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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던 근로시간 단축이 확정되었

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긴  근로시간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장시간 근로가 유발하는 여러 부정적 영향이 보고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 저하를 꼽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낮은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이 연구는 그동안 행복연구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던 공무원을 대상으로 높은 근로시간이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지를 경험적

으로 분석하면서, 두 변수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변수로서 업무자율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해보았다. 분석 결과, 초과근로시간으로 측정된 근로시간이 길수록 공무원의 삶에 대한 만족

도는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핵심인 업무자율성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게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 업무자율성 제고가 근로시간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완충기제로 활용될 수 있

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민간부문에 비하여 근로시간 단축이나 초

과근로에 대한 외재적 보상 제공에 제약이 있는 공공부문에서 업무특성이나 관리방식의 변화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삶의 만족도 저하라는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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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제고와 함께 정부의 성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근로시간, 초과근로, 삶의 만족도, 업무자율성】

Ⅰ. 서 론

정부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정책 목표로 행복이 대두되면서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다양한 영역에서 제시되고 있다. 행복 결정방식에 대한 시각 중 상향확산이론

(bottom-up spillover theory)에 따르면 행복은 삶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에서의 만족도의 

영향을 받는 최종적 구성물로 이해할 수 있다(Andrews and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Diener, 1984; Sirgy et al., 2000; 김병섭 외, 2015b 등). 이 연구는 다양한 

삶의 하위영역 중에서 일·직장과 관련될 뿐 아니라 가정 및 여가생활과도 연관이 있는 

근로시간에 주목한다. 최근 2017년에 발간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삶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고용이나 직

장이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엄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한다.1)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근로자들이 장

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노

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35개국 평균 1,764시간보다 305시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것이고 장시간 근로가 있

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1,713시간)에 비해 356시간 많은 수준이다(OECD, 2017). 이처럼 

장시간 근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인 만큼 이러한 현실이 근로자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을 지지하는 실증적 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구성원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에 대

한 권리를 보장하는 당위적인 차원 외에도 행복한 직원이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Böckerman and Ilmakunnas, 2012; Oswald et al., 2014)2)을 고려할 때 조직 

1) 2017년에 발간된 세계행복보고서에는 ‘직장에서의 행복(Happiness at work)’이 별도의 챕터로 구성

되었다.

2) 직원의 웰빙과 생산성 간 관계에 대한 논의는 193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그 이래로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지속되었다(Zelenski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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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3) 물론, 그 동안 공공관리 영역에서 직무만족을 연구

대상으로 택하여 구성원의 직무만족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직무만족 연구에서 초점을 둔 조직 내 요인 뿐 아니

라,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의 역할 갈등, 스트레스를 조직이 관리해야하는 필요성이 커지

면서 직무만족을 넘어서 삶 전반의 만족도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Jones(2006)는 

구성원의 행복이나 긍정적 정서가 성과와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결과

(Staw, Sutton, and Pelled, 1994; Wright and Cropanzano, 2000)를 바탕으로, 성과의 

선행변수로 자주 사용되던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와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의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각각 분석한 결과, 전자와 달리 삶의 만족도는 성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삶의 만족도, 즉 행복이 직무 성과를 예측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시간은 직무나 일의 질(job quality)을 측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4) 

다만, 공무원의 근로시간이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일반 기업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Ryu, 2016). 이러한 경향은 공무원에 부여된 특수한 지위

나 혜택에 대한 공감대에 기인할 수 있다. 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사명감 내지 높은 

수준의 공공봉사동기로 인해 근로시간이 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

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의 과로사 보도5)와 같이 녹록지만은 않은 공공부문

의 근무 현실이 목격되기도 한다. 행복한 직원의 생산성이 더 높다는 논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해본다면6),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은 공무원은 더욱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고안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

한 맥락에서 공무원의 삶의 질 내지 주관적인 만족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정부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물질적인 대가

3) 최근 들어 웰빙은 혁신행동과 더불어 조직성과의 기반으로 점차 강조되어왔다(Huhtala and 

Parzefall, 2007).

4) OECD (2013)에서는 고용(employment) 내지 일(work)의 질을 측정하는 개인 수준의 요소로 소득, 

근로시간 및 시간 배열, 전 생애 학습, 안전과 건강, 일의 조직 및 내용, 직장 관계, 사회보장시스템을 

제시한다.

5) [경제] 세종 관록. 건강강좌까지 열지만... 세종청사는 여전히 ‘과로중’.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22001031703017001 (접속일자: ‘18.1.25.)

