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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되었다. 우리

나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토·일요일은 법정근로시간에서 제외 시켰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들은 도입초기 인력보강, 초과근무수당

등 적지 않은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근로시간 감소의 정도에 따라 살펴

보고, 그 과정에서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이 조절효

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연구자료는 한국남부발전(주)를 비롯한 발전회사 7곳의 본사 및

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대면 설문조사를 병

행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총 328명의 설문결과

를 토대로 SAS 9.4를 활용하여 요인분석,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클수록 일-생활 균형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클수록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직무요구를 제외한 직

장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절변수인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 모두 근

로시간 단축 정도와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직급이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직장문화 간 조절효과가 약하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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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주제를 거시적 관점이나 선진국

과의 사례비교 연구 차원에서 보지 않고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정도의 주관적인 체감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직무스

트레스의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 내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들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는 정부의

정책의도와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여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문화

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노력하고,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할 필요

가 있다.

주요어 :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일-생활 균형, 직무스트레

스

학 번 : 2020-2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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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는 세계적으로 노동 강도가 매우 높고, 하루 중 개인당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 그간 아무런 보상없이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야근과

주말출근 문화도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한국사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토·일요일은 법

정근로시간에서 제외시켰다. 한국사회는 해당 법령의 시행을 통해 장시

간 노동에 따른 피로 감소로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노동 생산성이 올라

가는 효과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약 2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지양함

으로써 ‘국민의 휴식이 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워라밸, Work-Life

Balance)’을 실현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자 목표하였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도입초기에 해당법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

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

에서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

지 않는다면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먼저 수당이 줄어든 근로자의 임금 보전 압력이 커지

면서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는 것이다. (중략) 두 번째는 기업이 신규 고

용보다는 제품 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다.” (동아닷컴(2018.7), 근로시간 줄고 생산성 안늘면 2년내 33만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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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소 우려)

“수입이 줄어든 근로자나 공장을 탄력적으로 돌리지 못하는 사업주

는 불만이 쌓여간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을 맞은 풍경이다. ‘워라

밸’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중략)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 52시간근무제 안착을 위한 지원대책이 1년째 헛돌

면서 생기는 산업현장의 어려움도 여전하다. 특히 1일부터 금융, 노선버

스, 방송 등 21개 업종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근무제가 추가 도입

되는데 정부가 ‘계도기간 3개월’의 땜질식 대책만 내놔 혼란이 예상된

다.” (머니투데이(2019.7), 주 52시간 1년, 회사생활 달라졌나요?)

2018년 개정 근로시간법제(주당 근로시간 52시간제)에 대한 노사간,

정치권, 학계 등에 의한 평가와 우려는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개정 근

로시간법제가 현장에 연착륙되어 근로시간이 단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정 근로시간법제는 제도적으로 근로시간 규제

예외의 축소, 서로 다른 해석론에 터 잡은 분쟁과 혼란의 제거, 휴식의

양극화 해소 등을 추구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

다. 또한 근로시간 규제의 원칙과 기준을 재확인하고 정비한 개정법은,

사업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시기를 설정하고, 부작용

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등 나름의 장치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한인상, 2019).

한국남부발전(주)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공기업으로서 업의 특성상

일부 기술직 근로자들은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력보강, 인력운영방안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문제해결이 필요하였다. 또한 국내 신규 발전소 건설(남제주 LNG

복합)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공사기간, 계약금 및 인력운영

등에 많은 혼선을 겪었다. 하지만, 이런 혼선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부발전

(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을 제도적으로 검토 및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제’를 비교적 빠르게 정착시켰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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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집중도가 향상되고, 현장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등 다양한 긍정적 결

과들을 도출하였다고 보고 있다.

근로시간단축 관련 국내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측정(김남헌 외, 2017; 김유선, 2008; 남성일

2002) 또는 선진국과의 사례비교 연구(박귀천, 2019; 송지원, 2016; 신수

정, 2015)등에 주안점을 두어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해 접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단축 정도

에 따라 근로자 개개인의 일-생활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연구에서 장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을 매우 부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수연 외, 2019; 정혜선

외, 2009). 따라서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근로시

간 단축 방안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정혜선 외, 2009).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직무스트레스가 줄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직후에는 오히려 직무스트

레스가 증가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근로시간 단축

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를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

하는 오랜 기업문화와 업무의 양과 효율성이 변함없는 상태에서 주 52시

간근무제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사무직인 대기업 부장 D씨는 사내에서 ‘근무시간 단축’이 화두로 떠

오르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아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던 일이

줄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일이 밀릴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는 주말에 나가 일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 해당

주에 이미 52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를 모두 채운 상태여서 회사 출입구에

서 경비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직원카드를 찍지 않은 채 사무실에

들어가 일을 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물론 그날 일

을 하라는 상사의 지시는 없었지만, 다음 월요일 제대로 된 보고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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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들의 이야기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실제로 보장되려면 법률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강한 법 집행 의지와 함께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SBS 취재파일

(2018.6), D 부장은 왜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휴일근로를 했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나, 정작

그 시행 시점에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히 제도가 진행이 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근로시

간 단축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거나 일-생활 균형에 오히려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목표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도입 취지에 맞게

그 효과를 발현하고 있는지 근로시간 감소의 정도에 따라 알아본다. 한

국남부발전(주)를 비롯한 발전회사 7곳을 대상으로 조직 구성원의 근속

연수·직급·결혼여부·나이·성별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정도가 일-생활 균

형과 직무스트레스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 정도에 따른 일-생활균형(Work-Life

Balance) 및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 구성원의 근속연수·직

급·결혼여부·나이·성별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대상은 개정 근로시간법제 시행 이후 입사자인

2018년 7월 이후 입사자를 제외한 한국남부발전(주)를 비롯한 발전회사

7곳의 본사 및 사업소 임·직원들로 설정하였다. 2021년 3월 현재의 시점

으로 볼 때 개정 근로시간법제 시행 후 약 2년여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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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구대상이 개정 근로시간법제 시행 전후의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였

다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제도시행 이후 근로시간의 감소 정도를 인식

하고, 일-생활균형 및 직무스트레스 증감여부를 판별하기에는 무리가 없

다고 여겨진다. 이들을 대상으로 조직 구성원의 근속연수·직급·결혼여부·

나이·성별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근로시간 단축정도에 따른 일-생활 균형

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의식을 설문을 통해 측정하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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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근로시간 단축

1.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 관련 통계에 따르면 연평

균 근로시간이 2,024시간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2,258시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하고 실제 하루 일

과 중 회사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상당히 길며, OECD 36개 국가들의 연

간 평균 근로시간인 1,746시간보다 15%가량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나

라에 속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연간 278시간 즉 35일을 더 일하는

것이다. OECD 36개 국가들 중 평균 근로시간보다 장시간 일하는 국가

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2개 나라이다. 이웃국가인 일본 근로자들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1,710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314시간이라는 큰 폭의 차

이를 보이고, 미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780시간으로 OECD 편

균보다 34시간 정도 길다(KBS News(2019.4.), 한국근로자 OECD 평균보

다 한달 반 더 일하는데...).

조성재(2014)는 관행적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화가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소위 ‘한강의 기적’에서 강조되었던 근면·성실의 정신이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과근로를 통해 더 많은 수당을 받아야

만 생계를 위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임금구성 및 수준의 문제, 그리

고 비즈니스 관행 및 근로문화, 고임금을 선택한 노조의 경제주의 전략

등의 문제들을 배경으로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안주엽(2017)은 과거

정부 로드맵(2013.6)에서 남성·전일제 중심의 장시간근로가 만연하고 노

동생산성이 매우 저조한 우리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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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문화를 야기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한다. 한국사회

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일의 문화이자 오랜 세월 동안의 생존 방식으로

자리 잡아 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의 발전모델은 이제 벗어나야할 고질적인 문제이다. 보편적

인 ‘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빈곤의 해결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정

책이 매우 중요하다(김근주, 2018).

[그림 2-1] OECD 연평균 노동시간(2017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장시간 근로로부터 지키고 휴식과 사적생활

을 근로자에게 보장함으로써 인간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제

도적 장치로서 법적 근로시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가 우리사회에 형성되어 있다.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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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핵심요소이자 임금산정의 기준인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

건이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 창출

등의 정부정책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으므로(조용만, 2020), 근

로시간과 관련된 제도의 시행은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무시간과 관련된 이해관계(근로자, 사업자, 정부 등)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통제하여야 하는 무수한 경우들이 발생하여 통제의 어

려움이 생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의 문제와 추가 인력확보의 문제에

직면하고, 근로자는 연장 또는 휴일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전체 임금이

감소하는 등의 어려움(노민선·조호수, 2019)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삶의 질의 개선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녁에 쓸 돈’을 걱정해야 하는 애

로 사항을 겪는다(국미애, 2018).

법정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임금수준,

고용구조에 집중하였다. 또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효과를 분석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근

로자의 재량시간과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부분에서 근로자

의 근로환경과 생활에도 영향이 미친다(이용관, 2015).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들을 직장에 장기간 머물게 하여 과다한 노동에

노출 시킴으로써 심신을 지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게 되고, 일-가정의 양립 실현의 어려

움을 초래하게 된다. 가족간 대화, 자녀교육, 집안살림, 여가활동 등 가정

에서의 생활이 제약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

게 된다(김강식, 2014).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

하여 근로자의 불건강한 행위를 유발하고, 과로사, 만성피로, 가족과의

유대감 상실, 업무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

하여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생산성이 떨어지고, 산업재해의 발생도도 높

아지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킨다(김광숙, 2003).

근로시간은 시간 균형이란 면에서 삶의 만족도의 중요한 요소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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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이 균형을 잃는다면 스트레스 심화, 일과

가정 사이의 불균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즉 근로시간 문제는 단순히

생산의 영역을 넘어 건강, 가족 생활의 질, 개인의 자율성 등 근로자의

삶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다(주은선, 2016).

가. 근로시간 단축법 개요 및 개정경과

근로시간 단축법의 목적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근로의 질을 높이는 한편 신규 일자리를 확보함으로

써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데 있다

(안주엽, 2017). 즉,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조건의 질을 높여, 근로자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정책이다. 근로시간 단축법은 장시간 근

로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경감

하고, 일-생활의 균형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를

48시간으로 정의하였다. 1980년 2,700시간이 넘는 연간 총근로시간을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46시간으로, 1991년에는 44시간으로 단축하

게 되었다(이영주, 2018).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 등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를 또다시 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근로시간이 2,497시간으

로 줄어들었고,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으로 단축하고 주5일 근무제가 도입 및 일반화되었다. 이후 2016년 고용

노동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2,210시간까지 법정근로시간이 꾸준

히 감소하였고, 그 이후로 15년간 별다른 이슈와 큰 제도의 변화 없이

주 5일 근무제가 새로운 근로 패턴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해석에 따

라 근로자는 주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였고, 특례업종 근로자는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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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한없이 주 80시간 근무가 허용되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지향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장시간 근로 방지에 어긋나는 문제점

을 드러내었다(김승택, 2019).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드디어 2018

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되었다.

