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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이 선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 숙 경*

요 약
본 연구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조직공정성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통하여
직무만족과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다시 선제적 행동으
로 연결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어 3년 이상 경과한 기업 구성원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18.0과 AMOS를 이용하여 기초통계,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상관관계, 요인분
석,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조직신뢰, 직무
만족, 선제적 행동의 관계에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조직신뢰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선제
적 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공정성이 가족 친화적 조직문
화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여 조직공정성 증대와 가족친화제도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가족친화인정기업, 직무만족, 조직문화, 조직공정성, 선제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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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7년 하반기 노동운동의 활성화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
부와 기업차원의 개선 노력이 있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자들은 임금뿐만 아
니라 종합적인 개선을 통한 실질생활수준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와 사용
자도 근로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후 몇 차례의 경제위
기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기업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하여 왔다. 이에 구조조정 방안과 같은 개혁들과 더불어, 근로복지를 조직성과
향상의 방편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즉, 성공적인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간의 중요한 차이는 사람들의 일하는 방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직
의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구성원스스로의 노력과 행동을 강조하
며 이를 유도하는 방법으로서 근로복지가 활용되고 있다. 동시에 직무에 만족하
고 조직에 몰입하며 헌신하는 직무태도는 직장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무
수행 능력 및 성과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의 경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
는 주요한 요인(김호균, 2007)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몰입하고 헌신한다면 직무성과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겠지만, 조직구성원이 직장과 가정에서 과도한 역할부
담과 갈등을 겪게 된다면 에너지 손실과 직무수행 능력의 저하 등의 영향을 받
게 되어 직무성과가 저하되고 결근, 근무태만, 이직 등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
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이 요구하는 직무요구가 많아지게 될 때 조직구성원들
은 조직에 대해 갈등을 느끼게 되어 조직에 몰두하지 못하게 되며 정서적·신체
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므로 조직 안에서 대인관계에 있어 비인간화 되고,
심리적 거리감을 두어 고통을 겪게 된다(Smith 등, 1983).
이러한 조직구성원의 몰입을 높이고 조직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을 조
직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업에서 이
와 같은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제도와 정책들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공정성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예컨대, 인적자원관리정책에서 개인
은 인사결과의 공정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을 첫째, 자신의 투입량과 조
직의 보상 둘째, 동료의 인사결과와의 비교, 셋째, 인사와 관련된 공식적 절차의
공정성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이 어느 정도 공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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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것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조직에 대한
신뢰는 물론 선제적 행동 등 직무 상황에서 그들의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태도와
행동형성에 영향(Katz, 1964)을 주기 때문에 조직의 입장에서 조직공정성은 매
우 중요하다.
한편, 구성원이 지각하는 조직공정성의 정도가 조직 내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신뢰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
또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신뢰자체가 조직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
도 및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는 공정성을 포함하는 믿음이
기 때문이다. 즉, 조직공정성에 대한 지각과 신뢰형성은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
러한 조직공정성의 효과인 구성원의 태도 및 행동이 신뢰에 의해 매개된다면 이
러한 관계를 매개하는 신뢰차원이나 수준에 따라 조직효과성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시사점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효과성성의 측정개념으로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것이