6) Zelenski et al.(2008)에서 민간부분과 캐나다 연방정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행복한 

사람이 생산성이 더 높다는 특성에 관한 정(+)의 결과와 행복한 상태에 있을 때 생산성이 더 높다는 

상태에 관한 같은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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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분히 지급받기 어려운 동시에 근로시간을 무조건 축소할 수만은 없는 사회적 요구

를 받는 집단이다. 공무원이 놓인 이러한 특수한 조건을 고려할 때 이들의 장시간 근로

가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장시간 근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업무

의 특성 중 업무자율성에 주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7) 물론, 업무자율성 

외에도 근로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과

주의 시각에서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물질적 보상이 있는지가 근로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

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함을 감안한

다면 초과근로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는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업무특성이나 관리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중 

한 요소인 업무자율성에 관심을 갖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업무자율성은 그 자체로 긍정적

인 결과를 가져오며, 매개나 조절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기

능이 확인되는데 장시간 근로가 스트레스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근로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업무자율성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상 

가능하다. 이에 이 연구는 장시간 근로가 공무원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 수준을 낮추는 결과

를 가져오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보고, 업무자율성이 긴 근로시간이 유발하는 부정적 효

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완충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지 검증해본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삶의 만족도

1) 삶의 만족도 의의와 영향요인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와 관련하여 Diener(1984)는 이 개념을 긍정적 정서

(positive affect) 및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와 함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주관적 안녕감은 정서적 측면 뿐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이라는 인지적 차원의 판단도 포함(Diener et al., 1999)하는 것으

7) Nettle(2005)은 선행연구를 인용하여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직무요구 자체보다 직무를 

통제하는 수준이 더 중요하며, 낮은 통제수준은 결근이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 훼손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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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삶에 대한 만족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하

여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Andrews and Withey, 1976; Shin and 

Johnson, 1978).8) 이처럼 삶의 만족도는 인지적 판단과정으로 이해되지만 행복

(happiness)이나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같은 유사개념들은 서로 혼용될 수 있다

(Phillips, 2006). 한편, 정교한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을 위해서는 인지적 안녕감과 정서

적 안녕감이 별도로 측정될 필요가 있으며, 삶에 대한 만족이 정서적 안녕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변동의 폭이 작고 안정적이라는 점(임낭연 외, 2010)이 제시되기도 한다. 하지

만 사회학자인 Veenhoven(1999)이 정의하듯 행복은 삶의 일부에 대한 순간적 감정이 

아닌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the overall appreciation of one’s life as a 

whole)’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에서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행복감과 

구별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삶의 만족도 내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은 연구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

다. 개인적 차원의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수준, 가치관 등) 뿐 아니라 

사회 차원의 정치·사회·경제적 요인(정부의 질, 신뢰, 경제성장 등) 등 다차원적으로 영

향요인을 탐색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개인적 요인 중에서 자주 연구

대상이 되어온 주제는 소득이다. 소득수준과 행복 간에 정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Di 

Tella et al., 2003; Hagerty and Veenhoven, 2003 등)가 있는 반면 Easterlin(1974)에서

처럼 양자 간에 관계가 반드시 비례하지만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편,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에 의거하여 개

인 삶의 영역을 기준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상향확산이론은 영역별 만족도가 최종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인데, 예를 들어 가족, 사회, 여가, 건강, 재정, 문화, 

소비, 직장, 영적, 환경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

다(Sirgy et al., 2010).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만족도에 대

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이 연구는 직장 영역에서의 영향요인에 초점

을 맞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국가에 속하는 

만큼 근로여건과 관련된 요인들이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다.9) 이러한 가정은 최근 자료에서도 확인되는데, 2017년 발표된 ‘세계행복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의 ‘일과 행복’ 관련 조사결과에서 우리나라는 직무만족도가 

8) 임낭연 외(2010)를 참고함.

9) Pavot and Diener(1993)은 최종적인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할 때 영역별 만족도에 일률적인 부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판단하는 영역별 중요도를 각각 적용하여 삶에 대한 만족을 평가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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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160개국 중 95위로 전체적인 행복 순위(55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Helliwell, Layard, and Sachs, 2017). 이러한 결과는 일과 관련된 요인들이 우리나라 국

민의 평균적인 행복 수준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2)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일(work)의 중요성

Campbell et al.(1976)은 전반적인 웰빙에 있어서 일과 관련된 웰빙이 20%를 설명한

다고 한다. Caza and Wrzesniewski(2013)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

하고 삶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는 그들이 하는 일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 이면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우선, 삶의 많은 시간이 일하는데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리

고 사람들이 어디에 살지, 어떻게 살지는 그들이 일하는 곳이 어딘지에 많은 부분 좌우

된다. 일과 강한 심리적 밀착을 느끼는 데에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영향 때문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있어서 일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일은 개인의 성취 욕구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심리적 만족을 주며, 사회적 유

대관계와도 연결이 된다. 이처럼 일이 전반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심리학자

와 사회학자,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

하기 위하여 일의 특정 측면과 근로자의 웰빙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고 실증적 

증거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OECD, 2013).

다만, 일이나 업무, 직무와 관련된 미시적 연구는 전통적으로 조직만족이나 조직몰입, 

이직의도와 같은 결과변수를 대상으로 연구된 반면,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일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고용, 즉 실업률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 비교연구(Di Tella et al., 2001; Frey et al., 2000 등)가 대다수였다. 