[표2-1] 우리나라 근로시간 개정경과

시 기 추진경과

1953년 5월 ∼ 48시간/주 (근로기준법 제정)

1989년 46시간/주

1991년 10월 44시간/주

2003년 9월 15일(공포) 40시간/주*

2018년 3월 20일(일부개정)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 1주를 5일로 간주(토·일 제외)
⁕⁕ 1주를 7일로 명확화(토·일 포함)

나.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개념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는

것은 ‘1주(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명시한 것에 따른다. 개정 근로기준

법에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장 제2조 7

항).” 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을 통해 기준근로

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의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그 주요 요인 중 하나는 2000년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09.19)에서 1주일 근로시간 산

정 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한다고 함으로써 그동안 1주는 5일로 간주

하여 왔다. 이러한 행정해석으로 인해 주당 근로시간은 평일 연장근로

12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로 각 8시간(=40시간+12시간+16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68시간까지 허용되었던 것이다. 1주를 7일이 아니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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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한 정부의 행정해석이 장시간 근로를 합법화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즉,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아니라 주당 근로시간

의 ‘상한 기준’을 명료히 한데 그 의미가 있다.

[그림 2-2] 개정 근로시간법의 최대 근로시간 비교

환경노동위원장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의안번호 12226)에

따르면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

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대안을 제안하였

다고 밝혔다.

2003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과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의 초과근로시간 단축의 내용을 비교하면 <표

2-2>와 같다.

[표2-2] 2003년과 2018년 개정 근로시간 단축법 비교

2003년(주 40시간) 2018년(주 52시간)

주요내용

•법정근로시간 1주 44시간
→ 1주 40시간으로 단축
※ 토·일 제외

•1주를 토·일요일까지 포함총
52시간으로 제한

· 소정근로 40시간 한도
·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적용범위
•5인 이상 비농 전산업
•26개 특례업종 제외

•5인 이상 비농 전산업
•5개 특례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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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승택 외(2019),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생산성 및 소득에 미

치는 효과

2. 근로시간 단축 관련 선행연구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10월 23일 주 44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

간으로 단축하고,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주 5일 근무제에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이후, 2003년 8월 29일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국회 본외희에 의결 및 통과하고, 2004년 7월 1일 주

실질적
적용 효과

•제외된 규모와 산업 외 전
부문 사업체와 근로자

•제외된 규모와 산업 외 총근
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어
서는 일부 사업체와 근로자

단축필요
근로시간

•주당 4시간 •총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초
과하는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 경감
조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법정공휴일 2∼3일 축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
로자의 동의시 (초과)근로시
간을 연장가능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6개월)

•계도기간 부여
· 2018년 적용 대상 사업체 중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어
려움을 겪는 경우 시정할 기
간을 부여

•30인 미만 사업체 8시간 특
별연장근로 허용

임금보전의
원칙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
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칙 포함

•부칙없음

시행시기

�공공부문, 금융·보험, 1,000
인 이상 사업체(’04.7.1)

‚ 300인 이상(’05.7.1)
ƒ 100인 이상(’06.7.1)
„ 50인 이상(’07.7.1)
… 20인 이상(’08.7.1)
† 20인 미만(’11.7.1, 대통령령)

�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18.7.1)

‚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중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
개 업종(’19.7.1)

ƒ 50∼300인 미만 기업(’20.1.1)
„ 5∼50인 미만 기업(상시 30
인 미만 사업체는 8시간 추
가 연장 가능(’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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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기까지 근로시간단축의 효과에 대해서 예측하

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대한 일반적인 주요

논의 사항 중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부정적인 효과는 임금 및 노동비용

증가이다. 김승택·이상민(2008)은 도입과정에서의 노사갈등 발생, 비정규

직의 증가, 노동강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증가, 고용감소 그리고 낮은

노동비용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의 이동을 부정적 효과로 꼽았다. 현대

경제연구원(2003) 또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노사분규의 쟁점화를

부정적 효과로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수요증가에 대한 기동적 대응의

어려움 및 초과근로 거부 가능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새로운 인사

관리시스템 이행의 조정비용이 발생하고 생산계획 유지의 어려움을 부정

적 효과로 보았다(이지평 외, 2000)

반면, 근로시간 단축의 대표적인 긍정적인 효과는 생산성 향상이다.

김승택·이상민(2008)은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노동력 필요 기업에서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기며, 근로자 및 가족의 시간적인 여가 기회가 제공

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소비증가에 의한 내수

시장의 확대, 구조조정 압력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의 촉진을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효과로 분석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2003)은 양적 성장

구조에서 질적 성장 구조로의 개선과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활성

화를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효과로 보았다. 그 외에도 근로자의 건강

및 여유 확대로 직업윤리가 향상되고, 근로자의 결근율을 감소시키는데

영향력을 미친다고 분석한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생산성 향상, 업무 프

로세스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협조성이 증대된다고도 보았다(이지평 외,

2000).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이후에는 근로시간단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정준구 외(2009)는 실근로시간 단축은 일반적 인

식과 달리 근로자의 업무강도를 낮추지만, 교육훈련 등을 축소 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실근로시간 단축과 토요휴무제는

직무성과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직무환경 개선효과는 실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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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보다 토요휴무제의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노용진(2014)은 주 40시

간제 도입이 실근로시간, 노동생산성, 고용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실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이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규제가 긍정적인 고용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실근로시간 단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박윤수 외(2017)은 주 40시간 근무제가 제조업 사업체(10인 이

상)의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종사자 1인당 연 실질

부가가치 산출을 약 1.5% 향상 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 및 경제적 유

인체계를 식별하고 바로 잡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줄어들

었다가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된 2014년 이후부터

근로시간단축의 효과성 및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

구가 다시 진행되었다.

김강식(2014)는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쟁점을근로자 소득감소 및 노사

관계 불안, 기업의 인건비 상승 및 생산차질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정

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가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

어질지 미지이며,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성재(2014)는 복지국가의 실

현은 근로시간 단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생산성 향상과 일터혁신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들 상호 간의 학습과 벤치마킹을

활발히 하여 근로시간 단축 전략으로 노사가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정아 외(2015)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지는 효과

와 의의를 재평가 해 봄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정책과 반드시 함

께 논의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김태기(2016)는 한국의 노동생산성 변

화와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노동생산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한국의 노동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다양한 시사점 제시하였다. 김남현 외(2017)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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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간 단축에 의한 노동생산성 및 신규 가용 고용인력의 변동 분석으로

고용증가율이 0.123%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근로기

준법의 한계와 과제를 도출하고, 개정의 내용과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조치가 시급하다고 언급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

었다.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향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영주, 2018),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향과

노사 당사자의 인식의 전환(안주엽, 2017)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근로시

간법제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들도

다양하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법은 2003년 주 40시간 시

행 이후 15년 만에 발생된 근로시간제도의 큰 변화이다. 올해로 개정 근

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여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관련하여 근로

시간 단축의 제도적 논의와 쟁점 및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 특히, 근로시간단축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삶의 만

족도, 일-생활 균형 등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살

펴본다.

조용만(2020)은 근로시간 단축의 제도적 시행으로 근로자 연간 유급휴

일 수가 30%가 증가되었으며, 근로자의 휴식권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

를 도출했다고 분석하였다. 더불어 주 최대 52시간제의 확립, 유급휴일의

확대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대폭 축소 등 근로시간의 유연화에 관한

후속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김승택(2019)은 근로시간

단축의 연구는 법제도적인 영향을 넘어서서 기업 또는 작업장 단위에서

실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근로시간법제의 보편적인 규범력이 미흡하고, 관련 규정과 현실

적용상의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법제가 엄격성과 유

연성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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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법 정책적 노력 필요하다(한인상, 2019)고 보고 있다. 근로시간을

둘러싼 현장의 반응과 정책적 보완에 대한 노사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첨

예하게 대립 중이어서, 양측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향

또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김근주, 2019)고 분석한다.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건강 및 생활습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

수 존재한다. 문광수 외(2020)는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들의 만족과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정 근로시간과 근로

시간의 유연성이 더 낮은 부정적 정서 경험과 스트레스를 보이며, 우울

또는 불안장애, 전신피로,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를 적게 일으킨다고 분석

하였다. 이수연 외(2019)는 근로자가 장시간근로와 높은 업무강도를 경

험함에 따라 소진, 스트레스, 피로 등이 유발되어 일과 가족영역의 갈등

이 심화되고, 이러한 갈등은 조직효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용관(2015)은 근로자의 선호노동시간과 실제노동시간

(과잉노동)의 노동시간 불일치가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배규식·홍민기(2012) 또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

들의 여가, 수면, 노동 사이의 생활균형을 깨뜨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 및

노동생활의 질을 하락시킨다고 보았다. 이에 장시간 근로 단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로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 뿐만아니라, 정부의 개입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족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근로시간의 증가는 가족관계의 질

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생활만족을 증가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근로시간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정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건강, 삶의

질 및 일-생활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

시간 근로시간은 여가, 교육, 운동 등의 활동을 압박하여 신체적, 정신적

번아웃(burnout)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장시간 근로시간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추론할 수 있다(주은선, 2016). 따라서, 근로시간이 근로자 개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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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안녕 및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에 따른 일-생활 균형과 직무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제 2 절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1. 일-생활 균형(WLB)의 개념

김정운 외(2005)는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란 용어가 1972년

국제노동관계컨퍼런스(International labor relations conference)에서

최초로 언급한 근로생활의 질(quality of work life)이라는 개념에서

발전하여, 1970년대 기혼여성근로자 중심으로 일과 가정 사이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적 기반조성 마련을 주장하며

사용되기 시작했다(유홍준 외,2018). 1990년대에는 미시적인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개념에서 나아가, 일과 가정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한광수, 2011). 본격적으로

국·내외에서 일-생활 균형(WLB)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관련 정책이

도입된 것은 2000년대 이후 부터이다(김정운·박정열, 2008;

박예송·박지혜, 2013). 2000년대 이후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관심을 두게 되었다(김우성, 허은정, 2007).