선제적

행동

(Proactive Behavior)이다. 선제적 행동은 조직혁신의 인적 경쟁력 요소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혁신, 창의성과는 차이가 있다. 혁신적 행동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속한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새
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선제적 행동을 하는 조직 구성원들
은 이를 통한 추가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의 결과로 조
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역할 내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역할 외의
행동이 필수불가결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일찍부터 있어 왔다(Leventhal, 1980).
동시에 선제적 행동과 같은 조직효과성을 설명할 수 있는 행동 변수들에 있어
서,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속성에 따라 이러한 관계성이 창출되는 과정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Layland 등, 2002). 이에 따라 최근 “사람을
통한 기업경쟁력의 제고(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people)”를 실천하는
기업경영방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성과를 결정짓는 내재적 요인을 세분화
시키고, 이러한 세분화된 경쟁우위 요소가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구
성원의 자율적이며 적극적인 노력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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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석(2006)은 인간의 존재지향성과 통제방식을 기준으로 네 가지 인적자원관
리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통제형(control type), 가부장형(paternalistic
type), 스타형(star type) 및 헌신형(commitment type)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인적자원관리 방식을 기준으로 사람에 대한 통제방식과 교환관계 특성으로 나눈
것이다. 헌신형은 관계지향적이며 자율기반 통제방식을 가지고, 가부장형은 관계지
향적이며 권위기반 통제방식을 가져서 직원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나 업
무수행의 자율성이 제한적이다. 스타형은 개인지향적이며 자율기반 통제방식을 가
져 참여나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직원들간 개인주의와 과도한 경쟁이 강조되어 높
은 이직률과 낮은 고용보장성의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형 인적자원관리 시
스템은 개인지향적이며 권위기반 통제방식을 특징으로 하여 자율성이나 참여를 부
여하지 않고 직접적 관리감독과 규칙에 의한 통제를 강조한다(배종석, 2006).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었던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구성의 형태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의 구성형태에 따른 정책 혹은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정책은 직장에 다니는 기혼 여성과 한
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과 비교해 볼 때 다양한 노동력의
구성형태와 괴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성도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와 사회참여의 증가로 가정에서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
으며 직장에서의 요구와 함께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직장-가정 갈등은 직장에서의 일이 개인의 가정생활에 영향(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WIF)을 주는 것과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family
interference with work: FIW)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갈등은 서로 영
향을 미치며 두 갈등 간에는 정적인 상관을 갖는다(Frone, Russell and Cooper,
1992). Winslow(2005)는 미국 직장인의 직장과 가정의 역할균형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들은 결혼생활과 부모역할, 배우자 역할 및 직장인으로서의 위
치에서 직장-가정 갈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Winslow, 2005). 국내에서는 장
재윤과 김혜숙(2003)과 가영희(2006)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이들은 직장-가정
갈등의 두 차원을 분리하여 연구했다. 두 연구 모두 WIF가 FIW보다 개인의 생활
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직장-가정
갈등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겪는 것으로 이야기 된다. 장재윤과 김혜숙
(2003)은 전통적 성역할 관점으로 이러한 이유를 설명하며, 여성은 기본적으로
가정생활에 충실한 것을 자신의 성역할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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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기업의 제도가 개인의
역할갈등이나 심리적 차원, 개인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개인적 요인만을 확인하
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기업의 가족 친화적 제도에 대하여 구성원이 지각
하는 조직공정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선제적 행동과 같은 장
기적 관점의 자발적․창의적 행동을 예측하는 조직효과성변인을 다루고 있는 연
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조직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 및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공정성의 변인
들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조직공정성은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문형구 등, 2009)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
족친화인증기업의 조직공정성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통한 직무만족과 조직
신뢰에 이르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다시 선제적 행동으로 연결되
는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조직관련 연구에서 공정성은 조직에 대한 혹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태도
나 인식,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로 다뤄지고 있다.
구성원들이 자신이 받는 대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분배공정성은 구성원이
받는 보상의 총합을 조직에 대한 기대와 비교한 뒤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인
지의 정도이다.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은 보상의 총합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수
단과 절차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개인의 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후 절차공
정성에 대한 연구가 확장됨에 따라 처우의 질에 관한 비공식적인 측면이 상호공
정성의 개념으로 절차공정성 개념에서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개념으로 발달하게
되었다(김주엽, 2006).
조직 내의 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조직구성원들의 동기유발요인으로서 그 효과
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동기부여와 조직 몰입을 통해 조직 효
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공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조직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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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과, 선제적 행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이 자신
에게 제공한 보상 자체와 결정과정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하면 역할 내 행동을
넘어서는 선제적 행동을 함으로써 조직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Niehoff 등, 1993).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이 선제적 행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신뢰나 상관과의 관계, 종업원의 노력, 조직의 지원
등의 매개변수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Moorman 등, 1998).
앞서 공정성의 개념에 대해 논의한 바와 같이 초기에는 분배공정성에 연구주
제가 집중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절차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의 영향력 비교로 연구초점이 이동하였다(우현우·심원
술, 2005). 한편, 대부분의 공정성 연구들은 이처럼 서로 특징을 달리하는 공정
성 하위차원들이 다양한 유형의 조직효과성 변수들에 대해 갖는 차별적인 영향
력 검증을 시도해왔다. 이 연구들은 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조직시
민행동, 조직효과성 등에 대해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간 어떤 영향력의 차이
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Greenhanus 등, 1985; Konovsky 등, 1994; 유태
용·최명옥, 2005). 이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절차공정성은 주로 조직 성과와
관련된 변수에 대해, 분배공정성은 주로 개인 성과와 관련된 변수에 대한 예측
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cFarlin 등, 1992).
이와 함께, 선행연구에서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기업의 제도가 개인의 역
할갈등이나 심리적 차원, 개인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룸으로써 가족 친
화적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Morrison,
1994). 조직성과 측정 변수 중 직무만족은 개인들이 직무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느끼는 정도이며, 직원들이 수행하는 과업과 직무수행의 물리적 사
회적 조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Steers & Porter(1991)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 차원(급여, 승진기회 등), 작업 환경
(감독 유형, 의사결정 과정, 작업 팀의 크기 등), 직무특성(범위, 역할 모호성
등), 그리고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직무행동을 과업행동과 비과업 동으로 구별하고 비과업행동을 또한 긍
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김경석·문형구, 2005) 조직시
민행동과 업무수행행동 등은 모두 수동적인 행동 특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새로
운 변화환경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의 구성개념을 구체화하려는 연구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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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되었다(Morrison & Phelps, 1999). 대표적인 행동으로서 선제적 행동을 들
수 있는데(Crant, 2000; Parker, Williams, & Turner, 2006), 현재의 상황을 개
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현재 상황에 수세적으로 대응하
기보다는 현상(status quo)에 도전하는 유형의 행동을 선제적인 행동이라고 표
현할 수 있다(Crant, 2000).
Crant(2000)은 선제적 행동을 일반적인 행동유형과 맥락특수 행동유형으로
구별하였는데,이들 행동을 결정하는 4가지 구성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제적 행동은 선제적 성격과 관련성이 있다. Bateman & Crant(1993)은
선제적 성격의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상황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변화를
주도하는 성향을 보이며, 직무성과, 리더십, 조직혁신과 팀성과를 높이는데 역할
을 함을 밝혔다. 둘째, 선제적 행동은 진취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 진취적 성향
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현재 주어진 역할을 넘어선 적극성을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Frese, Kring, Soose, & Zempel, 1996). 셋째, 역할범주 자기효능감
(role breadth self-efficacy)의 성향을 보인다. 역할범주 효능감은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기술적인 역할 범위를 넘어서 넓은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의 지