최근 발간된 ‘2017년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는 일과 관련된 요

인들을 국가 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우선, 고용여부와 관련하여 풀타임 피고

용인이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스스로 원해서 파트타임

으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대륙별로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는 유럽과 더불어 고용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행복에 있어서 일이 중요함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직업유형에 있

어서는 전문직(professional)과 비교할 때 관리자 외에는 삶의 만족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직무의 질(job quality) 측정 지표 중 하나로서 근로시간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로 인하

여 가족이나 배우자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 변수가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유의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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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이 일·가정 양립 정도를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일과 삶의 만족도 간의 연구는 많은 경우 국가 간 비교연구이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편이다. 다만, 민간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 최근 Park et al.(2016)에서는 성과급이 근로자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민간부문에 한해서 성과급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조경호·김미숙(2000)도 한국의 중앙부처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공무원은 

민간기업 종사자들에 비하여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긴 근로시간, 어려운 승진, 낮은 보수, 짧은 여가 시간, 빈약한 직장 내 부대시설이 불만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와 민간부문 종사자 간에 나타나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 차이

를 고려한다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

성이 인정될 만하다. 이에 이 연구는 공무원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주목하되 일과 관

련된 요인 중 근로시간에 초점을 맞춘다.

2. 근로시간과 삶의 만족도

1) 장시간 근로의 다양한 영향

장시간의 노동이 유발 가능한 부정적 영향들은 이전 연구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

다.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긴 근로시간은 정신적 내지 심리적 웰빙 수준을 저하시키며

(Sparks et al., 1997; Spurgeon et al., 1997; van der Hulst, 2003), 실수를 범하게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길면 고용주에 대하여 분노하도록 만들기도 하며 동료들에 대한 

회의감을 야기하여 이직을 시도하게끔 한다(Galinsky et al., 2001; Reynolds, 2003). 이

러한 부정적 영향은 업무 스트레스나 피로, 우울감 및 시간 충돌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고 한다(Beckers et al., 2008; Golden and Wiens-Tuers, 2006; Kattenbach et al., 

2010; Virtanen et al. 2012). 한편, 질병 내지 탈진, 부정적인 직장-가정 확산(spillovers)

이 동반되면서 나타나기도 한다(Berg et al., 2003; Galinsky et al., 2001; Kattenbach 

et al., 2010; Reynolds, 2003). 무엇보다도 초과근무가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역효

과는 일과 가정 간의 지나친 불균형이다(Golden and Wiens-Tuers, 2006). 즉, 과도하거

나 예정에 없던 추가적인 일의 발생이 웰빙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중 가장 분명하게 나

타나는 것으로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에 대한 것이 제시된



256 ｢행정논총｣ 제56권 제2호

다(Berg et al., 2003; Fenwick and Rausig, 2003; Ganster and Bates, 2003; Geurts et 

al., 2009; Golden and Wiens-Tuers, 2006; White et al., 2003).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

은 늘어난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한 추가적 소득이 근로자의 복지에 주는 영향을 상쇄하

거나 제거하게 된다(Pouwels et al., 2008). Gray et al.(2004)은 호주에서 아버지와 가족

들의 웰빙 수준을 분석하였는데 근로시간에 대한 아버지의 만족 정도는 근로시간이 많

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olden and Wiens-Tuers(2006)의 연구에서는 초

과근무에 따른 수입 증가가 추가적인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근로시간 증가는 직무스트레스 요인(job stressor)으로 작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조직 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제시(Cooper and Marshall, 1978)되는데, 근로시간과 관련된 요인으로 역할과다에 주목

해볼 수 있다.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배경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과업량이 너무 많아 수행하기 어려운 양적 역할과다(role overload)가 작용할 

수 있다.10) 역할과다를 경험할 때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와 같은 신체적 부작용과 결근율

이 높아지고 의사결정의 질과 대인관계가 악화되는 문제를 겪게 된다(Matteson and 

Ivancevich, 1982, 옥원호·김석용, 2001 재인용). 한편, Hobfoll(1989, 2011)이 언급한 자

원보존이론(the conservation of resource theory)에 따르면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신분, 

에너지, 지위, 기본 신념, 자아 존중감을 위협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에서 장시간 근로는 사람들의 제한된 에너지를 고갈시키기 때문에, 즉 자원을 소진

하게 만듦으로써 스트레스 제공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Ryu, 2016). 이러한 배경에서 장

시간 근로는 일, 가정 간의 역할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직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킴으로

써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의 영향은 일관적이지만은 않는데, 개인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Booth and Ours(2008, 2009)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에게 가장 만족

스러운 근로시간은 초과근무 없이 정규근로시간에 한해 일할 때로 나타난 반면, 여성들

은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직무만족도와 근로시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 간에 선호되는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형태와 관련

