기 계발 두 영역에서 적절히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하고 있다. .830

5.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일과 자기 계발을 균형 있게 잘하고 있다고 말한다. .728
일•

여가

균형

WLB

_L

1. 나는 일과 여가 생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674

.901
3. 나는 일과 여가 두 영역에서 적절히 시간을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861

4. 나는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한다. .855

5.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일과 여가생활을 균형 있게 잘하고 있다고 말한다. .758

매

개

변

수

대인

조화

I.H

1. 나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

한다.
.651

.775

2. 나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참을성 있게 기꺼이 타협하고자 하는 편

이다.
.753

4. 나는 조직을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553

5. 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도중 동료(상사, 부하 포함)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712

6. 나는 동료(상사, 부하 포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잘 느끼지 않는다. .609

7. 나는 직장에서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다. .717

창의

적노

력

C.E

1. 나는 업무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

울이는 편이다.
.814

.892

2. 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

울이는 편이다.
.841

3. 나는 설령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대가 하는 업무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를 좋아한다.
.738

4. 나는 작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다. .740

종

속

변

수

혁신

행동

I.B

1. 나는 직장에서 업무나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종종 찾아낸다. .664

.891

2. 나는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종종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719

3.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주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편이다. .801

4.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상사의 승인을 잘 얻어내는 편이다. .788

5.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하는 편이다. .692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0.90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6310.716, p = .000 (df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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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증 분석

1. 인과 관계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2 

mediators)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6(2 mediators)을 적용한 본 연구 

모형은 독립변수 3개와 매개변수 2개 그리고 종속변수 1개로 구성되었다.

[표 6] WLB와 대인조화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결과

Direct Effect coeff se t p LLCI ULCI

Constant 2.8719 0.1416 20.2886 0.0000 2.5935 3,1504

WLB_F → 대인조화 0.1014 0.0445 2.2797 0.0233 0.0139 0.1889

WLB_G → 대인조화 0.0780 0.0391 1.9958 0.0468 0,0011 0.1548

WLB_L → 대인조화 0.0611 0.0433 1.4109 0.1592 -0.0241 0.1463

R=0.3093  R2=0.0956  F=11.7393(p=0.0000)

[표 6]에 보듯이 일과 삶의 균형(WLB)과 대인 조화의 인과 관계 분석에 따르면, 

일•가정 균형(WLB_F)과 일•성장 균형(WLB_G)은 대인 조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여가 균형(WLB_L)은 대인 조화에 유의한 영향

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는 일과 가정, 일과 성장은 대인간의 조화로운 관계에 시

너지를 유발하지만, 일과 여가는 대인관계와 배타적일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H1-1과 H1-2는 채택되었고, H1-3은 기각되었다.

[표 7] WLB와 창의적 노력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결과

Direct Effect coeff se t p LLCI ULCI

Constant 1.7181 0.2588 6.6391 0.0000 1.2090 2,2271

WLB_F → 창의적 노력 -0.0830 0.0548 -1.5139 0.1310 -0.1908 0.0248

WLB_G → 창의적 노력 0.3420 0.0481 7.1161 0.0000 0,2474 0.4365

WLB_L → 창의적 노력 -0.1024 0.0531 -1.9279 0.0547 -2.2069 0.0021

대인조화 → 창의적 노력 0.4124 0.0670 6.1555 0.0000 0.2806 0.5442

R=0.4920  R2=0.2420  F=26.5025(p=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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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서 보듯이 일과 삶의 균형(WLB)과 창의적 노력의 인과 관계 분석에 따르

면, 일•성장 균형(WLB_G)은 창의적 노력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고, 대인 조화 또한 창의적 노력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일•가정 균형(WLB_F)과 일•여가 균형(WLB_L)은 창의적 노력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는  일•성장 균형(WLB_G)이 다른 독립변수와는 달리 

업무와 상당히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대변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H2-2과 H4는 채택되었고, H2-1과 H2-3은 기각되었다.

[표 8] WLB와 혁신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결과

Direct Effect coeff se t p LLCI ULCI

  Constant 0.4183
0.203

9
2.0519

0.041

1
0.0171 0.8195

  WLB_F → 혁신행동 0.0418
0.040

7
1.0278

0.304

8

-0.038

2
0.1219

  WLB_G → 혁신행동 0.0967
0.038

2
2.5325

0.011

8
0.0216 0.1719

  WLB_L → 혁신행동 0.0462
0.039

6
1.1670

0.244

1

-0.031

6
0.1240

  대인조화 → 혁신행동 0.1120
0.052

4
2.1383

0.033

2
0.0090 0.2150

  창의적 노력 → 혁신행동 0.5562
0.040

6

13.687

8

0.000

0
0.4763 0.6362

R=0.7232  R2=0.5229  F=72.5463(p=0.0000)