백가영·박윤희(2020)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 여성이 일과

가사노동 및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졌고, 저출산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일과 생활의 균형의 국내·외 연구에서 ‘생활’의 하위영역을 가족,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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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학교생활, 종교생활, 소득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정, 성장, 여가(김정운, 박정열,

2008)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정영역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일과 가정의 균형으로 인식될 만큼 비중이 큰 영역이다(김정운, 박정열,

2008). 성장영역은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

자체로써 타인에게 인정받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환경에 기인하여 중요하게 중요하게 고려되는 영역이다(김정운

외, 2005). 여가영역은 기본적으로 즐거움을 위한 쾌락의 목적을 위해

행하여지는 활동으로 문화활동, 여행, 운동 등이 포함된다(유은혜·김명옥,

2015).

김정운·박정열(2008)은 일과 삶의 균형을 연구하는 많은 수의

학자들이 양적인 균형의 개념 대신 주의, 관심, 시간 등을 개인의

중요도에 따라 질적인 균형의 개념으로 분배하는 것에 합의한다고

보았다. 또한, ‘행복(happiness)’, ‘만족감(satisfaction)’라는 요소를

포함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풍부하게 논의 하였다(신경아, 2009;

주은선, 2014).

본 연구에서는 김정운 외(2005)에 따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일과 삶의 영역 전반에서 통제력을 가지고, 에너지의

균형있는 배분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감이 높아지는 상태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가. 일-생활 균형(WLB) 패러다임의 변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일과 삶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오래도록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post-industrial society)로

발전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기술 발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로 일과 삶의 상호작용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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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허물어지고 학계에서는 일과 삶의 영역간 상호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김정운 외, 2005; 김주엽, 2006).

국내·외 일과 생활의 연구를 살펴보면, 일과 생활 균형 제도는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를 기점(1970년∼80년대)으로 여성근로자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역할을 덜어주어 직장과 가정 내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제도나 정부정책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전혜숙, 2018).

1990년대 이후 부터는 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일과 생활 균형 제도와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김정운 외, 2008; 전혜숙, 2018). 그리고, 일과 삶을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서 조화와 균형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김정운 등,2005).

또한, 생활의 영역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요하게 살펴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자아, 배우자, 근로자 등 역할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옥선·김효선, 2012).

나. 일-생활 균형(WLB)의 영역

많은 연구자들이 그들의 연구를 통해 삶의 영역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포함시킨 가정, 성장, 여가에 관한 영역을 주요인자로

보았다.

가정의 영역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일과 가정의 균형으로 대체해

부를만큼 일-생활 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과거

기혼여성근로자의 역할 갈등 해소와 자아실현의 문제에서, 최근에는

맞벌이,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족구조가 변화되면서 자녀양육,

자기계발, 가족돌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과 질이 우리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전혜숙, 2018). 자녀출산, 양육지원제도 등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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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차원에서의 여러 지원방안들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김정운

외, 2005, 2008). 이와 같이 일과 가정 균형에 대한 관심도와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가정의 영역은 매우 중요한 논점사항이 되었다.

Maslow(1954)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가장 최상의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즉 성장의 욕구라고 한다. 여성들이

출산, 양육, 자녀교육 등 수많은 장애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일을 통한 성장욕구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김승희 외, 2013), 이와 같이 성장의 영역은 가정의 영역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성장욕구의 충족은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손영미 외, 2014).

여가활동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취미 및

교양 활동, 스포츠 참여, 여행 등 건전한 여가활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얻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재충천의 기회를 주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박명배, 2003). 이 때문에 여가의 영역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이다.

2. 일-생활 균형(WLB) 관련 선행연구

일-생활 균형(WLB)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개념연구,

요인연구, 결과 및 영향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유진, 2016).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제도 시행으로

인한 실근로시간 단축 정도가 실제 근로자 개개인의 일-생활균형(WLB)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므로 인적자원 측면에서

살펴본다.

조미라(2018)는 일-생활 균형의 객관적인 분석도구로서 ‘시간’을

선택하여 우리나라 기혼남녀 일-생활 균형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일-생활 불균형의 문제점으로 ‘성불평등’과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보았다. 저녁시간을 남성은 여가에 여성은 가사노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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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함으로써 일-생활 불균형을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서종수

외(2010)는 일-생활균형도가 높고, 가족지지가 높으며, 부모와 동거,

개인관계망 지지 수준 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분석하였다.

김정은 외(2005)는 일-생활 균형으로 개개인의 자율시간이 증가하고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기혼 부부는 자녀 양육부담을 덜 수도 있고, 전반적인 생활의 만족도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김주엽 외(2009)는 일과 생활의 심각한 불균형이 예상되는 심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일과 생활 불균형이 직무만족, 생애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생활의 불균형은 직무만족,

생애만족 및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김난주·권태희(2009)는 기혼여성의 장시간근로와 가사가 삶의 질을

낮추고, 직장역할의 몰입보다 가정역할의 몰입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가정, 직업, 일-생활균형 등의 다양한

변수 중 일-생활균형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서종수·조희금, 2010; 정영금, 2010). 권순임·구수연(2020)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 증진에

기여하여 나아가 일과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또한, 황덕순(2015)은 해외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근로자 각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느끼는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촉진

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제 3 절 직무스트레스

1. 직무스트레스(Job-Stress)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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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삶은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직장 내 구성원들은 직무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성과 및 개인 삶의 영역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허찬영·박재옥, 2008).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은 초기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힘으로 이해되었으나, 그 이후 외부환경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반응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었다. 오늘날에는 개인이 자기 주변의 내·외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가 하는 두 개념의 상호작용개념으로

바뀌었다(도윤경, 1999).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근무시간, 피로, 야근,

근무 스케줄, 연장근무, 인간관계, 부서 간 업무적 충돌, 업무의 실패와

성과의 저조 등의 업무 문제점에서 오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 혹은

업무수행시 느끼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장애를 유발하는 부담의

정도로 정의하기도 한다(양현교, 2015).

적절한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에 대한 도전성과 성취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이상구, 2007),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심신에

악영향을 미쳐 피로, 통증, 소화기 장애 및 심혈관 질환 뿐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이동환·장영철, 2016). 또한, 직무스트레스가 악화될 경우

종사원들의 심리적 번아웃(burnout)을 유발하여 파업, 업무 거부로

이어질 수 있으며(이수정·최규환, 2017), 근로자가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을 소화해야 하는 경우 역할 과부하가 발생하며, 한 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둘 이상의 압력이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지는 경우 역할

갈등이 발생하여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이정민·염영희, 2013).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의욕저하, 대인관계 갈등, 의사소통의

장애를 유발하고, 이는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직무에 대한 만족도 및

조직 효율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의 관리 문제는 조직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양은경,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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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도윤경(1999)이 정의한 ‘개인과

직무관련 요인들 사이의 부조화로 인해 개인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도록 심리적 역기능을 유발하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

세계보건기구(WHO)의 2019년도 보고에 의하면 ‘번 아웃

신드롬(Burnout Syndrome)’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 직장

스트레스’로 규정했다. 의학적 질병은 아니지만 필수 관리되어야 할

직업관련 부정적인 증상 중 하나로 인정한 것이다. 단순한 슬럼프와는

달리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며, 최악의 경우 자살충동이나

돌연사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개인의 감정이 메마르고 황폐해

지면서 생기는 대인관계 문제 및 무기력으로 인한 직무능률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 긴

노동시간이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발현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본다.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에 결근율, 이직율을 증가시키고, 우울 등 개인의

부정적 정서를 키운다고 보았으며, 스트레스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모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Lee, 2008).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질병을 유발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성미혜, 2001).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동일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조직구성원들의 개인적 지적 수준이나 성격, 필요, 관심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대처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옥원호·김석용, 2001).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정민정·탁진국(2004)은 성별과 직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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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직무스트레스원의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각 집단별로 직무스트레스 관리기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하였다. 정민정·탁진국(2005)은 조사대상을 더

세분화하여 남녀관리자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원과 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남성관리자 집단은 역할모호, 적성불일치,

리더불만족과 동료불만족이 유의학 관련되어 있으며, 여성관리자 집단은

승진문제, 환경문제, 일-가정 갈등, 정서노동, 적성불일치, 임금문제,

부서갈등 등 남성관리자 보다 여성관리자 집단이 좀 더 다양한

직무스트레스원이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하게 관련된다고 하였다.

윤숙희(2009)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직무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우울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호텔종사원의 경우, 근무환경, 직무요구, 직무 불안정, 역할 불균형,

관계갈등, 부적절한 보상 등이 주요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제시하였다(조임현, 1999; 이성현, 2016).

장시간근로와 높은 업무강도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에너지 소진,

직무 스트레스, 피로 등을 유발하여 일과 가족영역의 갈등이 심화시키고,

이러한 갈등으로 말미암아 조직효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수연

외, 2019). 정혜선 외(2009)는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가 직무스트레스 등 사회

심리학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근무시간이 45시간을

초과한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 개인에게는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입장에서는 직무만족도를

낮추어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장시간 근무가 직무스트레스를

높힌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장시간근무가 직무스트레스를 높힌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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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주 52시간제 도입 초기에 근로자들이 겪었다고

밝힌 직무스트레스를 보면 단순히 근무시간 감소가 직무스트레스 감소와

연계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정도가 실제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나아가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를

활용해도 그 의미가 있다.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단전보건연구원의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및

표준화(2003)’ 연구에 따르면,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라는 8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여러 요인들 중 직무요구, 직장문화 등 근로시간과

연계된 직무스트레스를 다룰 것이다.

제 4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높이고자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도입되었다. 해당 법률의 도입 취지에 맞게 실제로

그 효과를 발현하고 있는지 근무시간 감소의 정도에 따라 근로자 개개인

의 일-생활 균형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하고자 한다. 선

행연구에서는 주로 업무 및 조직과 연계된 일-생활 균형과 직무스트레

스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의 연구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근무시간 단축 정도의 주관적인 체감도를 확인해 볼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근무시간 감소의 정도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의 근속연수·직급·결혼여부·나이·성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정도

가 일-생활 균형과 직무스트레스 간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 26 -

봄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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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일-생활 균형(WLB)과

직무스트레스(Job Stress)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성별, 나이가 근로시간 단축 정도와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 사이에서 미치는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경제수준, 자존감, 사회적지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조절변수는

근속연수·직급·결혼여부·나이·성별을 반영하였다.

[그림3-1] 연구 모형

    <통제변수>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  

                                           (조절변수 투입시, 투입 조절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

독립변수

• 근로시간 단축 정도

 -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종속변수

• 일-생활 균형(WLB)

• 직무스트레스

  (Job Stress)

조절변수

• 근속연수 • 직급

• 결혼여부 • 나이 

•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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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

위 연구 모형에 나타나는 여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 균형(WL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6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연간 근로시간 2,024시간으로 OECD 전

체 회원국 평균인 1,746시간보다 15% 이상 긴 나라이다. 세계적으로 근

로시간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저녁이 있는 삶,

양질의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의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고, 근로

자의 일-생활 균형을 목표하였다(윤창훈, 2018).