하여서 Golden et al. (2013)는 유연근무제가 더 높은 행복 수준과 연관된 것을 확인하였

다. Clark and Senik(2006)의 연구에서 프랑스의 경우 일부 영역의 근로자들은 다른 영

역 종사자들에 비해서 높은 임금에 더 만족감을 느끼며, 이는 영국의 공공영역 근로자 

10) 역할과다에는 양적 과다(quantitative overload)와 질적 과다(qualitative overload)가 존재한다

(Gibson et a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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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정규직(full-time)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Rudolf(2013)는 근로시간 감소가 예

상과 달리 근로자의 웰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라틴아메리

카를 대상으로 한 Lora(2008)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시스템이 제공

하는 혜택에서 배제되고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그들의 일에 만족하고 있다.  

2) 근로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Okulicz-Kozaryn(2011)는 근로시간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연구할 뿐 

아니라, 그 관계가 문화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

된 개인 수준의 미시적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이 연구는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는 근로

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노동은 유럽인들보다는 미국인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일을 많이 할 때 미국인들이 

더 행복하다는 결론인데, 이들은 그 배경을 유럽인들에 비해 미국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을 가져다준다는 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찾는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는 데에는 Prescott(2004)이 제시한 두 가지 측면, 즉 경제적 및 문화적 측면에서

도 설명 가능하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로 인

하여 더 큰 소득의 기회가 가능하며, 사회적 이동 기회에 대한 더 높은 인식(Alesina et 

al., 2004)이 조성되어 있으며, 노조화와 노동규제(Guillen, 2006; Alesina et al., 2005)의 

차이도 그 배경이 된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제시되는

데(Weber et al., 2003), 이와 관련하여 Ferguson(2003)은 유럽의 경우 프로테스탄트 윤

리가 상당히 소멸된 반면 미국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또한, 미국인들은 지위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반면, 유럽인들은 여가를 더 중시한다는(Frijters 

and Leigh, 2008; Benahold, 2004) 점에서도 두 문화는 차이가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Valente and Berry(2016)는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맥락에서 근로시

간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비교 연구하였다. 이들은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에 기반한 

고전적 사회발전이론에 입각하여, 오래 일하는 것이 왜 미국의 기혼남들에 비하여 라틴

아메리카 기혼남의 행복 수준을 더욱 저하시키는지 설명한다.11) 이 연구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으로 앞서 유럽과 미국을 비교 분석한 

Okulicz-Kozaryn(2011)의 연구를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간의 비교 연구로 확대하여 기존 

연구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남성은 일을 

11) 다만, 이러한 차이는 여성이나 미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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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할수록 라틴아메리카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진다. 이들은 이러한 차이가 특히 

기혼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더 많은 근로시간은 이들에게 복지의 개선과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반면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일하

는 시간이 더 적을 때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데에는 이들이 가족관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근로시간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만큼 심도 깊

게 연구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연구 

대부분은 캐나다나 영국, 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들에서 수행된 것들이다(Ryu, 2016). 이

러한 배경에서 Ryu(2016)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및 낮은 임금 수준

과 웰빙(직무만족, 삶의 만족도, 주관적 건강) 간의 관계를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Ryu, 2016)에서 언급한 비서구국가 및 공공부문에 대한 근로시간과 웰빙의 관

계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더하여 우리나라 공공부문 대상의 일관되지 않은 실증 분석 

결과(Ryu, 2016; Lee et al., 2013)로 인한 연구결과의 일반화 필요성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는다. 이에 우리나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주목하

며,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1: 근로시간이 길수록 공무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

3. 업무자율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1) 업무자율성의 긍정적 효과

업무자율성은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직무

가 개인에게 실질적인 자유, 독립성, 그리고 재량을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Hackman and Oldham, 1975). 업무자율성은 근로자의 태도와 동기유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무 특성으로 제시되어 왔다. 직장에서의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Cummings and Molloy(1977)는 실험에 포함된 모든 조직 변

수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조작되는 것이 근로자가 업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재량 또는 

자율성의 정도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Loher et al.(1985)은 업무의 중요성, 기술의 다

양성, 업무자율성, 정체감, 환류 등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분석한 

결과, 이 중 업무자율성이 직무만족과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Breaugh and 

Becker(1987)는 업무자율성이 피드백, 기술다양성, 업무정체성, 업무중요도 등 여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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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업무자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업무자율성이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

직시민행동, 직무소진, 스트레스, 혁신행동, 조직성과, 조직변화에 대한 태도 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했다. Hornung and Rousseau(2007)는 병원 근로자에게 설문조사

를 두 시점에 실시하여 수집된 두 개의 샘플(166명, 207명)을 대상으로 업무자율성이 근

로자의 진취성(proactivity)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변화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성에 미치

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샘플 모두에서 업무자율성은 직

무 역할의 범위와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자기효능감은 조직의 변화하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룡(2006)은 생

