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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시간 노동 여부에 따른 관리직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열망 기
제를 밝히기 위해, 직무만족도와 일생활 갈등, 일지향성 간 관계에 관한 세
가지 가설을 검토했다. 주요 발견은 첫째, 관리직 기혼여성의 일 지향에는
가족 상황에 따른 일생활 갈등보다 직무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긍정적인 직무자율성 인식은 일생활 갈등을 낮추고 특히 직무만족도를 높였
다. 따라서 직무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장시간 일하는 관리직 기혼
여성의 일열망이 좌절될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시차
출퇴근제 활용은 직무만족을 높이고, 일생활 갈등을 야기하는 장시간 노동체
제의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켰다. 이는 노동자 친화적인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만족도를 높여 일지향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종합하면, 기업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실천과 함께, 작업조직 개선을
통해 작업자의 직무자율성을 향상시키고 노동 친화적인 유연노동제 활용도
제고함으로써 여성 관리자의 일지향성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연구 결과는 가족 내 역할 수행 갈등 등 개인 요인에 의존해 여성의 노
동시장 이탈 의도를 설명하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 적어도 관리직
여성의 경우 한국사회에 팽배한 일-가족 이중 역할에 따른 부담이 작업조직
의 개선을 통해 경감되어,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작업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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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 연구는 일과 경력추구 열망이 상대적으로 강한 관리직의 장시간 노동체제가 여성의
경력 지속에 지니는 함의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유례없이 빠르고 전면적인 고
학력화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이제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니라 전
통적으로 남성 부문이라 인식되던 직업 영역에 대한 여성의 진입 역시 거스를 수 없이 활발
한 추세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와 경력추구의 양립
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비혼·무자녀의 삶을 선택하는 여성의 급격한 증가를 목도하
고 있다. 이전 세대가 경력을 단절하는 편을 택했다면 새로운 세대는 이중 의무를 강요하는
사회에 저출산으로 답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과 기업은 높은 수준의 교육과 함께 다져
진 여성의 강한 일지향성을 거스르지 않고 이들을 포용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저출산, 경력단절과 관련해 이제까지 많은 연구와 정책이 추구했던 가족정
책 위주의 접근이 지닌 한계를 비판하는 한편, 포용적 작업조직으로의 변화가 한층 적극적
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제기한다. 그중에서도 이중 의무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유지·심화시키
는 직간접 요인인 장시간 노동체제 해소를 문제의 중심에 둔다.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이 핵
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길이 자체에 대한 접근은 단선적이라는 점을 함께 제기한
다. 관리직 및 전문직의 특성상 시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직무자율성 같은 업무상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유연근무제 등 관련 제도의 활용가능성도 제고한다면, 장시간 노동에
내재한 문제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가설을 실증하는
데 집중하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받는 관리직과 전문직 등 고임금 직종은 노동시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노동시간 단축은, 전문직 및 관리직을 위한 담론이라기보다는
대개 고되고 유해한 작업 분야나 산업 부문에 국한된 이슈로 간주되어 왔다(앙드레 고르,
1999: 121, 125). 미국의 경우 화이트칼라 예외조항(white-collar exemption)을 두고 있을

정도다. 실제로 평균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 관리직 및 전문
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오히려 연장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전문관리직의 노동시
간은 길어지고 단순노무직 등의 노동시간은 짧아지는 이른바 직종 간 ‘노동시간 분절(time
divide)’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제리 A.제이콥스 외, 2000: 63, 240~241).

한편, 관리직 및 전문직 고임금 노동시장은 장시간 노동 규범으로부터 파생되는 젠더질서
재생산과 그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를 노정해 왔다. 1980년대 이래 관리직 및 전문직종
(managerial and professional employment)에 여성 진입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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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여성들조차 상층관리직급으로 진입하는 데 가시적, 비가시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조직 내에서도 전략적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핵심 일자리보다는 전문지식의 실행과 관
련된 ‘틈새 직종(occupational niches)’에 집중되는 젠더 분리가 여전히 일반적이다. 또 이
는 상당한 젠더 임금격차로 연계되고 있다(Purcell, 2000: 114). 그러나 관리직 및 전문직
여성은 이러한 격차에 맞서기보다는 조직의 젠더질서를 내면화하고 조직의 성별 분리에 순
응하거나 남성에 비해 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분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행위
양상은 명목적으로 선발된 소수자로서의 토큰적(token) 지위를 인식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쉽게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개인행동이 여성 일반의 행동으로 대표
되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직면하면서, 행동이 비가시화되기를 바라거나 혹은 조직 내 여성의
‘상징’으로 일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즉, 소수자로서의 여성은 동료 및 상하급자와의

인적, 업무적 네트워크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오직 업무적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로 자신을 입증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쉽다(Kanter 1993: 219, 221; 김금
수 2004: 1477). 이런 상황에서 관리 및 전문직종에 팽배한 장시간 노동은 여성의 업무노력
과 성과를 제약하거나 좌절시키는 근본적인 제약요인이다. 장시간 노동이 조직 내 승진이나
임금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직접 요인은 아니더라도, 사회규범에 의존해 여성과 남성을 조직
내에서 범주적으로 구별하고 편견을 만들어냄으로써(Williams, Berdahl, and Vandello,
2016) 조직 내 수직적, 수평적 젠더 분리를 재생산하는 기제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외 문헌은 관리 및 전문직 노동시장에서 주로 일가족 갈등이 빚어내는 여성의
이탈 현상에 주목해 왔다. 많은 관리직 및 전문직 여성이 경험과 지식, 지위를 구축하며 경
력 궤도에 올라서는 시기, 출산과 육아 등 절대적이고 집중적인 시간 투여를 요구하는 가족
의무에 직면해 경력을 지속할 동력을 상실해 온 것이 사실이다(Hewlett and Luce, 2005:
46). 하지만 이러한 이탈 결정이 일가족 갈등에 직면한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여

