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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ICT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조직몰입 및 직무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인 근무제도와 휴가

제도들이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한국 ICT 기업들만이 가지는 특징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키워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Family-friendly),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직무성과(Job Performance),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이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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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는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직이 정책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1]이며, 그러한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것이다. [2]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

다. 이는 일과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정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일외의 

삶에 대한 조직의 지원도 포함하게 된다.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 오늘날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면서 근로자를 둘러싼 일과 가정의 갈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3]의 실증연구에

서는 일과 가정의 갈등이 개인과 가족, 직장 동료 및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친

화적 조직문화의 확대와 조직 내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이 제기 되고 있다. 그리고 [4]의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이 

직무태도와 자기 효능감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이 조직에 헌신적으로 종사하며 높은 동기부여 수준 즉, 자기 효능감을 

가지는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중 근무제도와 휴가제도들이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5]는 중국, 인도, 케냐, 태국 등 4개 개발도상국의 은행업계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이 조직몰입과 직장·가정 갈등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실증분석결과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이 

조직의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직장·가정의 갈등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4개국의 노동유연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4개국 중 

케냐와 태국은 보육관련 가족친화프로그램이 조직몰입과 직장·가정 

갈등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의 관계적 교환으

로서 제관계적 자본(relational capital), 교환 환경(exchange 

climate), 제휴 성과(alliance performance)라는 세 가지 측면이 고려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6]은 가족친화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가족휴가정책, 배우자고

용지원제도, 보육제도 등의 직무몰입의 중요요인으로 제시하였다.

[7]은 가족친화적 근무 시간제에 관한 연구에서 국가별, 산업별, 

기관별로 그 효과와 방향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시사하지만 가족친화적 

근무시간제도가 조직성과의 중요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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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는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가족친화적 휴가제도는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직무몰입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는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5: 가족친화적 휴가제도는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III. Conclu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ICT기업의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인 근무제도

와 휴가제도가 직무몰입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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