명보험설계사 220명을 대상으로 업무자율성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업무자율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효능감은 업무자율성과 직무만족도 사이

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진윤희ㆍ김성종

(2015)는 공기업 근로자 198명을 대상으로 업무자율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업무자율성은 혁신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직무열의가 업무자율성과 혁신행동 사이에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심익섭ㆍ강구덕(2015)은 서울시 구청 소속 공무원 464명을 대상으로 직무 및 조

직특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분

석결과 업무자율성과 조직분위기는 구성원 및 조직신뢰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업무

자율성과 구성원 및 조직 신뢰는 조직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직무자율성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성원 및 조직 신뢰는 부분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무자율성의 매개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다. 이경희ㆍ박해

경(2013)은 대학병원 간호사 245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자율성이 매개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한 결과, 업무자율성은 감정노

동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

하여 이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감정표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의 정도가 클수록, 

스스로가 의사결정의 주체로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감정노동에 투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업무자율성이 감정소외를 줄이는 방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

석했다. 

또한, 업무자율성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조영채 외

(2010)는 일반 사무직 행정공무원 805명을 대상으로 직업관련 특성 및 직무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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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피로수준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심리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

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했다. 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관찰변수인 업무자율성이 

낮을수록 피로수준과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조광희 외(2007)는 일반 사무직 행정 

공무원 1,005명을 대상으로 직업특성과 직무스트레스요인 등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업무자율성이 낮을 때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정ㆍ조영채(2011)는 행정 공무원 386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사회심리

적 스트레스 수준의 관련성을 연구했다. 분석결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업무요구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자율성, 상사의 지지 및 동료의 지지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업무자율성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직무태도 뿐 아니라 전반적

인 삶의 질이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업무자율성이 직무와 삶의 환

경에 대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2: 업무자율성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2) 업무자율성의 조절효과

업무자율성은 그 자체로 또는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만족도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더 나아가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직무 요구-자원 모

델(The job demands-resources, JD-R model)에 입각하면 높은 수준의 직무 요구가 직무

소진(burnout)을 일으킬 때 자원 수준이 높으면 그 부정적 효과가 약화된다. 업무자율성

은 직무의 특성 중 하나이면서, 직무의 질(job quality)을 구성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업무자율성은 직무의 자원(job resources) 중 하나로 인식되며(Xanthopoulou 

et al., 2012), 자율성과 같은 직무 자원은 조직학습이나 직무몰입, 조직몰입 등과 결과를 

유도하는 동기부여 역할을 하게 된다(Bakker and Deterouti, 2007).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은 시간에 비해 일의 양이 많거나 업무량에 비해 데드라인이 촉박하여 역할 과다의 

상황일 경우가 큰데, 이 경우 직무 자원 중 하나인 업무자율성이 높은 수준으로 허용될 

때 긴 근로시간이 주관적 만족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다. 또한, 자기결정이론(Benware and Deci, 1984)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역할과다로 

인한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그 밖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부정적 효과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최병권(2013)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269명을 대상으로 업무과부하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업무자율성과 경력성장기회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업무과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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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업무자율성과 경력성장기회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조절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업무과부하

가 직무소진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는 업무자율성과 경력성장의 기회

가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자율성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래와 같은 가설이 제시된다. 

가설3: 업무자율성은 근로시간이 공무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데이터 수집

이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한국행정연구원이 2016년에 실시한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사용한다. 이 조사는 2016년 현재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생

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앙부처 42개와 광역자치단체 

17개 등 총 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추출을 위하여 다단계층화추출법(1차 

층화: 기관유형, 2차 층화: 종사자 수)이 활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국가공무원 1,340명, 

지방공무원 730명을 포함한 총 2,070명의 설문응답이 확보되었다. 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15%이다. 조사는 2016년 8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2달에 걸쳐 진행

되었으며 면접원에 의한 1:1 면접조사(자기기입방식 허용)와 우편조사를 통해 수행되었

다(조일형, 2016). 설문 응답자의 주요 개인적 특성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구성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312 63.38 소속기

관 유형

중앙 1,340 64.73

여 758 36.63 광역 730 35.27

연령

20대 191 9.23

직급

2급 1 0.05

3급 27 1.30
30대 817 39.47

4급 118 5.70
40대 795 38.4

5급 468 22.61

50대 이상 267 12.9 6급 596 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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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측정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다. 삶의 만족도는 대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도로 측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나는 현재 삶에 만족한다’라는 진술문에 대하여 5점 척도

로 측정한 결과를 이용한다. 단일 문항의 한계가 지적될 수 있으나 동 문항이 삶의 만족

도를 측정함에 있어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며12) 현재 유럽사회조사

(European Social Survey)13)와 다수의 행복 연구에서 사용되는 갤럽 조사(Gallup World 

Poll)14)에서도 단일 문항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보편적 방식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근로시간은 ‘귀하께서는 한 주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시간 외 

근무를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정규근로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정시퇴근) 및 초과근로시간에 따라 5시간 이하, 6~10시간, 

11~15시간, 16시간 이상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응답한 결과를 활용한다. 