통상적으로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

하는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저하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주은선, 2016). 뿐만아니라, 현대인은 직장에서는 직장인,

가정에서는 부모, 배우자, 자식, 가장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음으

로써 역할의 과부하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한 갈등의 해결책으로 일-생활

균형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강혜련·최서연,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문제 1>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제도 시행이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근로시간을 감소시켰을 것이라 보았다. 또한, 근로시간

감축의 정도에 따라 일-생활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아래와 같은 <가설 1>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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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일-생활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클수록 일-생활 균형이 더 높을

것이다.

나.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스트레스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피로도가 증가하고,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최주현, 2016).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며, 조직에서는 낮은 직무만족도로 인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근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정혜선 외, 2009).

하지만, 단순히 근로시간 감축이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직후 일부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단축이 오히려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켰다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근무시간 감축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전제를

둘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문제 2>를 설정하고,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 근속연수·직급·결혼여부·나이·성별의 조절효과

연구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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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정도와 일-생활 균형(WLB) 및 직무스트레스 사이에서

어떠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문제 3>과

<가설 3>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가 근속연수·직급·결혼여부·나이·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가설 3-1>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균

형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3-2> 직급이 높을수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균형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3-3>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

활균형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3-4> 나이가 많을수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균형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3-5> 여성이 남성보다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균형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3-6>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스트

레스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3-7> 직급이 높을수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스트레스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3-8>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스

트레스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3-9> 나이가 많을수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스트레스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3-10> 여성이 남성보다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스트레스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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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수

앞서 연구 모형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독립변수로 근로시간 단축 정도를

사용하였다.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이후, 실제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근로시간의 단축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종속변수

가. 일-생활 균형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일-생활 균형은 대개 근로자의 일과 생활

전반에 대한 균형도로 측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김정운·박정열(2008)이

개발한 일과 삶의 균형 척도를 활용하여 일과 삶의 균형의 개선된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들을 만들었다.

[표3-1]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수준 척도 문항

영역 문 항

일-가정

균형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는 가족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
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회사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
가 적어졌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퇴근 후 회사 일에 대한 걱정을
덜 하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푸는 경우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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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김정운 외, 2018)를 참고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일 때문에 가족의 중요한 기념일
(생일, 결혼기념일 등)을 더 잘 챙기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는 나의 가정생활에 더 만족하
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키는 게
덜 어렵다.

일-여가

균형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여가나 운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는 여가활동이나 건강관리에 신
경을 더 쓰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는 영화나 공연을 더 자주 보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는 주말 여가활동으로 인한 피
로감을 덜 느끼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의 여가생활이 더 만족스러워졌
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는 취미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쓰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시키는 게
더 쉬워졌다.

일-성장

균형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의 목표와 비전을 생각하는 시
간이 더 많아졌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더 갖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경력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자기 개발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
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일에 매몰되어 내 삶의 목표가 무
엇인지를 잊는 일이 줄어들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는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
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는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일과 자기 개발을 조화시키는 게
더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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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스트레스

이 연구의 또다른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는 다양한 직종에서

타당성이 검증되어(장세진 외, 2005) 발표된 바 있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근무시간 감소 정도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요인별로 파악하고자 한다.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8개 하위영역으로 물리환경 3문항, 직무요구 8문항,

직무자율성 결여 5문항, 직무불안정 4문항, 관계갈등 6문항, 조직체계

7문항, 보상부적절 6문항, 직장문화 4문항의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미하는 ‘직무요구’,

집단주의적 문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 비공식적 문화 등

한국사회의 독특한 직장문화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는

‘직장문화’를 측정도구로 활용하여, 총 13문항의 질문을 만들어

설문조사를 한다.

[표3-2]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문항

No. 문 항

직
무
요
구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시간에 쫓기며 일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현재 하던 일을 끝내기 전에 다른 일을
하도록 지시받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업무시간 중에 끝내야 할 업무량이 증가
하였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동료나 부하직원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부담이 늘어났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업무에 장시간 집중해야 하는 경우가 늘
어났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
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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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장세진

외, 2005)를 참고

3. 조절변수(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 간 관계에서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의

조절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4. 통제변수

본 연구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으로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 중 조절변수에 투입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일이 더 많아져서 직장과 가정에 다 잘
하기가 힘들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
가 늘어났다.

직
장
문
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회식 자리가 불편한 일이 줄어들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기준이나 일관성 없는 업무 지시가 줄어
들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직장 분위기가 줄
어들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직급의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
가 줄어들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직군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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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
분

변수명 변수 정의 및 척도

독
립
변
수

근로시간
단축정도

1. 변화없음 2. 5시간 미만 3.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4. 10시간 이상-15시간 미만
5. 15시간 이상

종
속
변
수

일-
생활
균형

일-가정 균형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일-여가균형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일-성장 균형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직무
스트
레스

직무요구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직장문화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조
절
변
수

근속연수

1. 1년이상-5년미만 2. 5년이상-10년미만
3. 10년이상-15년미만 4. 15년이상-20년미만
5. 20년이상-25년미만 6. 25년이상-30년미만
7. 30년이상-35년미만 8. 35년이상

직급
1. 사원 2. 차장 3. 부장(팀장)
4. 실장 5. 처장 이상

결혼여부 1. 기혼 2. 비혼

나이 연속형(만00세)

성별 1. 남 0. 여

제 3 절 조사 설계

1. 조사대상의 선정

본 연구는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변인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남부발전(주)를 비롯한 발전회사 7곳의 본사 및 사업소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일-생활 균형과 직무스트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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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또한, 근속연수·직급·결혼여부·나이·성별이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

조절효과로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따라서

모집단은 한국남부발전(주)를 비롯한 발전회사 7곳의 본사 및 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측정하되, 개정

근로시간법제 전·후를 체감한 2018년 7월 이전의 입사자에 한한다.

자료수집방법으로 조사대상자가 문항별 해당되는 곳에 직접 기입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한국남부발전(주)를 비롯한 발전회사

7곳의 본사 및 사업소 직원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2021년 1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해

‘Google Forms’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와 대면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총 33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일부 불성실하거나 결측치가 존재하는

등 자료의 효용성이 의심스러운 응답자 3명을 제외한 328명을 본 연구의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2. 설문의 구성 및 내용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가 문항별 해당되는 곳에 직접 기입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법은 표준화된 설문을

이용함으로써 결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였다. 응답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므로, 측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 결과들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구통계학적 부문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하였던 다차원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응답자들은 각

설문문항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전혀 그렇지 않다’=1 에서 ‘매우

그렇다’=5 까지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5 에서 ‘매우 그렇다’=1 까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문항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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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설문구성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생활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운 외(2008)가 개발한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수준 척도 문항을 활용하여 일과 생활의 요인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장세진 외(2005)가

개발하고 표준화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설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 정도에 관한 설문으로 총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조절변수)에 관한 설문으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일-생활 균형에 관한 설문으로 총 21문항,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인구통계학적인 설문(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

제외)으로 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크게 4개 부문, 총 44개의 문항으로 구성

된 설문지를 사용하며, 정리하면 <표 3-4>과 같다.

[표3-4] 설문의 구성

구분 구성 설문번호 문항수 척도

독립변수 근로시간 단축 정도 Ⅱ-14 1 명목

조절변수

근속연수 Ⅲ-5 1

명목

직급 Ⅲ-6 1

결혼여부 Ⅲ-7,8,9 3

나이 Ⅲ-4 1

성별 Ⅲ-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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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근로시간 단축이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을 거쳐, 통계패키지 SAS 9.4를

활용해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측정

변수의 분포 분석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종속변수

일-생활
균형

일-가정
균형

Ⅰ-1,2,3,4,
5,6,7

7

Likert
5점 척도

일-여가
균형

Ⅰ-8,9,10,
11,12,13,14

7

일-성장
균형

Ⅰ-15,16,1
7,18,19,20,
21

7

직무
스트레스

직무요구
Ⅱ-1,2,3,4,
5,6,7,8

8

직장문화
Ⅱ-9,10,11
,12,13

5

통제변수 인구통계학적요인 Ⅲ-1,2 2 명목

전체문항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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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분석을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넷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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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및 결과해석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응답자 총 328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4-1>과 같다.

한국남부발전(주)를 비롯한 발전회사 7곳의 본사 및 사업소 직원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331명이 응답하였다. 여기서

설문답변에 결측치 등 오류가 있는 3명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표본 수는

328명으로 집계되었다.

먼저 표본의 성별 구성은 남성의 비율이 81.70%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비율이 18.30%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32%, 30대가

44.21%, 40대는 44.82%, 50대는 3.66%로 나타나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직급은 주임, 과장 등을 포함하는 사원은 38.41%,

차장은 56.10%, 부장은 이상은 5.49%로, 차장의 비중이 가장 높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79.27%, 비혼이 20.73%로 기혼의 분포가 많은 것이

확인된다.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이 10.67%, 5년 이상∼10년 미만이

27.13%, 10년 이상∼15년 미만이 40.85%, 15년 이상∼20년 미만이

12.20%, 20년 이상∼25년 미만이 4.27%, 25년 이상∼30년 미만이 3.96%,

30년 이상이 0.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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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n=328)

남성 268 81.70

여성 60 18.30

연령
(n=328)

20대 24 7.32

30대 145 44.21

40대 147 44.82

50대 12 3.66

직급
(n=328)

사원(주임, 과장 등 포함) 126 38.41

차장 184 56.10

부장(팀장) 이상 18 5.49

결혼
(n=328)

기혼 260 79.27

미혼 68 20.73

근속연수
(n=328)

1년 이상∼5년 미만 35 10.67

5년 이상∼10년 미만 89 27.13

10년 이상∼15년 미만 134 40.85

15년 이상∼20년 미만 40 12.20

20년 이상∼25년 미만 14 4.27

25년 이상∼30년 미만 13 3.96

30년 이상∼ 3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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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1. 타당성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성이란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혹은 속성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다변량 분석 방법의 하나로 독립변수 혹은 종속변수로

변수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에 사용된 변수 간에 내재되어 있는

상관관계를 찾아낼 때 사용된다. 특히,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비슷한

특성을 가진 변수들끼리 모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들을 찾아내어 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요인분석을 통해 원래의 변수보다 작은

인자수로 변수를 축소시키고, 주성분이 어떻게 관찰된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지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을 추출한 후에는 이

요인의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교하는 공통요인들을 적절히

회전시키는 요인회전(Factor Rotation)을 실시하였으며, 직교회전(Orthogonal

Factor Rotation) 방식인 베리멕스(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요인 추측 과정에 있어서는 고유값(Eigenvalue) 기준을 적용하였다.