각 정도를 의미하는데 선제적 행동은 이와 같은 역할범주 자기효능감의 특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책임성 행동(taking charge)과 관련성이 있다. 책임성 행동
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현상에 도전하고자 하며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정착시키려
는 노력을 기울인다. 결국 선제적 행동은 이와 같이 4가지 행동의 특성의 중추
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으며, 조직 및 업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현재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
할범위를 넘어서서 업무 수행하는 적극적이고 자발성을 보이는 행동을 의미한다
(최태희 & 정진철, 2007).
Ashford와 Black(1996)은 신입사원들은 새로운 조직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확
보하려는 개인적동기와 이와는 반대로 진입상황의 통제 불가능성간의 괴리를 경
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지부조화는 신입사원들의 선제적행동을 유인하게 된다
고 하였다. Lee와 Morrison (1996)은 정보추구와 같은 신입사원의 선제적행동
은 업무숙달, 역할명확화, 사회적 통합 과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한바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조직에서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요소들이
그 결과변수로써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서 인사공정성의 결과변수로서 선제적 행동을, 그리고 그 관계에서 가족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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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와 직무만족 및 조직신뢰의 역할을 파악한다. 선제적 행동은 조직시민
행동과 자발적인 태도 및 행동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조직시민행동이 직무적
차원을 다루는데 비하여 선제적 행동은 개인 차원의 정서적, 심리적 자발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Winslow, 2005; 김주엽, 2006) 그 영
향력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선제적 행동은 조직시민행동과 차이가 있으며,
조직공정성은 선제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Thompson 등(1999)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직이 근로자의 일과 가족
생활의 통합을 중시하고 지원하는 정도에 대한 공유된 가정, 믿음 그리고 가치”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세가지 요인으로
첫째, 구성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직의 기대정도, 둘째, 가정 일에 소비하는 시
간이나 사내 복지프로그램 사용이 자신의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
다는 우려정도, 셋째, 가정역할 책임에 대한 조직의 관리적 분위기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직장-가정 갈등이다.
직장-가정 갈등은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생활영역에서의 역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호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역할갈등의 한 형태이다. 이는 보
통 직장-가정 혹은 가정-직장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적인 과정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순환적 과정
이다. 이러한 지속되는 갈등으로 몰입의 감소, 심리적 갈등과 과업 갈등 및 관
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장과 가정생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다.
Muchinsky(2000)는 조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직 구성원들의 태만,
결근, 이직이 늘며 직무수행 능력이 줄어들어 결국 회사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성격유형, 배우자의 취업 여
부, 스트레스 해결 성향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주로 다뤘으나 이러한 변인은
조직차원에서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직 문화, 제도, 직무 구조
등과 같이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개선 가능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Konovsky, 1994).
그중 조직 문화는 개인이 소속된 기업이 공유하고 있는 변수이며 조직 효과성
에서 정적인 관계에 있음이 밝혀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장-가정 갈등과 조
직 효율성과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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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에서 Starrel 등(1992)은 조직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복지제도는 조직의
문화에 따라서 그 효과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조직 문화와 직장-가정
갈등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아무리 조직에서 가족친화적 정
책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상사나 동료가 이를 승인하지 않거나, 인사 평가 등
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각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이 구성원의 일과 가정 간 역할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조직공정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된
다. 특히 인사공정성의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영향력 검증은 매우 중요
하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목적이 기업의 가족 친화적 제도 실시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직무환경, 조직관리 및 인사제도와 그 맥을 같이 하
며,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는 기준은 공정성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의 조직 공정성은 하위 차원인
세 가지 공정성을 각각 독립 적인 요소로 파악(정기선‧장은미, 2005)하여 접근
한 연구가 많았다. 이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우선 절차공정성과 분배
공정성 간의 영향력 비교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행연구
에서 절차공정성이 분배공정성보다 조직유효성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상호작용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중
에서 어떤 차원이 조직유효성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결과가 일관
되게 보고되고 있지 않다. 예컨대 Moorman 등(1998)의 연구에서는 절차공정성
의 영향력은 없는 반면, 상호작용공정성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 반면,
Niehoff ＆ Moorman(1993)의 경우 분배공정성은 Organ(1988)이 제안한 다섯
하위차원 중 어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은 각각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하면, 절차공정
성과 상호작용공정성 모두 조직유효성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하나 절차공정성
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McFarlin, 1992).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의 측면에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선제적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 친화적(family-friendly) 조직문화는 직장
과 가정의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내부의 제도와 정책에
의한 조직문화라고 할 수 있다. 조직과 구성원 사이의 사회교환은 경제적 교환
관계가 구체적이고 계약적인 성격이 강함과 동시에 종업원은 자신의 공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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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막연한 대가를 기대할 뿐, 가치와 교환 시기 등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다
(Steers와 Luman, 1991).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과 관련하여 상
호작용 하는 타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행동들이 조직의 유
효성을 증진 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구성원의 몫이
기에 개개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Crant(2000)는 선제적 행동구조(선제적 성격, 개인의 자발성, 역할 범주 자기
효능감, 책임부담)와 개인차이(직무몰입, 목표지향, 선제적 피드백 요구, 성취욕
구)와 함께 상황적 요인(조직문화, 조직규범, 상황적 단서, 경영지원, 공적 또는
사적인 환경)이 선제적 행동을 거쳐 직무성과, 성공적 경력, 직무태도, 개인의
통제감, 역할 명료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Parker 등, 2006)하
였다. 또한 Parker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직무 자율성, 신뢰 등이 선제적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합리적 행동이론에 따르면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신념은 그 대상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에 기인한다. 이러한 태도는 구성원의 행동에 영
향을 주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조직에서의 공정성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의 인식을 높여서 조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Ajzen와 Fishbein, 1980). 이처럼 선제적 행동을 하는 개인은 문제 해결이나
조직의 변화에 있어서 보이는 행동에 탄력성과 자신감이 있고, 높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결함으로써 목표성취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선제적 행동의
특성들이 조직효과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정동섭·박지
룡, 2006).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도출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잠재변수들(조직공정성, 가족 친화적 조직문
화, 직무만족, 조직신뢰, 선제적 행동)간의 관계가 선행연구에서 어떻게 나타나
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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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델
가설1: 분배공정성 지각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2: 절차공정성 지각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3: 상호작용공정성 지각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조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선제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조직신뢰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조직신뢰는 선제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9: 직무만족은 선제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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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어 3년 이상 경과한 기업 구성원
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해당 기업에 소속되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서 근무하
는, 임원을 제외한 부장급 이하 성인남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11월말부터 2013년 1월말까지 2개월간이다.
본 실증조사는 일차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설문지로 해당 기업 담
당자의 도움을 얻어 표본을 확보한 다음, 본 연구자가 전화를 통하여 해당 기업
구성원에게 연구의 취지와 동의를 얻고, 직접 면접 및 우편 방식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최초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된 설문지 474부 중 불
성실한 응답 설문지 11부를 제외하여 유효한 표본 463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
였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Index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빈도