성들의 행위에 대한 조직의 편향적 해석 등 통계적 차별에 근거한다는 점은 종종 간과된다.
은행업종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도 경영진은 기혼여성이 경력개발에 대한 도전의식이 부족
하고, 우선순위가 일보다 가정이며, 심지어 처음부터 목표를 낮게 설정해 스스로 유리천장
을 만들고, 본인의 결정에 의해 경력단절을 선택해 관리자로 승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인
식했다(오지현, 2017: 106∼107, 114).
물론 ‘조직의 장시간 노동관행→소수자로서의 순응적 내면화→일생활 갈등의 고조→자발
적 이탈’ 순서의 논리와 결을 달리하는 연구도 있다. 최근 관리직 및 전문직종 노동시장 여
성의 노동 경험에 대한 문헌은 노동시장 이탈을 일과 가정의 병행과 그에 따른 개인의 부담
및 선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해석을 경계한다. 민현주(2011: 62, 66, 69)는 자녀양육이나
가사로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이 사회적 차별이나 불만족스러운 근로조건 때문에 경력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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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은 여성에 비해 재취업 시기가 더 빠르다는 점을 보여줬다. 또 Goldin(2006: 16~17)
은 기혼여성의 퇴직을 돌봄요구 등으로 인한 자발적인 선택(opt-out)이라고 보는 주장들과
달리, 오히려 상위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전문직 여성이 졸업 후 15년 동안 일의 휴지기가
매우 짧으며 이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다. 이 같은 결과는
높은 일정체성과 경력몰입을 지닌 여성의 열망 축소와 경제활동의 정체 혹은 이직이 자발
적, 의지적 요인보다 직장 요인에 의해 설명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축소나 철회에 있어 가족 요구에 의한 유인 요인(pull factors)보다 일과 일이 조직되는 방식
에서 오는 곤란, 승진 적체, 차별 등 유출 요인(push factors)이 더 결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Hewlett and Luce, 2005).
후자의 관점은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 후 가족 요구에 헌신할 목적으로 퇴직하기보다는,
출산휴가 후 배정받은 일자리나 조직 내 처우에 대한 실망과 회의 등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경력 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때, 경력추구에 대한 좌절감이 높아져 노동시
장을 이탈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연근무를 선
택하는 등 업무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각종 조치가 여성의 경력형성
및 유지를 돕기보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한 개인의 선택을 낙인화하여 승진에 유리한
업무나 프로젝트로부터 배제할 위험이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될 때 여성이 퇴직을 선택한다
는 점도 보여준다(Ely et al., 2014).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관리 및 전문직종 여성의 전면적,
부분적 노동공급 철회를 단일한 공급측 요소에 집중하여 일가정 양립 요구와 그에 따른 개
인의 타협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하는 시각에 비판적이다. 이들의 입장은 여성 노동시장 연
구에 있어 조직에 배태된 다양한 범주의 불평등 레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Acker, 2006)
과 맥을 같이 한다.
비슷한 논의는 장시간 노동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은
상위직급으로 이동할 잠재력이 있는 여성들의 경력열망과 일정체성을 좌절시키며, 이러한
장시간 노동체제의 영향은 젠더 편중된 조직에서 더 부정적이었다. 예컨대 초과노동시간이
길수록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아지지만, 여성 노동자가 많은 기업에서는 긴 노동시간으로
인한 이 영향이 완화되었다(신희연･한보영, 2016: 82, 86~90). 또 일가족 양립 요구의 압박
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과업 배치나 승진, 보상 등에 있어 명시적, 암묵적 차별이 있을 때,
강한 직업정체성을 가진 경우에도 직장 혹은 경력 이탈의 개연성이 더 높아졌다(Hewlett
and Luce, 2005: 45, 53). 더욱이 관리직 및 전문직군은 미혼, 기혼 여부를 불문하고 강한

직업규범으로 인한 시간빈곤이 심각한데(권현지･권혜원･문지선, 2017: 47~48), 장시간 노
동관행을 규범화한 조직일수록 여성의 경력열망 실현 가능성도 낮아졌다(권혜원･권현지,
2018). 이러한 결과들은 관리직 및 전문직 여성노동시장 연구에서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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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요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관리직에 국한하여, 일에 대한 열망과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관리직 기혼여성의 일지향성을 유지시키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직장
요인인 ‘직무만족도’와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면서 발생하는 ‘일생활 갈등’이 장시간 노동체
제(long-hours work regime)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이 글은 특정
한 이론적 틀에 기대기보다 작업장 상황에 주목하여, 위의 세 가지 요소 간 관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탐색적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경험적으로 실증하는 데 목표를 둔다. 첫째, ‘긴
노동시간, 과도한 업무량, 일가정 침투성, 일 중심적인 문화’ 같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
요소가 과연 관리직 기혼여성의 직무만족도와 일생활 갈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직
무만족도와 일생활 갈등 중 무엇이 이들의 일지향성에 더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다. 둘째, 이러한 조직 내 심리적 요인을 매개하는 중요한 조직기제로 ‘직무자율성’ 인식을
상정하여, 조직이 자신에게 부여한 일에 대한 통제력의 인식이 장시간 노동체제 하 직무만
족도와 일생활 갈등, 그리고 일지향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일생활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유연근무제 중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의 활용은 이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도 살펴본다.

Ⅱ. 선행 연구와 가설
1. 장시간 노동관행 하 관리직 여성의 직무만족도, 일생활 갈등, 그리고 일지
향성
일에 대한 열망과 경력을 중시한다고 인식되는 관리직 여성의 경력 축소 철회 등 경력에
대한 열정이나 일지향성이 약화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역할 과부화와 과밀
노동(task density)에 처한 취업상태의 기혼 여성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가정과 아이들을
생각하는 ‘오염된 시간(contaminated time)’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 파편화된 시간 조
각들 사이사이에야 겨우 쉴 수 있을 정도로 시간 스트레스와 시간 압박을 겪고 있다(브리짓
슐트, 2015: 47, 57). 장시간 일하면서 가족 요구도 충족해야 하는 20대에서 50대 기혼여성
에게 시간 압박(time pressure)과 시간 결핍(time deficit)은 기혼남성보다 심한 것으로 나
타난다. 남성의 시간압박이 임금노동과 이동 같은 직업역할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여
성은 이러한 시간들 외에 돌봄노동과 가사노동, 심지어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시간압박 인식
이 높아졌으며, 일과 가족 생활의 병행으로 인한 역할 과부화로 전방위적인 시간 부족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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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있었다. 그런데 전업주부에 비해 취업 여성의 시간압박이 심하고, 생산노무직에 비해
사무 및 서비스직, 특히 전문직이 더 시간압박을 자각했다(차승은, 2010: 39~44).
하지만 관리직이나 전문직은 일에 결부된 자기 정체성이 강하고 일에 대한 몰입, 경력에
대한 헌신, 그리고 높은 소명의식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이기은, 2003: 800), 이는 개념적
으로 ‘경력몰입’과 관련된다. ‘경력몰입(career commitment)’은 과거 경력으로부터 이어온
직업에 대한 애착으로, 일과 직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장기적이고 주관적인 태도와 마음 상
태이다(박혜영, 2014: 408). 즉 ‘경력몰입’은 지속적으로 수행한 직무 관련 경력을 유지하고
자 하는 개인의 태도를 나타낸다. 기존 연구는 “동일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직무이동이 가
능하더라도 내 경력을 유지할 것/다시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현 직업을 선택할 것/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 직업분야에서 계속 일을 할 것/내 직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직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내 직업에 불만을 느끼지 않음/내 직업이 이상적이라고 생각
함” 등에 대한 태도로 경력몰입을 측정해 왔다(박혜영, 2014: 413; 채신석, 2016: 176). 반
면, 개인이 자신의 직종(profession), 직업(vocation)에 대해 갖는 태도(박혜영, 2016:
143~144), 동기부여 정도가 보여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일반적 태도(이하섭, 2011:
43~44), 또는 특정 경력, 혹은 일이 주는 의미에 대한 정서적 유지 상태(박주상･하상군,
2008: 243~244; 김영조･이유진, 2012: 83) 등 더 넓게 경력몰입을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이직이 잦은 IT 전문가 대상 연구에서 Cho and Xu(2011)는 경력몰입을 ‘경력
유지 몰입(professional continuance commitment)’과 일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의미인 ‘정
서적 몰입(professional affective commitment)’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이 연구도 분석 자료인 ‘여성관리자패널’에 경력몰입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이 없어
‘정서적 몰입’처럼 광의적으로 일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살펴봤는데,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일반적 몰입은 ‘일지향성(work orientation 또는 work centrality)’과도 관계가 있다. 일지
향성은 일이 생활 관심사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일에 대한 강한 동일시 및 일 역할을 삶에
서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믿는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인생 목표는 일에 경도
되어야만 함/삶은 일에 몰두해 있을 때만이 살만한 가치가 있음/삶의 주된 만족은 일에서
비롯됨/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관련이 있음/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을 계속할 것임
/실업급여가 정말 많더라도 여전히 일을 선호할 것임/전반적으로 일은 나의 존재에서 매우