고유값이 1.0 이상으로 나타난 요인을 선택하였으며, 요인적재량으로 그

값이 0.4 이상인 경우를 일반 요인(General Factor)으로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통 요인적재량의 절댓값이 0.4 이상이면 유의미한

변수로 보고, 0.5 이상인 경우는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가진다고 판단한다.

가. 일-생활 균형(WLB)에 대한 타당성 분석

일-생활 균형에 대한 측정문항을 모두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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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결과는 <표 4-2>와 같다. 각각의

요인적재량이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고, 각 요인의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 문항의 타당성은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측정문항
구성요소

일-성장균형 일-가정균형 일-여가균형

Ⅰ-15 .74 .40 .28

Ⅰ-16 .78 .34 .31

Ⅰ-17 .71 .30 .32

Ⅰ-18 .75 .32 .39

Ⅰ-19 .70 .39 .24

Ⅰ-2 .28 .63 .23

Ⅰ-3 .29 .80 .23

Ⅰ-4 .37 .62 .22

Ⅰ-8 .43 .35 .83

Ⅰ-9 .54 .40 .63

고유값 15.179 8.424 5.139

분산설명비율(%) 52.811 29.309 17.880

누적설명비율(%) 52.811 82.190 100

[표4-2] 일-생활 균형 특성의 요인분석 결과

나. 직무스트레스(Job Stress)에 대한 타당성 분석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모두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결과는 <표 4-3>과 같다. 각각의 요인적재량이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고, 각 요인의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 문항의 타당성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44 -

측정문항
구성요소

직무요구 직장문화

Ⅱ-1 .77 .22

Ⅱ-2 .83 .13

Ⅱ-3 .84 .11

Ⅱ-4 .74 .17

Ⅱ-5 .70 .11

Ⅱ-6 .70 .08

Ⅱ-7 .71 .05

Ⅱ-8 .79 .10

Ⅱ-9 -.04 .70

Ⅱ-10 -.19 .77

Ⅱ-11 -.20 .80

Ⅱ-12 -.13 .85

Ⅱ-13 -.15 .87

고유값 12.800 11.264

분산설명비율(%) 53.191 46.809

누적설명비율(%) 53.191 100

[표4-3] 직무스트레스 특성의 요인분석 결과

2. 신뢰성 검증

측정도구의 신뢰성이란 동일 대상에 대해 같은 측정도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그 측정결과 값들의 분산을 말한다. 즉 측정치 값의 차이가

작아야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통해 판단한다. 내적일관성을 측정 시, 주로 사용되는 통계량으로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가 있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로서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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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였고, 설문문항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내적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 값이 0.7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0.6∼0.7이면 수용할만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도 크론바흐 알파 값이 0.6 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변수로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4-4>와 같다. 신뢰성 검증을 한 결과, 모든

변수의 크론바흐 알파 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위해 만든

설문문항들이 측정도구로써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표4-4] 신뢰도 검증 결과

변수 세부항목
크론바흐
알파값

측정문항 항목제거시

일-생활
균형

일-성장
균형

.939

Ⅰ.15) 주 52시간제 시행 이
후 나의 목표와 비전을 생
각하는시간이더많아졌다.

.924

Ⅰ.16) 주 52시간제 시행 이
후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더갖게되었다.

.920

Ⅰ.17) 주 52시간제 시행 이
후 경력관리에 더 많은 관
심을 갖게 되었다.

.932

Ⅰ.18) 주 52시간제 시행 이
후 자기 개발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919

Ⅰ.19) 주 52시간제 시행 이
후 일에 매몰되어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는 일
이 줄어들었다.

.933

일-가정
균형

.825

Ⅰ.2)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회사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적어졌다.

.796

Ⅰ.3)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퇴근 후 회사 일에 대한 걱
정을 덜 하게 되었다.

.697

Ⅰ.4)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
족에게푸는경우가줄었다.

.780

일-여가
균형

.941

Ⅰ.8)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여가나 운동에 할애하는 시
간이 늘어났다.

-

Ⅰ.9)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는 여가활동이나 건강관리에
신경을 더 쓰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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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
레스

직무요구 .919

Ⅱ.1)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시간에 쫓기며 일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736

Ⅱ.2)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현재 하던 일을 끝내기 전에
다른 일을 하도록 지시받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786

Ⅱ.3)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업무시간 중에 끝내야 할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789

Ⅱ.4)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동료나 부하직원을 돌보고
책임져야할부담이늘어났다.

.723

Ⅱ.5)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업무에 장시간 집중해야 하
는 경우가 늘어났다.

.685

Ⅱ.6) 주 52시간제 시행 이
후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683

Ⅱ.7)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일이 더 많아져서 직장과
가정에 다 잘하기가 힘들다.

.686

Ⅱ.8)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766

직장문화 .909

Ⅱ.9)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회식 자리가 불편한 일이
줄어들었다.

.905

Ⅱ.10) 주 52시간제시행이후
기준이나 일관성 없는 업무
지시가 줄어들었다.

.885

Ⅱ.11) 주 52시간제시행이후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직장
분위기가 줄어들었다.

.883

Ⅱ.12) 주 52시간제시행이후
직급의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885

Ⅱ.13) 주 52시간제시행이후
직군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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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상관관계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변수들 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받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 즉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 간 관계가 얼마만큼 밀접한가를

측정하는 분석기법이다. 상관관계의 크기는 상관계수라는 값으로 정량화

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간의 연관성을 구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한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들 간의 연관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대체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수들 간

연관성은 특정변수의 분산 중 다른 변수와 함께 변화하는 분산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4-5>와 같다.

[표4-5]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항목
일-
성장

일-
가정

일-
여가

직무
요구

직장
문화

근로시간
단축정도

성별 나이
근속
연수

직급
결혼
여부

일-
성장

1

일-
가정

.142* 1

일-
여가

.037 .055 1

직무
요구

-.042 .197** .050 1

직장
문화

-.468*** -.516*** -.180** -.002 1

근로시간
단축정도

.327*** .219*** .279*** -.037 -.231*** 1

성별 .020 -.005 -.014 -.038 -.017 .001 1

나이 .035 -.015 -.066 -.139* -.061 .028 .298*** 1

근속
연수

.028 .038 .017 -.055 -.142* .063 .166** .857*** 1

직급 -.039 -.131* -.052 -.197** -.039 .024 .231*** .604*** .542*** 1

결혼
여부

.116* .020 -.127* -.076 -.114* -.135* .145** .518*** .446*** .355*** 1

***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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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 결과, 근속연수와 나이, 직급의 상관관계가 각각

.857(p<0.001), .542(p<0.001)로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통상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근로시간단축의 정도가 직무요구를 제외한 일-성장,

일-가정, 일-여가, 직장문화와 모두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의미한 통계값 중 일-성장과 결혼여부의

경우, 상관계수 값이 .116(p<0.05)로 나타나며, 일-가정과 직급의 경우

상관계수 값이 -.131(p<0.05)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일-성장과

결혼여부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일-가정과 직급에서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직무요구와 직급의 경우,

상관계수 값이 -.197(p<0.01)로 나타나며, 직장문화와 근속연수의 경우,

-.142(p<0.05)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요구와 직급, 직장문화와

근속연수가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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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문제 및 가설의 검증

1.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4-6>과 같다.

독립변수인 근로시간 단축 정도는 주당 평균 2.607시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들을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에서 일-성장 균형은

전체변수가 평균 3.569, 일-가정 균형 평균 3.194, 일-여가 균형은

3.767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에서

직무요구는 전체변수가 평균 3.055, 직장문화 3.045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근로시간 단축 정도 2.607 3.315 0.000 12.000

일-
생활
균형

일-성장 균형 3.569 1.077 1.000 5.000

일-가정 균형 3.194 1.153 1.000 5.000

일-여가 균형 3.767 1.070 1.000 5.000

직무
스트
레스

직무요구 3.055 1.096 1.000 5.000

직장문화 3.045 1.061 1.000 5.000

[표4-6] 기술통계 분석 결과

2. 연구문제 및 가설의 검증

가.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 균형(WLB)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포함시킨 성장, 가정, 여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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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영역을 삶의 영역의 주요인자로 보았다. 근로시간의 단축의 정도를

독립변수로, 일-생활(일-성장, 일-가정, 일-여가) 균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인구통계학적특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4-7>에서 <표4-9>과 같다.

(1)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성장 균형과의 관계

독립변수인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종속변수인 일-생활 균형의 하위

특성인 일-성장 균형, 일-가정 균형, 일-여가 균형과의 관계를 회귀식으

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래의 <표

4-7>은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일-성장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

중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4-7]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성장 균형과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TYPE
Ⅲ SSb 표준오차

(상수) -1.002 0.468 -2.140 0.033

통제변수

성별 -0.030 0.141 -0.210 0.831 9.845
나이 0.008 0.018 0.470 0.640 0.032
근속연수 -0.066 0.080 -0.820 0.412 0.155
직급 -0.175 0.104 -1.690 0.093 0.477
결혼여부 0.526 0.140 3.760 0.000 2.008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 0.313 0.043 7.350 <.0001 9.988
R2=.202 F=6.49***(P=<.0001)

종속변수 : 일-생활 균형(일-성장 균형) *** p<0.001, **p<0.01, *p<0.05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종속변수인 일-생활 균

형 특성 요인인 일-성장 균형에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는 일-생활 균형에 정(+)의 영향력을 행

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종 제곱합을 활용하여 변수의 상대적 중요

성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정도, 성별, 결혼여부 순으로 중요하다. 근

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일-성장 균형의 변동을 더 설명해 준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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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가정 균형과의 관계

[표4-8]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가정 균형과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TYPE
Ⅲ SSb 표준오차

(상수) 0.065 0.448 0.140 0.885

통제변수

성별 0.000 0.135 0.000 0.998 0.000
나이 -0.012 0.017 -0.670 0.503 0.291
근속연수 0.082 0.077 1.070 0.284 0.745
직급 -0.251 0.099 -2.530 0.012 4.151
결혼여부 0.164 0.134 1.220 0.223 0.967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 0.235 0.041 5.760 <.0001 21.471
R2=.175 F=5.43***(P=<.0001)

종속변수 : 일-생활 균형(일-가정 균형) *** p<0.001, **p<0.01, *p<0.05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종속변수인 일-생활 균

형 특성 요인인 일-가정 균형에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3종 제곱합을 활용하여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면 근로

시간 단축 정도, 직급, 결혼여부 순으로 중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가 상대적으로 일-가정 균형의 변동을 더 설명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여가 균형과의 관계

[표4-9]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여가 균형과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TYPE
Ⅲ SSb 표준오차