[표 8]에서 보듯이 일과 삶의 균형(WLB)과 혁신 행동 간의 인과 관계 분석에 따

르면, 일•성장 균형(WLB_G)은 혁신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고 2개의 매개변수인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은 모두 혁신행동에 정(+)의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가정 균형(WLB_F)과 일•여가 균형

(WLB_L)은 혁신 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 또한 [표 7]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성장 균형(WLB_G)이 다른 독립변수와는 달리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

며 대인조화 역시 조직 내 혁신 행동과는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의적 노력은 혁신 행동의 초기 단계인 아이디어 개발 단계와 견줄 수 있을 만

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높은 회귀계수(coeff=0.5562)가 대변해주고 있다. 

따라서 가설 H3-2과 H5 그리고 H6은 채택되었고, H3-1과  있다는 3-3은 기각되었

다. 아래의 <그림 2>는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모형에 대입하여 

채택된 가설은 실선, 기각은 가설을 점선으로 표시하였으며, 각각의 인과 관계 경로

에 회귀계수를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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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변수들간의 인과관계 분석결과

2. 간접효과 분석

다음의 [표 9]은 일과 삶의 균형(WLB)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의 매개 작용이라 볼 수 있는 간접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표 9]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의 간접효과 분석결과

Indirect Effect Effect Boot SE BootLLCI BootULCI

WLB_F → 대인조화 → 혁신행동 0.0114 0.0097 -0.0003 0.0391

WLB_F →- 대인조화 → 창의적 노력 → 혁신행동 0.0233 0.0140 0.0010 0.0568

WLB_F → 창의적 노력 → 혁신행동 -0.0461 0.0332 -0.1123 0.0191

WLB_G → 대인조화 → 혁신행동 0.0087 0.0070 -0.0005 0.0285

WLB_G → 대인조화 → 창의적 노력 → 혁신행동 0.0179 0.0099 0.0006 0.0400

WLB_G → 창의적 노력 → 혁신행동 0.1902 0.0326 0.1301 0.2571

WLB_L → 대인조화 → 혁신행동 0.0068 0.0066 -0.0016 0.0257

WLB_L → 대인조화 → 창의적 노력 → 혁신행동 0.0140 0.0101 -0.0051 0.0360

WLB_L → 창의적 노력 → 혁신행동 -0.0570 0.0320 -0.1246 0.0012

위의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가정 균형(WLB_F)과 혁신 행동과의 관계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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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을 동시에 경유하는 경우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대인 조화나 창의적 노력만을 경유하는 각각의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성장 균형(WLB_G)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는 대인 조화만을 경유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지만, 창의적 노력만을 경유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하며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 모두를 경유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
여가 균형(WLB_L)은 어떠한 경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의 결과는 기업이 주목해야 할 결과로 보아진다. 구성원들의 복지나 

조직 유효성과 관련한 제도의 기획에 있어 단순히 구성원들의 가정사나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직 내의 대인조화와 창의적 노력을 거슬러 혁신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0] 분석결과

연구 가설 채택여부

H1 일과 삶의 균형은 대인 조화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1-1 일•가정 균형은 대인 조화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O

H1-2 일•성장 균형은 대인 조화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O

H1-3 일•과 여가의 균형은 대인 조화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X

H2 일과 삶의 균형은 창의적 노력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2-1 일•가정 균형은 창의적 노력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X

H2-2 일•성장 균형은 창의적 노력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O

H2-3 일•여가 균형은 창의적 노력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X

H3 일과 삶의 균형은 혁신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3-1 일•가정 균형은 혁신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X

H3-2 일•성장 균형은 혁신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O

H3-3 일•여가 균형은 혁신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X

H4 대인 조화는 창의적 노력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O

H5 대인 조화는 혁신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O

H6 창의적 노력은 혁신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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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간접효과 분석결과

연구 가설 채택여부

H7 일과 삶의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대인 조화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X

H7-1 일•가정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대인 조화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X

H7-2 일•성장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대인 조화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X

H7-3 일•여가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대인 조화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X

H8 일과 삶의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노력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H8-1 일•가정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노력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X

H8-2 일•성장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노력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O

H8-3 일•여가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노력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X

H9
일과삶의균형과혁신행동의관계에서대인조화와창의적노력은간접효과가있을것

이다.