중요함” 등 현재의 직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거나 삶의
핵심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정도로 측정한다(Hirschfeld and Feild, 2000: 790~792).
기존 연구는 일지향성이 일과 삶의 조화(천혜정･한나, 2009), 일가정 갈등이나 일가정 촉진
정도(손영미･박정열, 2015), 삶의 만족(김영국･차석빈, 2014)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이 일 중심적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는지에 관심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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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한편, 경력열망 내지 일지향성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직무만족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혼여성의 경우 일과 가족이 균형 있게 양립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제시하
는 연구들이 많다(한혜림･이지민, 2017). 일가족 간 갈등의 원인은 가족 요인에서 비롯된
‘가족-직장 갈등’과 직장에서 비롯된 ‘직장-가족 갈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최수찬 외
(2006)는 남성의 경우 직장-가족 갈등이 직무만족을 낮추는 것과 달리 여성은 가족-직장

갈등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아져 여성의 경제활동에 가족적 요인이 중요함을 시사
했다. 기혼여성의 가족-일 갈등이 경력몰입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결과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채신석, 2016: 179).
하지만 거꾸로 직장 요소로 인해 일가족 갈등 더 나아가 직장 혹은 노동시장 철회 등이
일어나는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 직장 내 성차별이 직무만족도를 낮추고 이로 인해 일가족
갈등이 높아져 일가족 양립 가능성이 낮아지거나(김은경･심준섭, 2016), 긴 노동시간과 낮
은 일만족도가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를 높인다는(류임량, 2009) 연구가 이를 보여준다. 또
차별적인 조직문화는 일가족 갈등을 높이지만, 반대로 높은 직무만족도가 일생활, 일가족
갈등을 완화시키기도 한다(이진숙･이슬기, 2015).
또 직장 요소 중 조직의 전반적인 지지와 상사의 지지 등에 의해서도 기혼여성의 일가족
갈등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는데(강혜련･최서연, 2001: 34),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신경 쓰
는 조직문화는 실제 노동자의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을 높였다(천혜정･한나, 2009: 66). 마찬
가지로 상사의 가족 지원은 여성의 직무만족에도 가장 유의미했고(최수찬 외, 2006: 161),
노동자의 일지향성 및 경력몰입에도 조직이 구성원에게 애착을 갖고 지원 노력을 기울이는
‘조직후원’이 중요했다(이하섭, 2011: 55~56). 일례로 대기업 조직을 연구한 손규태･김진모
(2015: 157~158)는 조직의 경력개발 지원이 구성원의 경력몰입을 높여 실제 직무성과를 제

고했다는 점을, 김영조･이유진(2012: 89)은 상사의 지원이 여성의 경력몰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 단순히 노동시간이 길다고 해서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역
할보다 직장역할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김난주･권태희(2009: 62, 64, 66)의 연구는,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기혼여성의 삶에도 직장
요인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직원의 생활영역에 대한 조
직적 고려,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직장 내 지원 등 조직의 조정 메커니즘이 있을 때, 노
동자의 일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생활 갈등이 줄어들고 일지향성이나
경력열망도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력 열망이 강한 관리직 여성은 동료와 상사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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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커(Lin, 2017: 5, 16),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을 때 조직 일체감 및 일지
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경력을 지속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더욱이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관리직 여성은 가족 내 돌봄 및 가사노동 요구를 시장
이나 가족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해 충족할 여지가 커서(Park and Liao, 2000), 직장과 조직
요인이 이들의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중요할 수 있다. 예컨대
손승영(2005)에 따르면 고학력 전문직 여성은 가족 등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아서 일가족
갈등은 낮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와 성차별적 노동시장으로 인한 갈등이 더 컸다.
이에 작업장 요인인 노동시간과 업무, 근무환경에 중점을 둬 이에 대한 만족 정도를 나타
내는 직무만족도로 일생활 갈등 더 나아가 일지향성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가설1 : 장시간 일하는 관리직 기혼여성의 일지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일생활 갈등
정도 자체보다 직장 요인을 대변하는 직무만족도가 더 중요할 것이다.

2. 장시간 노동체제의 직무자율성과 시차출퇴근제
장시간 노동은 대체로 노동자의 만족을 저하시키지만, 자신이 노동시간과 작업과정을 통
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할 경우 만족도가 낮아지는 정도가 유의하게 조정될 수 있다. 즉,
노동자의 직무자율성은 장시간노동과 노동자의 만족도 간 관계에 작용할 수 있다. 업무에
대한 개인의 재량권은 일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식 시간 등 노동자의 시간 통제권과 관련되
는데, 노동자 스스로 이런 통제권을 발휘할 직무자율성이 높다고 인식할 때 물리적인 노동
시간의 길이나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업무량 스트
레스가 업무시간 스트레스보다 더 큰 관리직 여성의 경우(권현지 외, 2017: 50), 직무자율성
이 있다면 개인이 업무방식의 변경을 통해 일처리과정을 효율화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의 노력을 하여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소진을 경감시킬 수 있다. 호텔종사원의 사례에서도
직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뿐만 아니라 경력몰입이 높아졌다(김영화･전희원, 2009:
15).