(상수) 0.270 0.504 0.530 0.593

통제변수

성별 -0.057 0.152 -0.380 0.706 0.117
나이 -0.024 0.019 -1.250 0.212 1.287
근속연수 0.097 0.087 1.120 0.262 1.036
직급 -0.009 0.112 -0.080 0.934 0.006
결혼여부 -0.162 0.151 -1.080 0.283 0.951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 0.301 0.046 6.550 <.0001 35.212
R2=.175 F=5.41***(P=<.0001)

종속변수 : 일-생활 균형(일-여가 균형) ***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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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독립변수인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종속변수인 일-생활 균

형 특성 요인인 일-여가 균형에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3종 제곱합을 활용하여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면 근로

시간 단축 정도, 나이, 근속연수 순으로 중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가 상대적으로 일-여가 균형의 변동을 더 설명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설 1>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클수록 일-생활 균형이 더

높을 것이다.”는 채택이 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일-생활 균형

요소 3가지 요인인 일-성장 균형, 일-가정 균형, 일-여가 균형에 유의미

하게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클수록 일과 성장의 균형, 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4)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여유시간과 종속변수와의 관계

<가설 1>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여유시간이 일-

생활 균형의 3가지 요인인 일-성장 균형, 일-가정 균형, 일-여가 균형

중 어느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4-10]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여유시간과 종속변수와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TYPE
Ⅲ SSb 표준오차

(상수) 2.257 0.054 42.050 <.0001

종속변수

일-성장 균형 0.382 0.059 6.480 <.0001 39.393

일-가정 균형 0.290 0.063 <.0001 20.042

일-여가 균형 0.378 0.055 <.0001 44.635

R2=.284 F=42.66***(P=<.0001)

제3종 제곱합을 통한 분석결과, 시간에 대해 일-생활 균형의 3가지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면 일-여가 균형, 일-성장 균형, 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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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순으로 영향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생긴 여유시간을 여가에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다.

나.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스트레스

연구문제 2에 대한 검증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를 독립변수로, 직무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인구통계학적특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한 결과는 아래의 <표 4-11>에서 <표4-12>와 같다.

(1)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요구와의 관계

독립변수인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특성인 직무요구와 직장문화와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살펴보면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래의 <표 4-11>은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직무요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4-11]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직무요구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TYPE
Ⅲ SSb 표준오차

(상수) 1.638 0.531 3.080 0.002

통제변수

성별 0.097 0.160 0.610 0.545 0.321
나이 -0.042 0.021 -2.040 0.042 3.661
근속연수 0.229 0.092 2.490 0.013 5.442
직급 -0.332 0.116 -2.860 0.005 7.184
결혼여부 -0.031 0.157 -0.200 0.843 0.034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 -0.033 0.048 -0.690 0.491 0.417
R2=.093 F=2.59*(P=<.003)

종속변수 : 직무스트레스(직무요구) ***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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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독립변수인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

스의 특성 요인인 직무요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종 제곱합을 활용하여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

펴보면 직급, 근속연수, 나이 순으로 중요하다. 직급이 상대적으로 직무

요구의 변동을 더 설명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장문화와의 관계

[표4-12]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직장문화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TYPE
Ⅲ SSb 표준오차

(상수) -0.290 0.507 -0.570 0.568

통제변수

성별 -0.088 0.153 -0.580 0.564 0.266

나이 0.046 0.020 2.370 0.018 4.477

근속연수 -0.168 0.087 -1.920 0.056 2.926

직급 -0.068 0.111 -0.610 0.542 0.297

결혼여부 -0.355 0.150 -2.370 0.018 4.484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 -0.254 0.046 -5.560 <.0001 24.569

R2=.180 F=5.50***(P=<.0001)
종속변수 : 직무스트레스(직장문화) *** p<0.001, **p<0.01, *p<0.05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

스의 특성 요인인 직장문화에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제3종 제곱합을 활용하여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면 근로시

간 단축 정도, 결혼여부, 나이 순으로 중요하다. 근로시간 단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직장문화의 변동을 더 설명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

구문제 2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는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직무스트레스 요소 2가지 요인인 직무

요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며, 직장문화에 유

의미하게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근로시

간 단축의 정도가 직무요구를 높이거나 낮추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클수록 직장문화는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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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일-생활 균형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의 조절효과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가설 3-1>에서 <가설 3-10>을 검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변수들을 회귀식에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과정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들을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항으로 추가하였을 때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느냐의 여부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다.

(1)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일-생활 균형(일-성장, 일-가정, 일-여가)과의

관계에서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의 조절효과는

<표4-13>부터 <표4-27>와 같으며 조절변수이자 통제변수로서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하였다.

① 근속연수의 조절효과 검증

우선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 균형과의 관계가 근속연수

요소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4-13>부터

<표4-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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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3] 근로시간단축의정도와일-성장균형관계에서근속연수요소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1.062 0.544 -1.950 0.052

통제변수

성별 -0.031 0.141 -0.220 0.824

나이 0.009 0.018 0.480 0.634

근속연수 -0.044 0.130 -0.330 0.738

직급 -0.178 0.105 -1.700 0.091

결혼여부 0.526 0.140 3.750 0.000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337 0.117 2.870 0.004

조절변수 근속연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008 0.039 -0.220 0.828

[표4-14] 근로시간단축의정도와일-가정균형관계에서근속연수요소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047 0.521 0.090 0.928

통제변수

성별 0.000 0.135 0.000 0.999

나이 -0.012 0.017 -0.670 0.506

근속연수 0.089 0.125 0.710 0.477

직급 -0.252 0.100 -2.510 0.013

결혼여부 0.164 0.134 1.220 0.224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242 0.112 2.150 0.032

조절변수 근속연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002 0.037 -0.07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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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5] 근로시간단축의정도와일-여가균형관계에서근속연수요소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088 0.587 0.150 0.881

통제변수

성별 -0.062 0.152 -0.400 0.686

나이 -0.024 0.019 -1.230 0.222

근속연수 0.164 0.141 1.170 0.243

직급 -0.019 0.113 -0.170 0.869

결혼여부 -0.163 0.151 -1.080 0.282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372 0.126 2.950 0.004

조절변수 근속연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025 0.042 -0.610 0.544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성장 균형 관계에서 근속연수 요소는

유의확률이 0.828(p>0.05),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가정 균형

관계에서 근속연수 요소는 유의확률이 0.947(p>0.05),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여가 균형 관계에서 근속연수 요소는 유의확률이

0.544(p>0.05)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렇듯 근속연수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조절효과는 없었다.

즉,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 균형(일-성장 균형, 일-가정

균형, 일-여가 균형) 관계는 근속연수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② 직급의 조절효과 검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 균형과의 관계가 직급 요소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4-16>부터 <표4-1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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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6]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성장 균형 관계에서 직급 요소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748 0.556 -1.340 0.180

통제변수

성별 -0.020 0.141 -0.140 0.890
나이 0.008 0.018 0.430 0.666
근속연수 -0.066 0.080 -0.820 0.415
직급 -0.323 0.204 -1.580 0.114
결혼여부 0.523 0.140 3.740 0.000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206 0.134 1.540 0.125

조절변수 직급×
근로시간단축정도 0.066 0.078 0.850 0.398

[표4-17]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가정 균형 관계에서 직급 요소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365 0.532 0.690 0.493

통제변수

성별 0.013 0.135 0.090 0.926
나이 -0.012 0.017 -0.710 0.476
근속연수 0.083 0.077 1.080 0.282
직급 -0.427 0.195 -2.190 0.030
결혼여부 0.160 0.134 1.200 0.233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108 0.128 0.840 0.399

조절변수 직급×
근로시간단축정도 0.078 0.074 1.050 0.296

[표4-18]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여가 균형 관계에서 직급 요소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414 0.600 0.690 0.491

통제변수

성별 -0.051 0.152 -0.340 0.737
나이 -0.025 0.019 -1.270 0.206
근속연수 0.097 0.087 1.120 0.262
직급 -0.094 0.220 -0.430 0.670
결혼여부 -0.164 0.151 -1.080 0.279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240 0.144 1.660 0.098

조절변수 직급×
근로시간단축정도 0.037 0.084 0.45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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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성장 균형 관계에서 직급 요소는

유의확률이 0.398(p>0.05),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가정 균형

관계에서 직급 요소는 유의확률이 0.296(p>0.05),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여가 균형 관계에서 직급 요소는 유의확률이

0.656(p>0.05)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의 일-생활 균형(일-성장 균형, 일-가정

균형, 일-여가 균형) 관계는 직급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③ 결혼여부의 조절효과 검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 균형과의 관계가 결혼여부 요소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4-19>부터 <표4-21>와

같다.

[표4-19] 근로시간단축의정도와일-성장균형관계에서결혼여부요소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1.071 0.505 -2.120 0.035

통제변수

성별 -0.033 0.141 -0.230 0.817

나이 0.008 0.018 0.460 0.644

근속연수 -0.065 0.080 -0.810 0.419

직급 -0.174 0.104 -1.680 0.094

결혼여부 0.616 0.286 2.160 0.032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341 0.090 3.810 0.000

조절변수 결혼여부×
근로시간단축정도 -0.037 0.102 -0.36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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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0] 근로시간단축의정도와일-가정균형관계에서결혼여부요소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030 0.484 -0.060 0.951

통제변수

성별 -0.003 0.135 -0.020 0.980

나이 -0.012 0.017 -0.680 0.498

근속연수 0.084 0.077 1.080 0.279

직급 -0.250 0.099 -2.520 0.012

결혼여부 0.287 0.273 1.050 0.295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274 0.086 3.190 0.002

조절변수 결혼여부×
근로시간단축정도 -0.050 0.097 -0.520 0.605

[표4-21] 근로시간단축의정도와일-여가균형관계에서결혼여부요소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232 0.545 0.430 0.671

통제변수

성별 -0.059 0.152 -0.390 0.700

나이 -0.024 0.019 -1.250 0.211

근속연수 0.098 0.087 1.130 0.261

직급 -0.009 0.112 -0.080 0.935

결혼여부 -0.113 0.308 -0.370 0.714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316 0.097 3.280 0.001

조절변수 결혼여부×
근로시간단축정도 -0.020 0.110 -0.180 0.854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성장 균형 관계에서 결혼여부 요소는

유의확률이 0.718(p>0.05),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가정 균형

관계에서 결혼여부 요소는 유의확률이 0.605(p>0.05),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여가 균형 관계에서 결혼여부 요소는 유의확률이

0.854(p>0.05)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의 일-생활 균형(일-성장 균형, 일-가정

균형, 일-여가 균형)관계는 결혼여부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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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이의 조절효과 검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 균형과의 관계가 나이 요소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4-22>부터 <표4-24>와 같다.