12) Nettle(2015)은 일부 연구자(Hills & Argyle, 2002)들은 다문항 측정을 선호하지만, 주관적 웰빙에 

관한 여러 연구(Diener & Larsen, 1984; Sandvik, Diener, & Seidlitz, 1993)에서 단일문항측정이 

만족할만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인다고 주장함을 밝힌다. 

13) “All things considered,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as a whole nowadays?” 질문에 대해 

11점 척도로 측정한다.

14) 갤럽 조사는 캔트릴 사다리 질문방식을 이용하여 11점 척도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다.

혼인
상태

미혼 516 24.93 7급 596 28.79

기혼 1,544 74.59 8급 162 7.83

사별 및 이혼 10 0.49 9급 102 4.93

학력

고졸 이하 60 2.90

입직
경로

공개경쟁채용 1,665 80.43

전문대 졸 113 5.46
경력경쟁채용 350 16.91

대학교 졸 1,499 72.42

기타 55 2.66대학원 졸 39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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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변수

이 연구는 공무원의 근로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업무자율성 역

할에 초점을 맞춘다.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긴 근로시간

의 영향력을 업무자율성이 완화해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업무자율성

은 1) 나는 업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나는 업무수행 방식/절

차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3) 나는 업무수행 속도/마감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4) 나는 업무수행 순서/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등 네 가지 문항의 평균 점수를 이용

하여 측정한다. 이 문항들은 유럽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베이(European Survey on 

Working Condition, ESWC)에서 업무자율성(work autonomy)을 측정하는 문항과 동일

하다.15)

4) 통제변수

이 외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

인 수준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Mroczek and Kolarz, 1998; 

구재선·서은국, 2011), 성별(김병섭 외, 2015a; Inglehart, 1990; Oswald, 1997; Hellevik, 

2003), 혼인상태(Diener et al, 1999; Stack and Eshleman, 1998), 교육수준(Hartog and 

Hessel, 1998; Michalos, 2008)이 제시되거나 경험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또한, 직장과 

관련된 요인은 직무태도에의 영향요인 중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로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개인 수준의 요인은 직급이나 입직경로가 직무태도나 직장생

활 만족도,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직 수

준의 요인으로는 개인이 소속된 조직의 유형, 그리고 조직 운영에 대한 인식으로 임금 

공정성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영향요인으로 고려한다. 대부분의 행복 연구에

서는 소득을 통제하는데 이 연구는 이용하는 데이터 특성 상 소득이 공개되지 않으며 

계급제에 기반한 우리나라 공직의 경우 소득 수준은 직급을 통해 일부 설명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부는 임금 공정성에 대한 인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가족친화제도는 직원의 삶의 질

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통

제변수로 고려한다. 이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 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15) 구체적인 문항은 1) Can choose or change the order of tasks, 2) Can choose or change methods 

of work, 3) Can choose or change speed or rate of work, 4) Able to apply own ideas in work 

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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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측정 문항 측정 방법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귀하께서는 삶의 질과 관련한 다음 각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는 현재 삶에 만족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
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독립변수 근로시간
귀하께서는 한 주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시간 외 근무를 하
십니까?

1: 정시퇴근, 2: 5시간 
이하, 3: 6~10시간, 4: 
11~15시간, 5: 16시간 
이상

조절변수 업무자율성

1) 나는 업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나는 업무수행 방식/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3) 나는 업무수행 속도/마감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4) 나는 업무수행 순서/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
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4개 문항 응답 평균값 
이용(α = 0.817)

통제변수: 
개인적 요인

성별 1: 남자, 2: 여자
0: 남자, 1: 여자
더미변수

연령 (만)_ (세)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이상

학력
1:고졸 이하, 2: 전문대학 졸업, 3: 대학(4년제) 졸업, 4: 
대학원 석사 졸업,  5: 대학원 박사 졸업

0: 고졸 이하
 대졸(전문대 및 4년
제),  대학원 졸
더미변수

혼인상태 1: 미혼, 2: 배우자 있음, 3: 사별, 4: 이혼 더미변수

통제변수: 
조직 관련 

요인

직급 현재 직급 1(1급)~9(9급)

입직경로 1: 공개경쟁채용, 2: 경력경쟁채용, 3: 기타
0: 기타, 1:공재경쟁채
용
더미변수

임금공정성

귀하께서는 보수 및 보상과 관련한 다음 각 진술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1) 내가 받는 보수는 내 업무성과에 비추어 적정하다
2) 내가 받는 보수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직원
(대기업체 수준)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다
3) 내가 맡은 책임의 양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공정한 보상
을 받고 있다
4) 내가 쌓아온 경험의 양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공정한 보
상을 받고 있다
5) 내가 업무에 기울인 노력의 양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공
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6) 내가 달성한 업무의 성과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
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6개 문항 응답 평균값 
이용(α = 0.950)