그러나 직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오히려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생활공간으로 일의
침투성이 높아져 일생활 갈등이 증가할 여지도 있다. 증권중개인은 업무 스케줄의 유연성이
높지만 기술의 발달로 언제든지 증권 시황을 살펴보고 고객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직무과정
의 변화로 인해 일가족 갈등이 더 높아졌다. 반면 관료제적으로 업무 통제를 받는 어음할인
중개인은 직무자율성은 낮지만 콜센터를 통해 회사의 매뉴얼대로 고객에 응대해 감정노동
을 덜고 일가족 갈등이 완화될 수 있었다(Blair-Loy, 2009: 3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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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 상황에서는 일가정침투성이 극대화되어 일생활 갈등도 더 커질
수 있다. 파트너십을 획득하기 이전 단계의 소속변호사 등 경력 형성단계에 있는 전문직의
경우 시간 자율성이 낮다고 할 수 없지만, 장시간 노동 규범과 강한 성과주의가 언제 어디서
든 일할 수 있다는 시간적･공간적 자율성과 결부되어 자기규제를 약화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있다(권현지 외, 2017: 50~51).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관리직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앞
에서 살펴본 직무만족, 일생활 갈등, 일지향성의 관계를 직무자율성이 여하히 조정하는지,
즉 직무자율성이 오히려 일과 생할의 경계를 무너뜨려 직무만족, 일생활 갈등, 일지향성에
부정적 조절변수로서 작용하는지 직무자율성과 노동시간의 상호작용 분석 등을 통해 살펴
보도록 한다.
가설2 : 관리직 기혼여성의 장시간 노동 상황에서 직무자율성은 직무만족도, 일생활 갈
등, 일지향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장시간 노동을 완화하는 제도를 활용 가능할 때, 노동시간과 직무만족도, 일생활 갈등,
일지향성의 부정적 관계가 완화될 수 있을까? 즉 가설2가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의 일지향성
을 조정하는 작업장 차원의 조직 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아래 가설3은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적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탄력
근로제,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보육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등 다양한 유연근무 및 휴가제도 도입 시, 직무만족도 제고와 일가족 갈등 축
소(이진숙･이슬기, 2015: 128~129), 정서적 조직몰입 증가와 이직 의도 감소(이선희･김문
식･박수경, 2008: 398~399; 유계숙, 2007: 52~53)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
만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가족 친화제도의 포괄적 효과를 분석해서, 장시간 노동체제 하 유
연시간 근무제 등 시간유연성 제도의 고유한 효과를 검증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일가족갈등을 시간근거 갈등과 긴장근거 갈등으로 구분할 때, 경력몰입에 있어 다중역할
수행에 따른 피로 누적 등의 긴장갈등보다 시간갈등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된
다. 다시 말해 시간갈등이 적을 때 일지향성이 더 긍정적인데, 가족친화제도 중에서도 탄력
근무제, 자녀양육 프로그램, 휴가제도 등 시간 관련 제도들이 시간갈등을 줄여 경력몰입을
향상시켰다(강혜련･임희정, 2000: 8, 10). 또 시차출퇴근제와 시간제 근무 시행 기업에 다니
는 여성이 미시행 기업의 여성보다 경력몰입이 높고 이직의도가 더 낮아져(김영조･이유진,
2012: 86~88),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향후 시간을 조절해 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져 경력몰입과 이직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일 수 있었다.1)
1) 단, 실제 이용 여부의 효과 분석에서는 유연근무제가 있다고 해도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보니,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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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간유연성 제도의 활용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박현숙, 2013:
98). 2015년 공공부문 800곳과 민간부문 700곳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도 시행 여부를 조

사한 결과, 시차출퇴근제도(37.9%)>탄력적 근로시간제도(23.3%)>단시간근로제도(22.6%)>
재택근무제도 및 스마트워킹(13.1%) 순으로 높았는데, 특히 공공기관은 시차출퇴근제의 시
행률이 70.8%로 기업 12.3%에 비해 높고, 민간기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8.0%>시차출
퇴근제도 12.3% 순으로 시행률이 높았다(홍승아 외, 2015: 64~70). 그러나 유연근무제 중
탄력근로제는 계절적 수요 변동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임금 지급 없
는 유연성 추구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등 사용자 중심성이 높다 보니 노동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2) 따라서 유연근무제의 효과에 대한 이 분석에는 상대적으로 노동자 친화성이 높아
많이 활용되는 시간유연성 제도인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하였다.
다만 시차출퇴근제도가 사용이 용이하고 활용도도 매우 높지만, 노동자의 생활상 필요에
따른 시간 조정이 아닌 부서의 필요나 초과근로 등을 이유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직무불
안을 가중시키고 이직의도를 높이기도 한다(안은정･신은종, 2010: 204). 뿐만 아니라 제도
가 도입되었더라도 제도 활용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지 않은 경우 활용에 따른 불이익을 감
수해야 할 위험이 있다. 특히 조직의 실제 방침을 읽고 시행해야 하는 관리직의 경우, 유연
근무제를 활용할 경우 ‘유연성 낙인(flexibility stigma)’ 같은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아져(Williams and Boushey, 2010: 51~54) 오히려 개인의 일지향성이 낮아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일지향성에 대한 유연근무제 활용의 효과는 변이가 매우 커 통계적
유의미성을 도출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있다.
가설3 : 관리직 기혼여성의 시차출퇴근제 활용이 직무만족도, 일생활 갈등, 일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Ⅲ. 변수 소개와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에 사용된 분석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관리자패널이다. 이 자료는 관

출퇴근제와 시간제근무 활용 모두 경력몰입이나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김영조･
이유진, 2012: 86~88).
2) 한겨레신문, 2018.7.5., 「노동자에 ‘탄력근로제 합의하라’ 사쪽, 주 52시간 회피수단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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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직 기혼여성의 가족과 직장 내 상황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근로시간 및 유연근무제 등 이 연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변수로 구축할 수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다. 단, 주요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4차(2012년), 5차(2014년), 6차(2016)년
자료만 사용했다. 여성관리자패널은 회사에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
무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개인의 활용 여부를 묻고 있는데, 최근 연도로 올수록 유연근무
제 활용 응답자가 많아진 점을 고려하여 패널 개체마다 마지막 연도만 뽑아 2012년 119명,
2014년 165명, 2016년 550명의 기혼(유배우)여성 834명을 최종 분석했다.3)

여성관리자패널은 조사대상인 여성 관리자로 대리급 이상의 직급부터 포함해 관리직 내
부의 다양성이 상당히 크다. 이에 비교적 동질적인 지위에 있는 관리자를 분석하는 것이 필
요해서, ‘4년제 대졸 학력을 취득하고, 고객지원과 비서를 제외한 업무에 종사하는, 과장급
이상’ 관리자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분석 모형과 변수 측정 방법
분석은 [그림 1]에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거한다. 모형에서 장시간 노동체제는 ‘총
근무시간, 일가정침투성, 과도한 업무량, 일중심문화’ 요소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장시간
노동 여부는 주 52시간을 초과할 때 장시간 일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4) 일가족침투성은
휴식이 전제되는 퇴근 후나 주말에도 집에서 회사 일을 하는 정도로, 과도한 업무량은 업무
량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로 측정했다. 조직의 일중심문화는 장시간 노동 규범을 나타
내는 잠재변수로서, ‘정시에 퇴근하면 눈치가 보인다’ 등 세 개의 관측변수로 측정했다(<표
1> 참조).

분석 모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잠재변수인 ‘직무만족도, 일생활 갈등, 일지향성’
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우선 ‘직무만족도’는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직장 요인에 대한
3) 미혼이나 이혼 상태의 여성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직장인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 외에도 배우자

의 요구에 의한 아내로서의 역할 조건을 동일하게 한 후 일생활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 유배우 기혼여성만
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 장시간 노동의 기준을 근로기준법상 노사 서면 합의에 의한 3개월 내의 주 평균 노동시간인 주 52시간
(51조 2항)으로 했는데, 표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50조)으로 하거나, 초과근로 허용시간인 주 48시간
(51조 1항)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규직 미혼여성 임금근로자만 보더라도 주 40시간 이하 근무자
외에 주 40시간 초과~48시간 이하, 주 48시간 초과~52시간 이하 근무자도 매우 많아서(권현지 외,
2017: 34), 이러한 한국사회의 긴 노동시간 특성상 가장 긴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장시간 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관리직은 성취욕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규범도 강한 특성이 있는 만큼
가장 긴 ‘주 52시간’ 기준이 타당하다. 물론 더 길게 ‘주 6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분석 자료는 주 52시간 이하 근무자가 약 83%로 매우 많아서(<표 2> 참조),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사례
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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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 모형