비율(%)

남

311

67%

여

152

33%

기혼

298

64%

미혼

165

36%

고졸이하

84

18%

대졸

266

57%

대학원 이상

11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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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132

29%

5년 이상~ 10년 미만

175

36%

10년 이상~15년 미만

106

23%

15년 이상

50

11%

일반 사원

204

44%

대리급

141

30%

과장급

84

18%

차장/부장급

34

7%

463

100

직위

합계

2.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1) 조직공정성
조직공정성은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으로 크게 세 가지 내용
으로 구성된다. 분배 공정성은 조직에서 인사 및 임금에 관한 결정이 구성원들의
1) 노력, 2) 성과, 3) 책임성, 4) 경력 등과 같은 요소와 얼마나 비례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Price ＆ Mueller(1986)가 개발한 분배공정성지수(Distributive
Justice Index)를 Moorman(1991), Niethoff ＆Moorman(1993)가 사용한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것을 번역하여 사용한 국내연구들의 설문문항을 참고
하였으며, 어색한 표현을 수정하여 최종 9 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절차공정성은
조직이 인사절차에서 사용하는 기준이나 제도 등이 얼마나 공정한가를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Moorman(1991)이 절차공정성을 공식적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
성 두 차원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공식적 절차공정성 척도로 사용한 것을 기본
으로 하여 다섯 문항을 채택하였다. 상호작용공정성은 인사에 관한 결정에서 상
관이 구성원들과 얼마나 적절한 상호작용(communication)을 하는가를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Moorman 등(1998)이 상호작용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과
Niethoff ＆Moorman(1993)을 바탕으로 강여진·장지원(2005)이 활용한 5개 문
항을 표현 수정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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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Allen 등(2003)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의 기업들이 기업의 효과성 및 성과
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의 직장-가정 균형에 관한 문헌
을 종합하여 14문항으로 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척도 14문항 중 국
내에서 번역하여 사용하면서 주로 활용되는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족 친화
적 조직문화에 관련된 척도는 모든 문항을 부정적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역산
(reverse)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사용된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의 Likert식 5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박보람 외(2006)에서 보고한 가족 친
화적 조직분위기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3) 조직신뢰
조직에 대한 신뢰는 구성원이 불확실 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 하였을 때
조직의 말과 행위에 일관성이 있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구성원의 감정으로
정의하였다. 이의 측정은 Nyhan과 Marlowe(1993)이 개발한 조직신뢰에 관한
5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구성원들이 그들의 공헌이
인정되는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측
정 하였다.