가족친화제
도

1)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2) 육아휴직제도 만족도가 높다
3) 직장 내 보육시설 만족도가 높다
4)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활용 만족도가 높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
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4개 문항 응답 평균값 
이용(α = 0.800)

조직유형 1: 국가(행정부), 2: 지방(광역자치단체)
0: 중앙부처, 1: 광역
더미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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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주요 변수

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는 평균이 3.36점으로 공무원의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는 보통

인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로시간의 경우는 초과근로시간이 주당 6~10시간이라고 

응답한 수(699명)가 전체 표본의 1/3 가량을 차지16)하며 평균 점수도 3.16으로 나타나 

평균적인 근로시간도 이 범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절변수인 업무자율성은 

평균 점수가 3.3점으로 나타나 업무자율성에 대한 평균적인 인식도 보통 수준이라고 이

해 가능하다.

<표 3> 기초통계분석 결과

2. 회귀분석 결과17)

우선, <표 4>의 첫 번째 모델에서 보다시피 근로시간이 길수록 공무원의 삶의 만족도

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초과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공무원의 전반

적인 삶의 만족도는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의 초과근로가 

일종의 스트레스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외재적 보상을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초과근로시간으로 측정된 장

16) 답변 전체를 살펴보면 정시퇴근(121명, 5.85%), 5시간 이하 초과근로(495명, 23.91%), 11~15시간 

초과근로(447명, 21.59%), 16시간 이상 초과근로(308명, 14.88%)와 같이 응답하였다.

17) 이 연구는 직관적 이해를 위하여 일반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나, 순서화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 분석 결과와 동일함을 밝힘.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삶의 만족도 3.358937 .7804739 1 5

근로시간 3.157488 1.122437 1 5

업무자율성 3.297585 .6613466 1 5

연령대 2.549758 .8308849 1 4

직급 6.211111 1.256928 2 9

임금공정성 2.688969 .7512045 1 5

가족친화제도 3.024638 .713356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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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근로시간이 공무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낮추기 위한 조직 차원의 관리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업무자율성의 부정적 효과 완화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업무자율성은 근로시간이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효과를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업무자율성이 높을 경우 장시간의 근로시간이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를 축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

과는 공무원들의 근로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업무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거나 수

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조절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

율성이 주어질 때 삶에 대한 만족이 덜 훼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회귀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독립
변수

근로시간 -0.048** 0.016 -0.039** 0.015 -0.036** 0.014

업무자율성 0.225*** 0.032 0.223*** 0.030

조절
변수18)

근로시간×
업무자율성

0.051* 0.023

통제
변수

성별(여성) -0.053 0.032 -0.042 0.032 -0.044 0.032

연령 -0.080** 0.028 -0.082** 0.026 -0.083** 0.026

학력(대졸) 0.153† 0.078 0.140† 0.082 0.133 0.080

학력
(대학원졸)

0.211* 0.084 0.189* 0.090 0.181* 0.088

혼인상태
(기혼)

0.232*** 0.047 0.219*** 0.047 0.220*** 0.047

혼인상태
(사별/이혼)

0.063 0.329 -0.004 0.313 -0.001 0.313

직급 -0.018 0.015 -0.003 0.015 -0.004 0.015

입직경로
(공개채용)

-0.032 0.041 -0.017 0.040 -0.018 0.040

임금공정성
인식

0.198*** 0.023 0.176*** 0.024 0.175*** 0.024

가족친화제도 
만족도

0.282*** 0.029 0.235*** 0.029 0.234*** 0.029

조직유형
(광역)

0.053 0.048 0.033 0.047 0.027 0.046

상수 1.981*** 0.184 2.114*** 0.187 2.141*** 0.188

N=2,070
F(12, 58)=35.52***

R2=0.1684
F( 13, 58)=41.53***

R2=0.1999
F( 14, 58)=38.57***

R2=0.2026

†p<.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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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서 소개된 직무 요구-자원 모델(The job demands-resources, 

JD-R model)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직무 요구로 인해 

직무소진(burnout)이 발생할 때, 자원 수준이 높은 경우 그 부정적 효과가 약화된다. 한

편, 업무자율성은 직무 특성이자 직무 자원(job resources) 중 하나로 인식

(Xanthopoulou et al., 2012)된다.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은 일의 양이 많거나 업무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일 수 있는데 위 논리에 따르면 직무 자원 중 하나인 업무자율성

이 높은 수준으로 허용될 때 장시간의 근로가 주관적 만족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아래의 <그림 1>은 장시간의 근로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업무자율성이 갖는 

조절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그림에 따르면 동일한 초과근로시간에 있어서 

업무자율성이 높아질수록(X축 값이 커질수록) 삶의 만족도 기댓값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업무자율성은 근로시간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난다.  