만족도를 가리키도록 ‘직무자체, 근무환경, 근로시간’ 만족도를 반영지표로 삼았다. ‘일생활
갈등’은 장시간 노동 내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가정생활과 삶이 영향 받는 상황을 나타
내는 문항을 측정변수로 하였다. 여기서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변수는 선행연구
검토에서 논의한 바 있는 ‘일지향성’이다. 상술했듯 경력몰입을 ‘경력 유지 몰입’과 ‘정서적
몰입’으로 구분할 때, 일에 대한 열정과 열망 등 일반적 몰입을 나타내는 ‘정서적 몰입’이
일 중심적 정체성인 ‘일지향성’과 상관성이 높지만, 분석 자료인 ‘여성관리자패널’에 정서적
몰입이나 일지향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문항이 없어 최대한 가까운 의미의 변수들을 이용
했다. 다만 ‘일지향성’ 측정변수 중 ‘지향성1’, ‘지향성3’, ‘지향성4’가 일가정 간 긍정적 전
이(spillover)를 측정한 문항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밝혔듯 일지향성
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는 등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이 문항들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표 1>에도 나와
있지만 각 잠재변수의 반영지표인 측정변수들 모두 신뢰도 계수(크론바흐 알파  )가 수용가
능한 일관성을 의미하는 0.6 이상이었다(민인식･최필선, 2012: 73). ‘장시간 노동 여부’와
함께 이들 잠재변수들 간 관계를 조정할 것으로 예측한 ‘시차출퇴근제 활용 여부’는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활용 여부를 답하기 때문에 제도가 없다고 한 경우도 ‘활용 안 함’
범주로 포함하여 표본으로부터의 사례 이탈을 최대한 방지하였다.5)
5) ‘시차출퇴근제도가 있는데 활용 안 한 집단’과 ‘제도가 없어서 활용 못 한 집단’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묶어 시차출퇴근제도 활용의 의미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시차출퇴근제가 있는 경우에만 활용의 효과를 살펴본다면 그만큼 전체 사례수가 적어지는 문제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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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통제변수로 업무,6) 근속연수, 직급, 임금, 자녀수,7) 직무자율성,8) 그리고 조직 변
수로 기업규모를 통제변수로 포함했다. 통제 변수로 연령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근속년수와
상관관계가 높아(r=0.6239) 제외했다. 또 모든 통제변수들이 ‘직무만족도, 일생활 갈등, 일
지향성’ 잠재변수로 연결됐지만, 자녀수는 이 글에서 ‘직무자체, 근무환경, 근로시간’같이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직장 내 요인의 만족도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서 직무만족도를 제외하고 연결했다. ‘직무자율성’은 자료가 직무자율성 정도를 직접 측정
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지 않아 자율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심리 상태로 이를 추정하였
다. 직무자율성 부재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코딩하여 직무자율성 부
재에 따른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해, 점
수가 높아 자율성이 인식되는 긍정적 심리상태가 유지될수록 직무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9)
<표 1> 구조방정식 분석에 활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장시간
노동
요인

문항 설명

총근무시간

주당 통상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직장에서의 총 노동시간

일가정침투성

퇴근 후나 주말에도 집에서 회사 일을 하는 정도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4점 척도)

과도한 업무량

업무량 과다 관련 스트레스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5점 척도)
문화1

일중심문화
(=0.6801)

정시에 퇴근하면 눈치가 보인다

문화2

밤늦게 남아 일하는 것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문화3

일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5점 척도)

또 제도의 비활용 대비 활용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이렇게 대조집단을 형성하였다.
6) 여성관리자패널은 직종이 아닌 일의 성격에 따라 업무를 구분한다. 이를 공통된 업무끼리 묶어 6가지로
재분류하였다(<표 1> 참조).
7) 여성관리자패널에 자녀 연령의 연속변수가 없어 자녀수 변수를 포함했다. 2014, 2016년은 미취학 연령
의 자녀수도 파악할 수 있지만, 2012년은 미취학 자녀 존재 여부(있음/없음)까지만 알 수 있다. 이에 미
취학 자녀 존재 여부를 이용할 경우 이진변수라서 후술하겠지만 adf 검증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
는 부담이 있었다. 이 연구는 ml 검증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진변수가 느는 것이 부적합해 연속변수인
자녀수를 이용했다.
8) 후술하겠지만 가설2와 관계된 주요 변수인 ‘직무자율성’은 먼저 진행된 장시간 노동과의 상호작용 회귀
분석에서 직무만족도와 일생활 갈등에 유의미하다는 점이 밝혀져, 구조방정식 분석 모형에서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9) 직무자율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직무에 대한 자율성 없음의 스트레스 문항’으로
직무자율성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직무자율성 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
한 문항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어 이용했지만, 위와 같은 질문의 성격을
고려하여 직무자율성의 유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업
무량도 ‘업무량 과다에 대한 스트레스’ 문항을 이용한 것이어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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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변수

직무만족도
(=0.7406)

잠재
변수와
반영
지표

일생활갈등
(=0.8278)

일지향성
(=0.7528)

문항 설명
직무자체

직무자체 만족도

근무환경

근무환경 만족도

근로시간

근무시간 만족도
(매우 불만족~매우 만족 5점 척도)

갈등1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갈등2

업무시간외에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속된다

갈등3

업무로 인하여 취미나 여가생활을 할 수 없다

갈등4

업무로 인하여 체력적인 한계를 느낀다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5점 척도)

지향성1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지향성2

우리 직장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진다

지향성3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향성4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5점 척도)
연구, 경영, 금융, 판매(기준변수), 서비스, 생산
연구-연구개발
경영-경영기획, 경영정보, 구매･자재관리, 인사･노무관리

업무

금융-자산관리, 회계･재무
판매-마케팅, 국내영업, 해외영업, 홍보
서비스-법무･총무, 서비스, 교육, 의료

통제
변수

생산-생산관리, 생산기술, 생산(제조), 환경안전, 품질관리
근속연수
기업규모

99명 이하(기준변수), 100~299명, 300~999명, 1000명 이상

직급

과장급(기준변수), 차장급, 부장급, 임원급

임금

작년 세전 월평균 임금 로그값

자녀수

집단
구분

직무자율성

직무자율성 부재에 따른 스트레스
(전혀 없다~매우 크다 5점 척도 역코딩)

장시간 노동 여부

총근무시간 주 52시간 이하(기준변수), 주 52시간 초과

시차출퇴근제 활용 여부

활용 안 함(기준변수), 활용했거나 활용하고 있음

3.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조절효과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다중집단분석을 하였다. 조절효
과분석과 다중집단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외 제3의 변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
계만 알 수 있지만, 구조방정식은 여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동시에 제시한다. 또 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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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변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평균할 경우 생기는 측정오차 등을 무시하는 반면, 구조방
정식은 측정변수를 그대로 이용하여 측정되지 않은 개념적인 변수인 잠재변수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생긴 측정오차까지 통제하며, 새로 생긴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 시에는
구조오차도 통제하여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허준, 2014: 93).
이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주로 분석하되, 다만 구조방정식 분석 전 직무만족도와 일생활 갈
등 각각에 대해 장시간 노동과 직무자율성의 상호작용효과 회귀분석을 하여 장시간 노동체
제 하 직무자율성의 의미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일지향성 변수까지 투입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넘어가 주 52시간의 장시간 노
동 여부에 따라, 또 시차출퇴근제 활용 여부에 따라 ‘일중심문화, 직무만족도, 일생활 갈등,
일지향성’의 잠재변수 간 평균값을 비교하는 잠재평균분석으로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한 후,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총근무시간, 일가족침투성, 과도한 업무량, 일중심문화’의 장시간 노
동체제 요인과 ‘직무만족도, 일생활 갈등, 일지향성’의 잠재변수 간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본다.10)

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대상인 관리직 기혼여성 834명은 30살부터 63살까지 분포했는데 평균 연령은 41.8
세였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3시간으로 주52시간 이하 근무자가 초과 근무자보다 더
많았다. 일가정 침투성 정도는 4점 만점 중 약 2.3점, 과도한 업무량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약 3.4점, 직무자율성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약 3.2점이었다(<표 2> 참조). 2012, 2014,
2016년 각 연도 기준 근속자는 753명(94.6%)이고, 직장 이동 등 퇴사경험자는 43명(5.4%)

이었는데, 전체 평균 근속연수는 약 14.0년이지만 근속자가 약 14.8년 퇴사경험자는 약
0.98년으로 다소 차이가 났다. 월평균 임금은 505.2만원, 자녀수는 1.4명이었다.