H9-1
일•가정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

이다.
O

H9-2
일•성장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

이다.
O

H9-3
일•여가 균형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

이다.
X

VI. 결과와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을 가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균형(WLB), 대인

조화, 창의적 노력 및 혁신행동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WLB)과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대인조화와 창의적 노력의 간접효과의 유의성

을 밝히고자 하였다. 매개 모형의 간접효과 분석을 위해 기존 연구에서 아직 널리 

사용하지 않고 있는 Hayes(2013)의 PROCESS Macro 분석 Tool을 활용하였다. 더불

어 일과 삶의 균형(WLB)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최근의 연구 추세에 맞춰 일•가정 

균형(WLB_F), 일•성장 균형(WLB_G)그리고 일•여가 균형(WLB_L)이라는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하위변수로 구분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WLB)의 다양한 영역이 조직 내

에서 구성원으로서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일•가정 균형(WLB_F)은 대인 조화 향상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과 가정생활에서의 조화로운 균형이 이루어질수록 직장 내 대인

관계의 조화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또한 일•가정 균형(WLB_F)이 기존

의 연구와 같이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 중 하나인 대인조화와 창의적 노력이라는 매개를 거치면서 간접효과로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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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성원들의 업무와 가정의 안정적인 균형이 조직 내 창의적 분위기 향상에 기여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성장 균형(WLB_G)은 대인 조화, 창의적 노력, 그리고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매개 변수인 창의적 노력을 거쳐 혁신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업무와 깊은 관련이 있거나 더 나은 업무를 위한 

자기 계발 또는 커리어를 축적하는 것은 창의적 노력과 조직 내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줌으로써 조직 내의 혁신행동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또한 일•여가 균형(WLB_L)은 그 어떤 변수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2개의 매개 변수를 통한 간접 효과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

다. 앞에서 분석된 다른 2개의 독립변수인 일•가정 균형과 일·성장 간 조화와는 

달리 일•여가 균형(WLB_L)은 시너지 관계보다는 배타적 관계가 더 가까운 것이라

고 풀이된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의 안정과 자기 계발을 통한 활동은 조직 내에서

의 창의성 및 혁신활동에 기여하지만, 취미 활동 등을 포함한 여가 활동은 이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와는 달리 여가 활동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여 이를 통해 조직 내에서 창조적 활동으로 연계되기 보다

는 다소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외국의 논문

의 사례를 보면 여가란 기본적으로 쉼과 휴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마치 그림의 

여백을 떠올린다. 그 여백으로 인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혁신적 행동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한 결과가 아닌가 추측된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첫 번째 매개 변수인 대인조화는 창의적 노력과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 매개 변수인 창의적 노력 역시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조화로운 대인 관

계가 정보교환이나 심적 안정감을 통해 더욱 활성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제

안 및 혁신적 행동 연계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일과 일 이외의 여려 영역

과의 조화 특히 일과 가정과 자기 계발이라는 3개의 영역이 상호 긍정적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기업의 관점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가정과 자기 계발 노력이 업

무의 유효성에 직,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재 확보와 조직의 유효

성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경경영지원단의 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 회원사의 직원들과 직업을 

가진 일반인들 351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정한 표본 프

레임 없이 진행되어 표본 추출에 있어 방법의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모형 구성 

단계에서도 국내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인 조화나 창의적 노력이라는 변수를 

일과 삶의 균형(WLB)과 혁신행동 간의 매개변수로 활용한 점은 연구의 지평을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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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탐색적 연구모형을 구축했다는 의미도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선행연구가 미

흡하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표본의 대표성을 충족시킬 수 있

는 연구를 통해 산업별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하이테크 산업과 

비 하이테크 산업간, 또는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간의 차이분석 같은 경우는 유용

한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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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운

호서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호서대학교 테크노경영학과 박

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며, 컨설팅 업체인 비앤에이컴퍼니(주)의 대표이기도 하다. 

‘나의 직업은 아빠입니다’ 라는 가족소통 관련 도서의 저자이기도 하며 이를 기

반으로 현재 가족소통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한국국악협회 성북지부 사무장을 맡

고 있으며, 가.무.악을 넘나드는 국악을 특기로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와 소통

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조직과의 소통, 개인 간의 소통이며 어떠한 주제도 경영학

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우

호서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호서대학교 테크노경영학과 박

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며, 현재 회계법인 ‘다한’에서 사무장으로 재직 중이다. 숫

자에 대한 완벽주의자답게 통계프로그램을 통한 실증분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서상혁

1989년 3월 프랑스 Grenoble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한국

생상기술연구원과 한국 산업기술 평가원에서 다년간 정책연구단장, 연구위원을 역

임하면서 기술기획 및 기술사업화 분야에서 연구하였다. 사회활동으로는 한국기술

혁신학회의 학회장, 기업 기술가치 평가협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호서대학교 일반

대학원 테크노경영학과와 글로벌창업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하이테크 마케팅

과 정보마케팅, 성과분석과 기술마케팅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

다. 학문적 분야 외에는 성악과 영적인 내면의 소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