<그림 1> 업무자율성의 조절효과

이처럼 업무자율성이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발휘하는 데에는 여러 설명이 가능하다. 

Deci and Ryan(1985)은 업무자율성이 내재적 동기를 부여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

18) 상호작용항은 근로시간과 업무자율성의 센터링 값을 사용하여 산출함. 분산팽창지수(VIF)를 산출한 

결과, 대졸과 대학원졸이 각각 6.29와 6.35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67 이하로 나타나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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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내재적 동기부여는 만족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직무특성이론의 시각에서 높은 업무자율성은 높은 근로시간이 가져오는 만족감 저하를 

보완할 수 있다. 한편,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자기결정은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개시하

고 통제할 수 있다는 선택감을 경험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학습이나 창의성과 같은 변수

들과 관련있는 것으로 제시된다(Benware and Deci, 1984). 이같은 주장에 입각할 때 초

과근로가 강요된 것이거나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내적 동기 부여가 

저해될 수 있지만, 그 밖의 부분에서 업무자율성이 주어질 경우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업무자율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Parker, 1998; Manz and Sims, 1996; Zhou, 1998 등)에 따르면 높은 업무자

율성은 내적 동기부여, 창의성, 성취경험, 환경에 대한 개인 통제 등을 통하여 자기효능

감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높은 업무자율성은 높은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짐으로써 높은 

근로시간이 가져오는 삶의 만족도 저하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Ⅴ. 결론

우리나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더 많은 시간 일하는 공무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가설은 지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업무 특성 중 하나인 업무자율성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나 업무자율성

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방향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이 연

구는 초과근로시간으로 측정된 긴 근로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업무자율성이 완화하는지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의 방향으로 조절효과가 나타

나 근로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업무자율성이 일종의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업무자율성이 긍정적 조절효과를 갖는 데에는 직무특성이론과 자기결정

이론 시각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높은 업무자율성이 내재적 동기부여를 유도함으로써 

장시간의 근로가 갖는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업무자율성이 자

기효능감을 높이기 때문에 주로 외부의 요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초과근로시간과 공무원

의 주관적 만족도 사이의 부정적 관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공무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희박한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연구 

필요성에 대한 낮은 공감대 및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특수한 사회적 책무 등이 그 기저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행복한 직원이 더 높은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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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할 때, 공공부문에서도 구성원의 삶의 만족도는 조

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

이 길수록 공무원의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낮아진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경험적으

로 확인되더라도, 공무원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외재적 보상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업무특성 

중 하나인 업무자율성의 조절 역할을 검증한 것인데 업무자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에서 업무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유용한 효과

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위한 업

무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직접적으로 업무자율성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교

육훈련체계를 자기주도적 참여 및 토론형 학습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대화와 토론 

위주의 공직문화 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조직 구성원의 도전

정신이나 창의성을 강조하는 혁신지향 문화(adhocracy culture)와 일맥하는 것으로 보이

며, 이러한 조직에서는 구성원을 통제하기 보다는 자율적, 자기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것이 기대된다. 따라서 이같은 공직사회 혁신 시도는 업무자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

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긴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행복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영향과 관련한 문화적 이해의 확장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동안 연구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공직 문화 변화와 성과 향상, 그리고 더 나아가 직장에서의 행복에 관한 연구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직접적인 방법 이외에 양자의 관계

에서 업무자율성 제고라는 업무특성 내지 관리방식의 변화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것은 

이론적 측면 뿐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도 유용성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단일방법편의(mono-method bia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변수 간 측정 시기를 분리하는(박원우 외, 2007) 방법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김병섭 외, 2015a 재인용). 더 나아가 근로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업무자율성 외에도 다른 업무 특성이나 관리적 요인의 조절 효과를 검

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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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Working Hours on Public Employees’ Life Satisfac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Autonomy

Hyeonjoung Kim & Seohee Choi

Korea has relatively longer working hours than other countries and there has recently been 

a debate in the political arena about reducing working hours.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many negative effects of long working hours, which may ultimately lead to a decrease in 

satisfaction with life. The low life satisfaction of workers can lead to low productivity, thus it 

is necessary to care for and manage them at the organizational level.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high working hours decrease the satisfaction of life for public officials, a topic 

that has not been discussed frequently in the study of happiness. Moreover,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 high job autonomy of public employee plays a moderating role 

in a positive way with the aim of determining the buffering role of job autonomy. The analysis 

shows that the longer the working hours (measured by overtime hours), the lower the public 

employees’life satisfac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autonomy, which is at the core of this 

study, appears to be positive and significant, suggesting that it can be used as a buffer between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decreasing the life satisfaction of public employees can be reduced through work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methods, especially in the public sector where it is more 

difficult than in the private sector to shorten working hours or provide external rewards for 

overtime. 

【Keywords: working hours, overtime work, life satisfaction, job autono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