4)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Cook et al.(1981)이 제시한 이론을 적용하여 직무 자체에서 얻
는 내적 직무만족과 직무수행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외적 직무만족, 전반적인
직무만족으로 측정하였다. 직무만족의 측정을 위해서 1967년 미네소타 산업관
계 연구소에서 개발한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MSQ)를 번역한
뒤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4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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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제적 행동
선제적 행동은 개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데 있어 주도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정
의된다.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선제적 행동 척도는 Pitt et al.(2002)의 4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에 의해 측정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18.0과 AMOS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α 값을 분석하
고,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성개념의 신
뢰성과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구
성 개념들 간에 상호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구성 개념들 간의 상호관계를 검증하고,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인 AMOS를 이용하
여 공변량 분석(CSM: Covariance Structual Model)을 실시하였다.

4. 분석 결과

1)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앞에서 제시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구체화하여 작성한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 구성원이 인지하
는 조직공정성의 구성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공정성 지각을 묻는 내용의 설문
20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적용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표 2>에서 요인 1은 문항1에서 문항 9번까지(0.512~0.726)로 분배공정
성을 나타내어 ‘분배공정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문항 10에서 14번
(0.470~0.606)까지로 절차공정성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절차공정
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문항 15번에서 20번까지(0.435~ 0.644)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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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공정성과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상호작용공정성’ 요인으로 명명
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표준요인부하량이 0.435~0.726으로 단
일차원성을 충족시켰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
가 0.806~ 0.903으로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표 2> 회전된 요인계수표
문항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h2

공정성 1

0.72630

0.15694

0.17179

0.58164

공정성 2

0.67623

0.09658

0.19083

0.50303

공정성 3

0.64879

0.31607

0.18363

0.55454

공정성 4

0.64231

0.36947

0.21037

0.59332

공정성 5

0.63331

0.35757

0.20122

0.56942

공정성 6

0.62273

0.24056

0.27231

0.51981

공정성 7

0.58276

0.35088

0.13349

0.48055

공정성 8

0.54632

0.15297

0.25274

0.38573

공정성 9

0.51191

0.45344

0.21914

0.51568

공정성 10

0.43970

0.60592

0.29722

0.64881

공정성 11

0.46839

0.59274

0.25657

0.63656

공정성 12

0.47122

0.58570

0.29241

0.65059

공정성 13

0.34814

0.53415

0.27574

0.48254

공정성 14

0.11532

0.46988

0.43118

0.42000

공정성 15

0.36820

0.14932

0.64354

0.57200

공정성 16

0.38984

0.13598

0.63145

0.56919

공정성 17

0.42997

0.29105

0.57045

0.59500

공정성 18

0.21405

0.41583

0.50215

0.47088

공정성 19

0.05051

0.15229

0.44007

0.21940

공정성 20

0.11518

0.41392

0.43456

0.37344

고유치

4.81061

2.86878

2.66282

10.34221

설명분산%

46.51

27.74

25.75

XX

누적설명분산%

46.51

74.25

10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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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직공정성 요인의 신뢰도
요인

문항수

신뢰도(α)

변별도평균

M

SD

분배공정성

9

0.902560

0.673

4.29

1.00

절차공정성

5

0.851016

0.669

4.29

1.10

상호작용공정성

6

0.806017

0.570

4.30

0.97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4개 측정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표준요인부하량이 0.723~0.839로 가
족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단일차원성을 충족시켰고, Cronbach α 계수가 0.883
로 비교적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표 4>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의 요인계수표
문항

요인부하량

M

SD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1

0.82074

4.30

1.177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2

0.83945

4.37

1.207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3

0.79615

4.37

1.266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4

0.72326

4.33

1.210

신뢰도(α) 0.882737

M=4.34 SD=1.05

기업 구성원이 인지하는 조직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5개 측정변수의 탐색적 요
인분석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표준요인부하량은 0.670~0.829
로 조직신뢰에 대한 단일차원성을 충족시켰고, Cronbach α 계수가 0.880로 비교
적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평균을 보면 5번 문항이 4.64로 높게 나타나 높은 조
직신뢰의 수준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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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직신뢰의 요인계수표
문항