10)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업무’ 통제변수가 범주형 변수여서 정규분포가 아닌데도 연속형 변수처럼 포함하
여 일반적인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ml)으로 분석하다 보니, 다중집단분석의 측정동일

성 검증 결과 절대적합지수인  값이 매우 크게 도출된 측면이 있다(우종필, 2014: 363). 구조방정식에
회귀분석처럼 통제변수를 포함해 생긴 문제로, 정규성 가정을 완화시키기 위해 점근적 분포 자유 추정
(asymptotically distribution-free; adf)을 하면 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기에는 사례수가 부족하였다
(Newsom, 2018: 1).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잠재변수 간 인과관계 분
석의 설득력을 높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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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구분하여 일종의 조절변수인 노동시간과 시차출퇴근제 활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는 주 52시간 이하 근무자에 비해 일가정 침투성 정도와 과도한 업무
량 스트레스가 더 심했지만, 연령과 근속연수, 임금도 더 높았다. 반면, 주 52시간 이하 집단
보다 직무자율성이 낮고 자녀수도 더 적었다. 그러나 시차출퇴근제 미활용 집단과 활용 집
단은 총근무시간과 일가정 침투성, 직무자율성 정도가 비슷했고, 과도한 업무량 스트레스는
시차출퇴근제 활용자가, 연령 및 근속연수와 임금은 시차출퇴근제 미활용자가 더 높았다.
집단을 어떻게 구분하든 판매직과 경영관리직 종사자가 많았는데, 특히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 중에서는 판매직 비율이 34.3%로 가장 높았다. 직급은 과장급과 차장
급이 많았는데 주 52시간 이하 근무 집단은 과장급이 더 많지만,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
중에서는 과장급과 차장급 규모가 유사했다.
주 52시간 이하 근무자 중 시차출퇴근제 활용자는 12.0%였지만,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
중 시차출퇴근제 활용자는 14.0%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일하는 노동
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 52시간보다 많이 일하면서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2.4%(2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
<표 2> 분석 대상의 특성
(단위 : 명, %, 시간, 점, 세, 년, 만원)
주52시간
이하

전체
인원

834

691

82.9

주52시간
초과
143

17.2

시차출퇴근제
미활용

시차출퇴근제
활용

731

103

87.7

12.4

총근무시간

47.34

45.14

58.01

47.35

47.31

일가정 침투성

2.33

2.28

2.59

2.32

2.38

과도한 업무량

3.37

3.28

3.77

3.36

3.45

연령

41.77

41.71

42.06

41.86

41.14

근속연수

14.05

13.88

14.87

14.17

13.18

임금

505.20

502.10

520.20

509.92

471.75

1.43

1.45

1.29

1.43

1.40

자녀수
직무자율성

업무

3.26

3.24

3.11

3.24

3.24

연구

130

15.6

106

15.3

24

16.8

130

15.6

118

16.1

경영

200

24.0

175

25.3

25

17.5

200

24.0

168

23.0

금융

99

11.9

81

11.7

18

12.6

99

11.9

91

12.5

판매

247

29.6

198

28.7

49

34.3

247

29.6

219

30.0

서비스

109

13.1

89

12.9

20

14.0

109

13.1

94

12.9

생산

49

5.9

42

6.1

7

4.9

49

5.9

41

5.6

관리직 기혼여성의 장시간 노동과 경제활동 열망: 직무만족도, 일생활 갈등, 일지향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지선 ․ 권현지)

17

<표 2>의 계속
주52시간
이하

전체

기업
규모

직급

주52시간
초과

시차출퇴근제
미활용

시차출퇴근제
활용

99명 이하

60

7.2

52

7.5

8

5.6

60

7.2

55

7.5

100~299명

163

19.5

141

20.4

22

15.4

163

19.5

150

20.5

300~999명

202

24.2

169

24.5

33

23.1

202

24.2

176

24.1

1000명 이상

409

49.0

329

47.6

80

55.9

409

49.0

350

47.9

과장급

352

42.2

297

43.0

55

38.5

352

42.2

310

42.4

차장급

309

37.1

254

36.8

55

38.5

309

37.1

267

36.5

부장급

143

17.2

113

16.4

30

21.0

143

17.2

126

17.2

임원급

30

3.6

27

3.9

3

2.1

30

3.6

28

3.8

시차출퇴근제 미활용
608
주 52시간 이하

72.9

83

82.9
100.0

83.2

80.6

-

14.8

20

86.0
731

691

12.0
2.4

143

14.0

16.8
합계

10.0

합계

88.0
123

주 52시간 초과

시차출퇴근제 활용

19.4
100.0

103

17.2
100.0
-

100.0

834

100.0

2. 관리직의 장시간 노동과 직무자율성
이 절에서는 장시간 일하는 관리직 종사자의 직무자율성 정도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일생
활 갈등 정도를 살펴본다(<표 3> 참조). 분포를 보면 주 52시간 이하 근무자이면서 직무자율
성 없는 경우가 397명(47.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어서 주 52시간 이하 근무자이면
서 직무자율성이 있는 경우 294명(35.3%),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이면서 직무자율성 없는
경우 82명(9.8%),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이면서 직무자율성 있는 경우 61명(7.3%) 순이다
(각주 11 참조).