[표4-22]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성장 균형 관계에서 나이 요소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1.058 0.834 -1.270 0.205

통제변수

성별 -0.031 0.142 -0.220 0.826

나이 0.010 0.025 0.390 0.697

근속연수 -0.065 0.081 -0.800 0.424

직급 -0.175 0.104 -1.680 0.093

결혼여부 0.526 0.140 3.750 0.000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337 0.301 1.120 0.263

조절변수 나이×
근로시간단축정도 -0.001 0.008 -0.080 0.935

[표4-23]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가정 균형 관계에서 나이 요소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798 0.797 1.000 0.317

통제변수

성별 0.014 0.135 0.110 0.916

나이 -0.031 0.024 -1.260 0.209

근속연수 0.070 0.078 0.900 0.367

직급 -0.242 0.099 -2.430 0.016

결혼여부 0.163 0.134 1.220 0.225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082 0.287 -0.280 0.776

조절변수 나이×
근로시간단축정도 0.008 0.007 1.110 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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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4]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여가 균형 관계에서 나이 요소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405 0.898 -0.450 0.652

통제변수

성별 -0.070 0.152 -0.460 0.646

나이 -0.007 0.027 -0.250 0.801

근속연수 0.108 0.087 1.240 0.216

직급 -0.017 0.112 -0.160 0.876

결혼여부 -0.162 0.151 -1.070 0.285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592 0.324 1.830 0.069

조절변수 나이×
근로시간단축정도 -0.008 0.008 -0.910 0.364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성장 균형 관계에서 나이 요소는

유의확률이 0.935(p>0.05),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가정 균형

관계에서 나이 요소는 유의확률이 0.267(p>0.05),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여가 균형 관계에서 나이 요소는 유의확률이

0.364(p>0.05)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의 일-생활 균형(일-성장 균형, 일-가정

균형, 일-여가 균형) 관계는 나이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⑤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 균형과의 관계가 성별 요소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4-25>부터 <표4-2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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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5]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성장 균형 관계에서 성별 요소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1.143 0.506 -2.260 0.025

통제변수

성별 0.145 0.278 0.520 0.601
나이 0.008 0.018 0.460 0.643
근속연수 -0.064 0.080 -0.790 0.428
직급 -0.178 0.104 -1.720 0.087
결혼여부 0.527 0.140 3.760 0.000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380 0.101 3.770 0.000

조절변수 성별×
근로시간단축정도 -0.081 0.111 -0.730 0.464

[표4-26]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가정 균형 관계에서 성별 요소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134 0.484 -0.280 0.782

통제변수

성별 0.247 0.266 0.930 0.353
나이 -0.012 0.017 -0.680 0.499
근속연수 0.085 0.077 1.110 0.268
직급 -0.256 0.099 -2.580 0.010
결혼여부 0.165 0.134 1.230 0.219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329 0.096 3.410 0.001

조절변수 성별×
근로시간단축정도 -0.114 0.106 -1.080 0.282

[표4-27]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여가 균형 관계에서 성별 요소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072 0.544 -0.130 0.894

통제변수

성별 0.367 0.298 1.230 0.219
나이 -0.025 0.019 -1.270 0.207
근속연수 0.102 0.086 1.180 0.237
직급 -0.018 0.111 -0.170 0.869
결혼여부 -0.160 0.151 -1.060 0.289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462 0.108 4.280 <.0001

조절변수 성별×
근로시간단축정도 -0.197 0.119 -1.65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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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성장 균형 관계에서 성별 요소는

유의확률이 0.464(p>0.05),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가정 균형

관계에서 성별 요소는 유의확률이 0.282(p>0.05),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여가 균형 관계에서 성별 요소는 유의확률이

0.100(p>0.05)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의 일-생활 균형(일-성장 균형, 일-가정

균형, 일-여가 균형) 관계는 성별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 균형 관계에서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2)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스트레스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직무스트레스(직무요구, 직장문화)와의

관계에서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의 조절효과는

<표4-28>부터 <표4-37>와 같으며 조절변수이자 통제변수로서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하였다.

① 근속연수의 조절효과 검증

우선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가 근속연수

요소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4-28>부터

<표4-29>와 같다.



- 65 -

[표4-28]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요구 관계에서 근속연수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1.191 0.619 1.920 0.055

통제변수

성별 0.084 0.160 0.520 0.602

나이 -0.040 0.021 -1.970 0.050

근속연수 0.388 0.146 2.650 0.008

직급 -0.355 0.117 -3.040 0.003

결혼여부 -0.029 0.157 -0.190 0.851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138 0.132 1.050 0.295

조절변수 근속연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061 0.044 -1.400 0.163

[표4-29]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장문화 관계에서 근속연수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408 0.592 -0.690 0.491

통제변수

성별 -0.092 0.153 -0.600 0.550

나이 0.047 0.020 2.390 0.018

근속연수 -0.125 0.140 -0.900 0.372

직급 -0.074 0.112 -0.660 0.511

결혼여부 -0.355 0.150 -2.370 0.019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209 0.126 -1.660 0.098

조절변수 근속연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016 0.042 -0.390 0.698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요구 관계에서 근속연수 요소는

유의확률이 0.163(p>0.05),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장문화 관계에서

근속연수 요소는 유의확률이 0.698(p>0.05)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의 직무스트레스(직무요구, 직장문화) 관계는

근속연수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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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급의 조절효과 검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가 직급 요소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4-30>부터 <표4-31>와 같다.

[표4-30]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요구 관계에서 직급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1.286 0.639 2.010 0.045

통제변수

성별 0.081 0.161 0.510 0.613

나이 -0.040 0.021 -1.970 0.050

근속연수 0.226 0.092 2.460 0.015

직급 -0.137 0.229 -0.600 0.552

결혼여부 -0.026 0.157 -0.170 0.869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109 0.151 0.720 0.473

조절변수 직급×
근로시간단축정도 -0.087 0.087 -0.990 0.324

[표4-31]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장문화 관계에서 직급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871 0.607 -1.430 0.153

통제변수

성별 -0.114 0.153 -0.750 0.457

나이 0.049 0.020 2.500 0.013

근속연수 -0.173 0.087 -1.980 0.048

직급 0.257 0.218 1.180 0.240

결혼여부 -0.347 0.149 -2.320 0.021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020 0.144 -0.140 0.892

조절변수 직급×
근로시간단축정도 -0.143 0.083 -1.720 0.086＋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요구 관계에서 직급 요소는 유의확률이

0.324(p>0.05)로 유의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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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직급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장문화 관계에서 직급 요소는

유의확률이 0.086로 유의수준 0.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장문화 관계는 직급 요소에 약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③ 결혼여부의 조절효과 검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가 결혼여부 요소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4-32>부터 <표4-33>와 같다.

[표4-32]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요구 관계에서 결혼여부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1.502 0.576 2.610 0.010

통제변수

성별 0.091 0.160 0.570 0.570
나이 -0.042 0.021 -2.050 0.041
근속연수 0.230 0.092 2.510 0.013
직급 -0.331 0.116 -2.850 0.005
결혼여부 0.143 0.324 0.440 0.659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023 0.103 0.220 0.825

조절변수 결혼여부×
근로시간단축정도 -0.072 0.116 -0.620 0.539

[표4-33]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장문화 관계에서 결혼여부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097 0.548 -0.180 0.859

통제변수

성별 -0.080 0.153 -0.520 0.601
나이 0.047 0.020 2.390 0.018
근속연수 -0.170 0.087 -1.940 0.053
직급 -0.070 0.111 -0.630 0.529
결혼여부 -0.602 0.308 -1.950 0.052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334 0.098 -3.410 0.001

조절변수
결혼여부×

근로시간단축정도
0.102 0.111 0.920 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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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요구 관계에서 결혼여부 요소는

유의확률이 0.539(p>0.05),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장문화 관계에서

결혼여부 요소는 유의확률이 0.360(p>0.05)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의 직무스트레스(직무요구, 직장문화) 관계는

결혼여부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이의 조절효과 검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가 나이 요소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4-34>부터 <표4-35>와 같다.

[표4-34]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요구 관계에서 나이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1.165 0.954 1.220 0.223

통제변수

성별 0.086 0.161 0.530 0.594

나이 -0.030 0.029 -1.020 0.307

근속연수 0.236 0.093 2.550 0.011

직급 -0.337 0.116 -2.900 0.004

결혼여부 -0.030 0.157 -0.190 0.848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169 0.343 0.490 0.622

조절변수
나이×

근로시간단축정도
-0.005 0.009 -0.60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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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5]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장문화 관계에서 나이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1.389 0.907 -1.530 0.127

통제변수

성별 -0.114 0.153 -0.740 0.460

나이 0.075 0.028 2.710 0.007

근속연수 -0.151 0.088 -1.720 0.087

직급 -0.079 0.111 -0.710 0.477

결혼여부 -0.353 0.149 -2.360 0.019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216 0.326 0.660 0.507

조절변수
나이×

근로시간단축정도
-0.012 0.008 -1.460 0.145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요구 관계에서 나이 요소는 유의확률이

0.551(p>0.05),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장문화 관계에서 나이 요소는

유의확률이 0.145(p>0.05)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의 직무스트레스(직무요구, 직장문화) 관계는

나이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⑤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가 성별 요소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4-36>부터 <표4-3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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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6]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요구 관계에서 성별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1.434 0.579 2.480 0.014

통제변수

성별 0.337 0.314 1.070 0.284

나이 -0.042 0.021 -2.040 0.042

근속연수 0.230 0.092 2.500 0.013

직급 -0.336 0.116 -2.890 0.004

결혼여부 -0.028 0.157 -0.180 0.860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061 0.116 0.520 0.600

조절변수
성별×

근로시간단축정도
-0.113 0.127 -0.890 0.375

[표4-37]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장문화 관계에서 성별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048 0.551 -0.090 0.931

통제변수

성별 -0.373 0.299 -1.250 0.213

나이 0.046 0.020 2.370 0.019

근속연수 -0.169 0.087 -1.930 0.054

직급 -0.063 0.111 -0.570 0.569

결혼여부 -0.359 0.150 -2.400 0.017

독립변수 근로시간단축정도 -0.366 0.111 -3.310 0.001

조절변수
성별×

근로시간단축정도
0.134 0.121 1.110 0.269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요구 관계에서 성별 요소는 유의확률이

0.375(p>0.05),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장문화 관계에서 성별 요소는

유의확률이 0.269(p>0.05)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의 직무스트레스(직무요구, 직장문화) 관계는

성별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스트레스 관계에서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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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종합

본 연구는 한국남부발전(주)를 비롯한 발전회사 7곳의 조직 구성원을

연구의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근무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해 보았다. 연구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한 결과를

종합 해 보면 <표4-38>과 같다.

[표4-38] 종합

연구문제 내 용 결 과

연구문제1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일-생활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가설 1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클수록 일-생활 균형이
더 높을 것이다.