요인부하량

M

SD

조직신뢰 1

0.76929

4.13

1.353

조직신뢰 2

0.81055

4.23

1.269

조직신뢰 3

0.82959

4.31

1.221

조직신뢰 4

0.76030

4.36

1.313

조직신뢰 5

0.67047

4.64

1.347

신뢰도(α) 0.880027

M=4.33 SD=1.07

응답자의 직무만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4개 측정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결
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준요인부하량은 0.643~0.803로 직무
만족에 대한 단일 차원성을 충족시켰고, Cronbach α 계수가 0.855로 비교적 높
은 일치도를 보였다.
<표 6> 직무만족의 요인계수표
문항

요인부하량

M

SD

직무만족 1

0.78275

4.43

1.227

직무만족 2

0.80228

4.44

1.181

직무만족 3

0.64313

3.97

1.206

직무만족 4

0.80258

4.28

1.197

신뢰도(α) 0.854614

M=4.28 SD=1.00

응답자의 선제적 행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4개 측정변수의 확인적 요인분
석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면, 표준요인부하량은 0.829~0.896
로 선제적 행동에 대한 단일 차원성을 충족시켰고, Cronbach α 계수가 0.922로
비교적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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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선제적 행동의 요인계수표
문항

요인부하량

M

SD

선제적행동 1

0.86065

4.13

1.454

선제적행동 2

0.89633

4.19

1.440

선제적행동 3

0.83416

3.67

1.524

선제적행동 4

0.82892

4.01

1.475

신뢰도(α) 0.922138

M=4.00

SD=1.33

2) 회귀분석
조직공정성 요인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에 분배공정성(t=7.51, p<.0001), 절차공
정성(t=5.54, p<.0001), 상호작용공정성(t=9.07, p<.0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기업 구성원이 기업의 분배,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 요인에 만족
하면 할수록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의 수준이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요인의 세 가지 변수가 가족친화적 조
직문화 요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68.9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변수

DF

b

표준오차

t

p

β

절편

1

1.05898

0.53408

1.98

0.0480

0.00000

분배공정성

1

0.13654

0.01819

7.51

0.0001

0.29339

절차공정성

1

0.19659

0.03551

5.54

0.0001

0.25916

상호작용공정성

1

0.22919

0.02527

9.07

0.0001

0.37151

R  =0.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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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관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각 이론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요인과 상호작용공정성(0.940), 조직신
뢰와 직무만족(0.911)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선제적 행동과 분
배공정성(0.569), 절차공정성(0.597), 상호작용공정성(0.648)은 상대적으로 낮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론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
의 모형과 가설에서 설정한 이론변수들 간의 관계의 방향성과 어느 정도 일치하
였다(0.569~0.940).
<표 9> 상관계수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직신뢰

직무만족

선제적
행동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1

1.000

2

0.892

1.000

3

0.891

0.911

1.000

4

0.675

0.802

0.763

1.000

5

0.826

0.737

0.770

0.569

1.000

6

0.865

0.772

0.807

0.597

0.838

1.000

7

0.940

0.839

0.877

0.648

0.773

0.815

상호작용
공정성

1.000

4) 연구모형 검정
측정변수들 간의 공변량 행렬을 이용하여 조직구성원이 인지한 조직공정성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직신뢰, 직무만족을 거쳐 선제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χ  (612, N=463)=1481.892, p=0.000, GFI=0.847,
TLI=0.986, CFI=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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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생변수들에 대한 다중 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는
0.667~0.918 이었다. 다중 상관치는 측정변수들에 의해 이론변수들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론변수의 다중상관치가 높을수록 모형 내에 설명력이 높은
측정변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모형은 66.7%~91.8%
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그림 2> 연구모형 검정
1) x1～x9까지는 설문문항
2) χ  (612, N=463)=1481.892, p=0.000, GFI=0.847, TLI=0.986, CFI=0.987-ppp;

5) 가설의 검정
공분산구조분석을 통해 얻은 각 이론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본 연
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정결과는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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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기업 구성원이 인지하는 조직공정성의 분배공정성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의 경로계수에서 0.159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관계를 보여
가설 1을 채택하였다.
또한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으로부터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인식으로의
각각 경로계수가 0.181, 0.967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관계를 보여 가설
2, 3을 채택하였다.
가설 4와 5의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조직신뢰,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직무
만족간의 경로 계수도 각각 0.919, 0.322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관계를
보여 채택되었다.
반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선제적 행동 간의 경로계수는 -0.424로 음의
관계를 보였고 유의수준 1%하에서 가설 6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
설에서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선제적 행동 수준이 높
아짐을 예상하였으나,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신뢰와 직무만족, 조직신뢰와 선제적 행동, 직무만족과 선제
적 행동 간의 경로계수는 각각 0.420, 0.976, 0.58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관계를 보여 가설 7, 가설 8, 가설 9가 채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선제적 행동 간의 경로(가
설 6)를 제외하면, 모두 양의 관계를 보여,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이론변수간의 경로 계수표
가설
H1
H2
H3
H4
H5
H6

경로
분배공정성 →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절차공정성 →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상호작용공정성 →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
조직신뢰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
직무만족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
선제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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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계수**