구체적으로 직무만족도와 일생활 갈등에 대한 노동시간과 직무자율성의 영향을 살펴보
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 집단은 52시간 이하 근무 집단보다 직무만족도가 낮고 일생활 갈
등은 더 높았다. 반대로 직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고 일생활 갈등은 낮았다
(분석1, 2). 그런데 직무만족도에 대한 분석1에서 표준화 회귀계수를 구해보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여부(β=-0.056)보다 직무자율성의 베타값(β=0.167)이 약 3.0배 더 커 근무시간
길이보다 직무자율성 정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었다. 일생활
갈등에 대한 분석 2에서도 직무자율성의 베타값(β=-0.109)이 52시간 초과 근무 여부(β
=0.078)보다 영향력이 약 1.4배 더 컸다. 따라서 직무만족도와 일생할갈등 양 측면에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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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초과 근무 여부보다 직무자율성 정도가 더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
이는 직무자율성 여부와 주 52시간 이하 또는 초과해 일하는 경우를 조합한 4가지의 직
무만족도와 일생활 갈등의 분석에서도 확인된다(분석3, 4). 주 52시간 넘게 일하면서 직무
자율성이 없는 여성은, 주 52시간 이하로 일하면서 직무자율성이 없는 여성보다 직무만족도
는 약 0.21점 낮고 일생활 갈등은 약 0.23점 높았다. 또 주 52시간 이하 일하면서 직무자율
성이 있는 여성은, 역시 주 52시간 이하 일하지만 직무자율성이 없는 여성보다 직무만족도
가 약 0.17점 높고 일생활 갈등은 약 0.10점 더 낮았다. 장시간 노동과 직무자율성의 부재가
모두 직무만족을 낮추고 일생활 갈등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준변수를 바꿔가며 분석하면서 공히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에 국한하면,
직무자율성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직무만족도가 약 0.38점 높고 일생활 갈등은 약
0.21점 더 낮아서, 역시 직무자율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 이는 장시간 일하는 경우 직무

자율성의 효과가 반감된다기보다, 장시간노동체제 하에서도 직무만족도와 일생활 갈등에
대해 직무자율성의 긍정적인 조절효과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주 52시간 초과해 일하지만 직무자율성은 있는 여성은 주 52시간 이하로 일하는
데 직무자율성이 없는 여성보다 직무만족도는 약 0.17점 더 높지만, 일생활 갈등에는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특히 직무만족도에 있어 직무자율성 여부가 중요할 있음을 시사
한다. 실제로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노동시간이 어떻든 직무자율성이 없으면 있는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더 낮았다.11) 따라서 장시간 노동 환경에서 관리직 기혼여성의 직무자율
성은 직무만족도나 일생활 갈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일생활 갈등은 낮춰, 긴 노동시간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거나 상쇄하며, 특히 장시
간 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가설2 “관리직 기혼여성의 장시간 노동

상황에서 직무자율성은 직무만족도, 일생활 갈등, 일지향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는 지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1) 직무자율성 인식의 효과를 엄격하게 보기 위해, 직무자율성이 없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보통인 사례
를 직무자율성이 없는 경우로 포함했다.
노동시간*직무자율성 조합별 직무만족도와 일생활갈등 평균값
노동시간*직무자율성 조합

인원

직무만족도

주 52시간 이하 근무*직무자율성 있음

294

3.82

일생활갈등
3.05

주 52시간 이하 근무*직무자율성 없음(기준)

397

3.56

3.34

주 52시간 초과 근무*직무자율성 있음

61

3.73

3.45

주 52시간 초과 근무*직무자율성 없음

82

3.23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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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직무만족도와 일생활 갈등에 대한 장시간 노동과 직무자율성의 영향

주 52시간 초과 근무
일가족침투성
과도한 업무량
조직의 일중심문화
연구
경영
업무

금융
서비스
생산

근속연수
100~299명
기업
규모

300~999명
1000명 이상
차장급

직급
부장급
임원급
임금
자녀수
직무자율성

직무만족도
_분석1
-0.102*
(0.0593)
-0.0336
(0.0265)
-0.177***
(0.0266)
-0.114***
(0.0268)
-0.106
(0.0696)
0.0876
(0.0597)
-0.0359
(0.0751)
0.128*
(0.0731)
-0.0690
(0.0978)
0.00122
(0.00334)
-0.0278
(0.0977)
0.0136
(0.0963)
0.164*
(0.0948)
0.0646
(0.0505)
0.0645
(0.0660)
0.0646
(0.125)
0.125*
(0.0677)
0.0446
(0.0302)
0.128***
(0.0252)

일생활갈등
_분석2
0.176***
(0.0622)
0.203***
(0.0278)
0.363***
(0.0279)
0.180***
(0.0281)
-0.00802
(0.0731)
-0.0794
(0.0626)
-0.0692
(0.0788)
-0.188**
(0.0767)
0.0246
(0.103)
-0.00775**
(0.00350)
0.0779
(0.103)
0.109
(0.101)
0.118
(0.0994)
-0.0196
(0.0530)
-0.162**
(0.0692)
0.0704
(0.131)
0.195***
(0.0710)
0.0604*
(0.0317)
-0.102***
(0.0265)

주52시간 이하 근무*직무자율성 있음
주52시간 초과 근무*직무자율성 있음
주52시간 초과 근무*직무자율성 없음
상수
관측치
R-squared

주: *** p<0.01, ** p<0.05, * p<0.1

3.281***
(0.429)
834
0.216

0.163
(0.450)
834
0.423

직무만족도
_분석3

일생활갈등
_분석4

-0.0366
(0.0266)
-0.182***
(0.0265)
-0.118***
(0.0268)
-0.0930
(0.0698)
0.0925
(0.0598)
-0.0375
(0.0755)
0.136*
(0.0733)
-0.0584
(0.0980)
0.00136
(0.00335)
-0.0473
(0.0981)
-0.0193
(0.0971)
0.141
(0.0951)
0.0583
(0.0507)
0.0581
(0.0662)
0.0718
(0.125)
0.121*
(0.0679)
0.0428
(0.0303)

0.203***
(0.0280)
0.373***
(0.0279)
0.186***
(0.0283)
-0.0197
(0.0735)
-0.0831
(0.0630)
-0.0747
(0.0795)
-0.196**
(0.0771)
0.0187
(0.103)
-0.00758**
(0.00353)
0.0881
(0.103)
0.124
(0.102)
0.131
(0.100)
-0.0186
(0.0534)
-0.162**
(0.0697)
0.0548
(0.132)
0.194***
(0.0715)
0.0619*
(0.0319)

0.166***
(0.0497)
0.173**
(0.0874)
-0.208***
(0.0775)
3.711***
(0.421)
834
0.214

-0.0921*
(0.0523)
0.0259
(0.0920)
0.233***
(0.0816)
-0.189
(0.444)
834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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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간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일생활 갈등, 그리고 일지향성의 관계
(1) 잠재평균분석
앞서 직무만족도와 일생활 갈등에 대해 직무자율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직무자율성을 통제하여 주 52시간 이하, 초과 근무시간별로 직무만족도 및 일생활 갈등과
일지향성의 관계를 분석했다([그림 1] 참조).
먼저 연구모형에서 일중심문화, 직무만족도, 일생활 갈등, 일지향성의 잠재변수가 52시간
이하 근무집단과 초과 근무집단 간에 얼마나 다른지 잠재평균분석을 하였다. 잠재평균분석
은 집단 간에 ‘형태동일성, 요인부하량 동일성, 요인부하량 및 절편 동일성, 요인부하량･절
편 및 오차 분산 동일성, 요인부하량･절편･오차 분산 및 요인 분산 동일성’의 5가지 모형을
단계적으로 비교하는 검증 절차를 밟는데, 이 중 형태동일성, 요인부하량 동일성, 절편동일
성은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표 4> 참조). 비제약모형에서 적합도 지수를 통해 형태동일성이
만족되었고(TLI=0.879, CFI=0.905, RMSEA=0.055),12) 비제약모형과 요인부하량 동일성 모
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더 간략한 요인부하량 제약 모형을 채택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10)=10.948, p=0.362). 또 요인부하량 동일성 모형과 측정13) 및 절편
동일성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상이한 모형이지만(△   (14)=91.226,
<표 4> 52시간 이하 근무 집단과 초과 근무 집단 간 동일성 검증


df

TLI

CFI

RMSEA

△ (△df)