채택

연구문제2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직장문화↑

연구문제3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 균형 및 직무
스트레스 간의 관계가 근속연수·직급·결혼여부·
나이·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

가
설
3

3-1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균형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기각

3-2
직급이 높을수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
활균형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기각

3-3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와 일-생활균형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
킬 것이다.

기각

3-4
나이가 많을수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
활균형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기각

3-5
여성이 남성보다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
활균형 간 정(+)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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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스트레스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기각

3-7
직급이 높을수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
스트레스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기각

3-8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와 직무스트레스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
킬 것이다.

기각

3-9
나이가 많을수록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
스트레스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기각

3-10
여성이 남성보다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
스트레스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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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본 연구는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 이후 약 2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기존 연구들의 거시적 관점에서의 근로시간

단축효과 측정 또는 선진국과의 사례비교 연구 등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단축 정도에 따라 근로자 개개인의 일-생활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직무스트레스가

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직후

일부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단축이 오히려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켰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정도의 주관적인

체감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목표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가 그 효과를 발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고, 변수들과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클수록 일-생활 균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클수록 일-생활 균형의 하위 요인인 일-성장 균형, 일-가정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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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여가 균형이 높아진다는 결과이다. 또한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본 결과 근로시간 단축 정도 자체가 일-생활 균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은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만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몇몇에게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그렇게 체감

하는지?’를 추가로 물었다. 대다수의 의견이 ‘PC-OFF제도 시행’으로

‘직장 내 근무시간 단축을 체감하였다’고 답하였다. ‘PC-OFF제도’는

근무시간 이후에 PC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제도이다. ‘PC-OFF제도’

시행으로 기업 내 당연시 되었던 야근과 주말근무가 실질적으로

사라짐을 몸소 느낀다고 하였으며,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추가

제도 도입으로 퇴근시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회사가 근로자 개개인을

보살펴 주는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로써, 정시 퇴근 자체가

자연스레 워라밸(WLB)을 실현시킨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발굴 및 도입이 뒷받침된다면

기업내에서 보다 더 효과적인 근로자 일-생활 균형 향상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직무요구를 높이거나 낮추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클수록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직장문화가 개선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직무요구의 변동이

생기지는 않았으나, 직장문화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에 관해서도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몇몇에게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직무스트레스가 감소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그렇게 체감 하는지?’를 추가로 물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회사(조직)에 있는 시간 자체가 줄고, 퇴근 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였으며, 일부 필요에 의한

야근을 제외하고는 당연시 되던 야근문화가 사라짐으로써 그 자체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조직문화가 좋아졌다고 보았다. 그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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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제한된 시간 안에 직무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일의 처리속도 및 숙련도가 향상되고 업무집중도도

높아졌다고 답하였다. 또한, 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근 후 삶과 주말이

있는 삶이 보장되어 취미활동 등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통계에서 보았듯

직무요구는 변화가 없으므로, 소위 ‘일하는 사람 즉, 조직 내 주요

실무자 직급에게만 몰리는 일’을 동일 조직의 구성원에게 합리적으로

업무분배를 한다면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그로인해 좀 더 효과적인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이 근로시간 단축 정도와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 사이에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면,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 모두 근로시간 단축 정도와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로 기능하지

않았다. 다만, 직급이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요소인 직장문화 간 조절효과가 약하게 나타났으므로, 직장문화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직급기반으로 접근하여야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2. 시사점

본 연구는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 이후 약 2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기존 연구들의 거시적 관점에서의

연구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단축 정도에 따라 근로자 개개인의 일-생활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직후 일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단축이 오히려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켰다는 의견에 대해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 76 -

정도의 주관적인 체감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주 52시간제가 5인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적용(’21.7.1) 된다면, 실제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도입 취지에 맞게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향상 및 직무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그 효과를 발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및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일-생활 균형을 향상시킨다는 점과 근속연수,

직급, 결혼여부, 나이, 성별이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와 일-생활 균형 간

조절효과로서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일-생활 균형의 최우선 조건이라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 내 자연스러운 제도로서

정착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시퇴근 독려를 위한 부서장 주관의

전달교육, 시간외근무 모니터링, PC-OFF제 등의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이 자연스럽게 향상되고, 근로자의 최상의 컨디션이 기업

충성심과 업무 집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여 양질의 기업성과물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기업 내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직무요구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근로시간 단축이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통념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오히려 직무스트레스가 증가되었다는 의견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직무요구 관리교육, 부서장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 업무의 효과적인 재분배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근로기준법인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근로자들의 주관적인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체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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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생하였으며, 해당 제도가 기업 내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

향상과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제도로서 더욱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영진 및 임직원 특히 상급자의 마인드 개선이 시급하다.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60년대초부터 90년대말까지 장시간 근로문화가 당연시되고

근면·성실의 지표로 삼았던 상급자들이 기성세대 문화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목표로 한 주 52시간제의 보다 더 효과적인 정착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는 정부의 정책의도와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여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노력하고,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분석대상 및 범위에 대한 한계가 있다.

첫째, 표본의 한계로 인해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남부발전(주)를 비롯한 발전회사 7곳의 조직 구성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일-생활 균형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의 조직 구성원으로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한다면 연구의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동일 자료원 편의(Common Source Bias)가 발생한다. 동일

자료원 편의란 연구자가 동일 데이터로 여러 독립 및 종속 변수의

측정값을 얻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데이터를

설문지와 같은 자기 보고로 수집된 것일 때 동일 자료원의 편향 위험은

증가하는데, 설문시 응답자가 어떤 측면이나 속성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대답하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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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데이터(Hard Data)를 추가 활용하여 연구한다면 보다 풍성하고

설득력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변수에 대한 측정은 구성원의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에 한해 양적연구만을 진행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일-생활 균형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해 내기 위해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 등 질적연구방법을 병행하여

보완하였다면 더 완성도 높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선진국과의 사례비교 연구 등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정도에 따라 근로자 개개인의 일-생활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정도의 주관적인

체감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그 자체로서 근로자 개개인의 일-생활

균형과 직무스트레스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생활 균형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투입하여 어떠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주 52시간제가 일-생활 균형 및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제도로서 우리사회에 최적 정착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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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본 설문은「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도(이하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귀하의 생각이나 의견이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는 가족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회사 일을 집에 가
지고 가는 경우가 적어졌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퇴근 후 회사 일에
대한 걱정을 덜 하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일에서 받은 스트레
스를 가족에게 푸는 경우가 줄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일 때문에 가족의
중요한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을 더
잘 챙기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는 나의 가정생활
에 더 만족하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일과 가정생활을 조
화시키는 게 덜 어렵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여가나 운동에 할애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는 여가활동이나
건강관리에 신경을 더 쓰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는 영화나 공연을
더 자주 보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는 주말 여가활동
으로 인한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의 여가생활이 더
만족스러워졌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는 취미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쓰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일과 여가생활을 조
화시키는 게 더 쉬워졌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의 목표와 비전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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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 질문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더 갖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경력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자기 개발에 더 신
경을 쓰게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일에 매몰되어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는 일이 줄어들
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나는 일을 통해 내
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는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일과 자기 개발을
조화시키는 게 더 쉬워졌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시간에 쫓기며 일하
는 경우가 늘어났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현재 하던 일을 끝
내기 전에 다른 일을 하도록 지시받는 경우
가 더 많아졌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업무시간 중에 끝내
야 할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동료나 부하직원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부담이 늘어났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업무에 장시간 집중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업무 수행 중에 충
분한 휴식(짬)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일이 더 많아져서
직장과 가정에 다 잘하기가 힘들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여러 가지 일을 동
시에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회식 자리가 불편한
일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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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본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적으로 몇시간 

줄었습니까? (00시간) 

                                  

1. 귀하의 회사는?

  ① 한국남동발전  ② 한국남부발전  ③ 한국동서발전  ④ 한국서부발

전  ⑤ 한국중부발전  ⑥ 한국수력원자력 ⑦ 한국수자원공사 

2. 귀하의 근무지는? 

  ① 본사 ② 사업소 ③ 기타(     )

3.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4.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5. 귀하의 근속연수는?

  ① 1년 이상~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15

년 미만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⑤ 20년 이상~25년 미만 ⑥ 25년 

이상~30년 미만 ⑦ 30년 이상~35년 미만 ⑧ 35년 이상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기준이나 일관성 없
는 업무 지시가 줄어들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권위적이고 수직적
인 직장 분위기가 줄어들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직급의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직군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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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의 직급은?

  ① 사원  ② 차장  ③ 부장(팀장)  ④ 실장  ⑤ 처장 이상

7.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기혼(①선택시, 5-1로 이동)     

  ② 비혼(미혼, 독신, 이혼, 사별 등 포함, ②선택시 5-2로 이동)

7-1. 기혼일 경우 거주형태는?

  ① 혼자 거주(주말부부 등) ② 가족과 함께 거주 

7-2. 비혼일 경우 거주형태는?

  ① 혼자 거주 ② 가족과 함께 거주 ② 기타 (친구와 함께 거주 등)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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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Reduced working

hours on Work-Life Balance

and Job-Stress

Miju So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1 July 2018, 52 working hours per week was implemen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Korea reduced the

maximum weekly working hours from 68 hours to 52 hours, and

excluded Saturdays and Sundays from legal working hours. In the

process, companies and workers experienced considerable confusion

such as reinforcement of manpower and overtime pay in the early

stages of introduction. This study began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re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52 Hours per Week," on

the work-life balance and job stress of workers according to the

degree of reduction in working hours, and to see if their service life,

rank, marriage, age, and gender have regulator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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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data was collected by conducting both online and

face-to-face surveys on employees of seven headquarters and sites of

Korea Southern Power Co., Ltd. and other power generation

compani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a total of 328 people who

responded to the survey, SAS 9.4 was utilized to perform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f the greater Degree of reduction of working hours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significant impact on work-life balance. And

if the greater degree of reduction of working hours, the significant

impact on workplace culture excluding job request.

Second, the duration of service, position, marriage status, age and

gender as an adjustment variables, all showed no adjustment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reduction of working hours

and work-life balance and job stress. However, the degree of

reduction of working hours has been shown that the weak impact on

workplace cultures which are sub-factors of job str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focus on the

subjective feeling of reducing workers' working hours without looking

at the topic of reducing working hours from a macro perspective or a

case comparison study with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olicies to reduce actual working hours in companies

need to be combined to balance workers' work-life and ease job

stress. In addition, companies and workers need to communicate,

empathize and strive to establish an effective working-hour culture

by recognizing the government's policy intentions and changes in the

times, and make continuous efforts to balance work-life and r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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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stress.

Keywords : Reduced working hours, Revised Labor Standards

Act, Work-Life Balance, Job-stress

Student Number : 2020-2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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