표준오차

t-value

0.159

0.065

2.444*

0.181

0.055

3.315*

0.967

0.115

8.426*

0.919

0.055

16.602*

0.322

0.069

4.692*

-0.424

0.152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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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
H8
H9

조직신뢰 → 직무만족
조직신뢰 → 선제적 행동
직무만족 → 선제적 행동

0.420
0.976
0.585

0.072
0.186
0.248

5.811*
5.242*
2.357*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R  =0.918
조직신뢰 R  =0.796
직무만족 R  =0.858
선제적 행동 R  =0.667
* p<.01, **비표준화 추정치임
χ  (612, N=463)=1481.892, p=0.000, GFI=0.847, TLI=0.986, CFI=0.987

한편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직접효과, 간접효
과, 총 효과를 정리하면 <표 11>, <표 12>와 같다. 여기서 각 이론변수들 간
의 총효과와 직접효과, 그리고 간접효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간접효과
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에 의해 매개되
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표 11> 조직공정성 요인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직신뢰,
직무만족, 선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직신뢰

직무만족

선제적 행동

직접효과

0.159

-

-

-

간접효과

-

0.146

0.112

0.141

총효과

0.159

0.146

0.112

0.141

직접효과

0.181

-

-

-

간접효과

-

0.166

0.128

0.161

총효과

0.181

0.166

0.128

0.161

직접효과

0.967

-

-

-

간접효과

-

0.889

0.685

0.858

총효과

0.967

0.889

0.685

0.858

* 비표준화 추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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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11>을 살펴보면,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0.159~0.967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
으며, 또한 조직신뢰, 직무만족, 선제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0.112~0.889
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매개로 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
호작용공정성은 조직신뢰, 직무만족, 선제적 행동에 간접영향이 0.685~0.88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12>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직신뢰, 직무만족이 조직신뢰,
직무만족, 선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직신뢰

직무만족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조직신뢰
0.919
0.919
-

직무만족
0.322
0.386
0.708
0.420
0.420
-

선제적행동
-0.424
1.312
0.888
0.976
0.246
1.222
0.585
0.585

* 비표준화 추정치임

다음으로 <표 12>를 보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는 조직신뢰에 0.919의 직접
효과를 미치나 직무만족과 선제적 행동에 미치는 총효과는 각각 0.708과 0.888
이고 여기에는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제적
행동에서는 직접효과가 음의 관계를 가지나 간접효과에서는 1.312로 매우 높게
나타나 매개 효과가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의 인식
이 높아지면 선제적 행동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조직신뢰와 직무만족에 영향을
받아서 선제적 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신뢰는 직무만족에 0.420, 선제적 행동에 0.976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은 선제적 행동에 0.585로 직접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제적 행동에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의 간접영향(1.312)과 조직신뢰의
직접영향(0.976), 직무만족의 직접영향(0.585)의 순으로 영향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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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조직을 대상으로 조직공성성이 그들의 행태(선제
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기업의 가족 친화적 제도로 인한 조직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에 최근 기업조직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련의 가족 친화적 제도와 그에 따른 인적자원관리정책 및 복지제도들이 어떻
게 하면 목표한대로 조직에 대한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조직공정성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에 따라 선제적 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에 대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기존 문헌과 이론적 논
의를 검토하여 조직공정성,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직무만족, 조직신뢰, 선제적
행동의 관계에 대해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방법
으로 사용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로 구성되는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이렇게 구
성된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으로 이루어
지는데, 여기서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가 적합한지
경험적으로 검정된다.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 조직공정성 요인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의 세 차원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1, 2, 3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의 세 가지 조직공정성 요인의 가족 친화적 조직문
화의 수준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척도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
하지만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조직신뢰, 직무만족, 선제적 행동의 관계에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조직신뢰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가 나왔으나, 당초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선제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오히려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가설 4, 5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가설 6은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선제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 보다는 조
직신뢰나 직무만족을 매개한 간접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선제적 행동 간에는 간접효과가 높고 총효과가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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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이 증가
하면 선제적 행동 수준이 높아진다기보다는 조직신뢰와 직무만족의 동반증가가
선제적 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직신뢰와 직무만족을 매개로 하여 선제적 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설정한 본 연
구의 연구모형을 잘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가족 친화적 복지제도의 특
성 자체가 구성원의 선제적 행동을 담보하지는 않음을 나타낸다. 즉, 많은 기업
들이 가족 친화적 기업정책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생산성 향
상이 주목적인 기업에서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가족 친화적 정
책을 활용하는 정도는 매우 낮다. 그 이유는 대부분 많은 직장인들이 헌신적으
로 일을 해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욕구를 인정해 주
는 인적자원관리는 기업을 도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가족 친화적인
조직분위기로 개선하는 것이 조직 유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박보람,
김효선, 구자숙, 박찬, 2007).
이에 Allen(2001)은 가족 친화적 기업제도의 시행이 직장과 직장 이외의 다
양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의 이용가능성 자체
만으로는 조직구성원이 경력지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조직의
근본적인 측면을 처리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의 가
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통해 실질적인 조직유효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 복지제도가 실질적으로 직장과 가정의 갈등을 줄여 주고, 가정보다 직장
을 우선시 하도록 하는 조직의 요구 및 기대 그리고 정시 퇴근, 휴가 등의 사용
으로 인해, 조직구성원의 경력을 위협하는 조직의 문화가 회사 차원과 부서 차
원, 상사 차원에서 변화되어, 조직이 얼마나 가족 지원적인가에 대한 조직구성
원의 전반적인 지각(Family Supportive Organizational Perceptions, FSOP)을
높이고, 그에 따른 조직에 대한 신뢰와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행동과 조직신뢰,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와 직무
만족은 선제적 행동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또한 조직신뢰는 직무만족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가설 7, 8, 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조직공
정성,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직무만족, 조직신뢰, 선제적 행동에 대한 본 연구
에서는 이들 변수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 관점
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조직신뢰가 직무만족에 선행하는 관점이다. 가족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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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조직문화와 조직신뢰는 종종 얻는 것과 잃은 것을 비교하여 나타난 공정성
의 지각으로, 직무만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관
점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직신뢰를 매개변수로 하여 선제적 행동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이다. 즉,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기업구성원들의
행위의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일련의 확신을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업 근로복지제도 차원에서 가족 친화적 제
도가 시행되고, 이러한 제도가 조직문화로 정착될 경우, 기대한 바와 같이 직장
-가정 갈등을 감소시켜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조직공정성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가족친화적 제도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를 조직구성원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가족
친화적 조직분위기의 조성 및 실제 제도적 운영, 상급자와 관리자들의 행동이라
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직의 핵심역량인 조직구성원
의 세심한 관리를 통해 직장-가정 균형을 제공할 때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의 거
시적 발전을 담보하는 유효성 요인인 조직시민행동을 가지게 되므로, 가족 친화
적 제도를 기업에 도입하고 이러한 제도가 조직문화 전반에 수용되는 토대를 마
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선제적 행동은 환경을 극복하거나 심지어 변형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의 선제적
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과 변화를 모색
해야만 하는 기업에게 직원의 선제적 행동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보면 선제적 행동은 조직의 공정성이 담보될 때 발휘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조직시민행동으로 이어져 효과적인 조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기업조직은 경영방침을 보다 공정하게 고치고, 감독과 같은 시스
템을 최소화하며, 개인의 자발성을 높이는 데 조직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경
영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기업의 입장에서 가족친화제도는 핵심적인 기업 전략에서 벗어
나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먼저 기업은 가족친화제도
를 ‘기업복지체계’의 일부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다음으로 가족친화제도는
부양자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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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여성과 일하는 부모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주
된다. 하지만 현실의 가족은 다양한 형태를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간과하고 주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과 노인부양의 책임이 있는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
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일부 미국 회사들은 일, 가족 정책을 일, 삶 정책으로 대
체했다. 가족친화제도가 일하는 여성에게만 혜택이 있다는 인식은 여러 가지 부
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는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이고, 좋은 사례로 언급된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의 가족친화제도의 확대를 위해
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와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친화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제도 도입의 촉진은 아직까지
가족친화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책 및 제도의 홍보가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이며 가족친화제도 도입의 정당성은 가족친화제도로 인한 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주목적을 조직공정성과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선제적 행동
의 관계 속에서 이들 사이에 중재 혹은 매개하는 변수들을 보다 분명하게 실증
하는 데 두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계를 밝혀내지 않
았다. 그러므로 차후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관계들을 세부
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개별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의 경우 개별 기업의 여건과 산업적 특성, 직무특
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기업의 가족 친화적 제도의 세부적인 요소를 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는 향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본 연구는 가족
친화인증을 받은 일부 기업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기업으로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르며,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서 기업구성원의 조직
유효성을 나타내는 적극성 및 자발성에 관련된 태도와 행동에 대한 질적인 측면
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자기보고
식 평가도구에 의해 일회성을 지닌 실증연구로서, 그로 인해 응답자의 주관성
개입과 기타 응답상황에 따른 통제변수들의 영향을 배제하기에는 제한이 따르므
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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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Justice Upon Proactive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
of The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Kim, Sook-Kyoung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Chod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justice of family
friendly certified firm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trust through
the family friendly organization culture also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relationship and proactive behavior. The subject is a employee of
organization family friendly certified firm for three years or more, and
SPSS 18.0 and AMOS are used to analyze data to conduct analysis of basic
statistic, confidence level, regression, correlation, factor and covariate
analysis. The result came out that the family friendly organization culture
positively effects on organizational trust and job satisfaction, however
negatively effects on proactive behavior. Therefore there is need to manage
the family friendly organization culture in the firm due to the family
friendly organization culture have both proper and reverse functions.

Key words : Family Friendly Certified Firm,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Justice, Proactiv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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