△p

비제약모형

498.722

142

0.879

0.905

0.055

요인부하량 제약모형

509.670

152

0.886

0.905

0.053

10.948(10)

0.362

측정 및 절편 제약모형

600.896

166

0.873

0.884

0.056

91.226(14)

0.000

측정, 절편, 오차 분산 제약 모형

629.897

180

0.879

0.880

0.055

29.000(14)

0.010

측정, 절편, 오차 분산 및 요인 분산
633.982
제약 모형

184

0.882

0.880

0.054

4.086(4)

0.395

12)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는 1에 가까울수록, RMSEA는 0.05~0.08 사이이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한다
(허준, 2014: 181).
13) 후술하는 다중집단분석의 ‘측정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 검증처럼 요인부하량 동일성도 ‘측
정동일성’이라 지칭되는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요인부하량의 측정동일성은 관측변수가 잠재변수를
측정한다는 좁은 의미로 쓰여 메트릭동일성(metric invariance)을 가리킨다(우종필, 2014: 415,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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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 측정 및 절편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요인부하량 동일성 모형의 지수에

비해 나빠지지 않아(△TLI=-0.013, △CFI=-0.021, △RMSEA=0.003) 절편 동일성이 성립한
다고 볼 수 있었다(김주환･홍세희･김민규, 2009: 244). 이런 식으로 오차 분산 동일성(△
TLI=0.006, △CFI=-0.004, △RMSEA=-0.001), 요인 분산 동일성(△   (4)=4.086, p=0.395)

도 만족되었다.
이에 본격적으로 잠재평균분석을 시행한 결과, 관리직 기혼여성 중 주당 노동시간이 52
시간 이하인 여성과 52시간 초과하는 여성 간에는 일 중심적 노동규범, 직무만족도, 일생활
갈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5> 참조).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인
지 보여주는 cohen’d 지수14)까지 고려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여성은 주 52시간 이하
근무 여성보다 일중심적 노동문화가 0.22점 강하고(cohen’d=0.29) 직무만족도는 0.16점
더 낮았는데(cohen’d=0.37), 일생활 갈등에서는 차이가 더 커서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기
혼여성이 52시간 이하로 일하는 기혼여성보다 일생활 갈등이 0.48점 더 심하고 이는 중간
이상의 큰 차이였다(cohen’d=0.62). 그런데 일지향성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서 장시간 근무자가 더 일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주 52시
간을 초과해 일하는 관리직 여성은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짧은 여성에 비해 일지향성이
더 강한 것은 아니지만, 작업장의 일 중심적 노동규범이 강하고 직무만족도가 낮으며 일생
활 갈등도 높은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52시간 이하 근무 집단과 초과 근무 집단 간 잠재평균차이 분석
52시간 이하 근무 집단

52시간 초과 근무 집단

C.R.

효과크기(d)

일중심문화

0

0.219

2.645***

0.291

직무만족도

0

-0.162

-3.348***

0.373

일생활갈등

0

0.476

6.281***

0.618

일지향성

0

-0.048

-0.708

0.073

주: *** p<0.01, ** p<0.05, * p<0.1

잠재평균값의차이
14) cohen’d 지수    는 요인 간 등분산성이 검증되어 구할 수 있었다(이순묵･김한조,
공통의표준편차
2011: 85). 집단 간 잠재변수의 분산을 같게 놓은 ‘측정, 절편, 오차 분산 및 요인 분산 제약 모형’에서
공통의 표준편차를 구한 후, 이 분석의 최종 모형인 ‘측정 및 절편 제약모형’에서 잠재평균의 차이를
도출해 구한다. 지수가 0.2 미만이면 작은 정도, 0.5 미만이면 중간 수준, 0.8을 초과하면 큰 잠재변수
차이가 있다고 해석한다(김주환 외, 2009: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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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집단분석
관리직은 일 지향으로 대변되는 경력 열망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지만, 장시간 노동 환경
에서 소진감을 느낀다면 일정체성이 약해질 수도 있다. 이에 52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
이하와 초과 노동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림 1]의 분석 모형에 제시했듯 직무만족도와 일생
활 갈등, 그리고 이 두 변수에 의한 일지향성 정도에 대한 다중집단분석을 하였다. 다중집단
분석을 하기 위해 ‘두 집단에 아무런 제약도 하지 않은 비제약 상태의 형태동일성과, 요인부
하량 동일성, 공분산 동일성15), 요인부하량 및 공분산 동일성, 요인부하량･공분산 및 오차
분산 동일성’인 5개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했다(<표 6> 참조).16) 요인부하량 동일성, 곧 측정
동일성 검증은 두 집단이 설문지 등 측정 도구를 똑같이 인식하여 서로 동일한 의미의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는지, 즉 인과관계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타당성 검증
이다. 특히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지표)의 관계인 이 요인부하량 동일성이 최소한 성립되어
야만, 관측변수로 알고자 하는 잠재변수(구성개념)가 집단 간에 똑같이 인식되어 측정동일
성 요건이 만족되게 된다(우종필, 2014: 415~416, 423, 457). 비제약모형을 기준으로 4개
의 동일성 제약 모형을 비교하여 모형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요인부하량 동일성 모형이 형
태동일성 모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유사하여(△  (10)=13.013, p=0.223) 더 간
략한 모형인 요인부하량 동일성 제약 모형을 채택할 수 있음으로써, 모든 집단이 측정도구
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표 6> 52시간 이하 근무 집단과 초과 근무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


df

TLI

△ (△df)

△p

비제약모형

1800.727

462

0.692

0.742

0.059

요인부하량 제약모형

1813.740

472

0.698

0.742

0.058

13.013(10)

0.223

공분산 제약모형

1814.047

473

0.699

요인부하량, 공분산
제약모형

0.742

0.058

13.320(11)

0.273

1827.771

483

0.704

0.741

0.058

27.044(21)

0.169

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제약모형

1857.236

500

0.712

0.739

0.057

56.510(38)

0.027

CFI

RMSEA

15) 다중집단 경로분석의 예에 따라, 잠재변수의 분산과 공분산 동일성 검증 시 ‘총근무시간, 일가정투성,
과도한 업무량’ 같은 다중 지표변수들의 분산도 포함하였다(우종필, 2014: 446).
16) 다중집단분석에서 비제약모형과 요인부하량 제약모형의  , 적합도 지수 등(<표 6>)이 잠재평균분석의
비제약모형 및 요인부하량 제약모형 결과(<표 4>)와 다른 이유는, 다중집단분석 모형에 잠재변수 외 여

러 지표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잠재평균분석은 잠재변수들만의 상관관계를 상정한 공분산
구조 모형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김주환 외, 2009: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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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동일성이 성립하여 본격적으로 변수들 간 관계가 장시간 근로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일 중심적인 노동 헌신 문화가 강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낮고,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는 직무만족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일생활 갈등이 높았다(<표 7> 참조). 잠재변수와 장시간 노동 관련 지표변수 등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각 경로를 제약한 모형을 기저모형인 비제약모형과 비교하여 집단 간 차이를 도출
한 결과, 일생활 갈등과 일지향성에 대한 영향만이 통계적으로도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하게
달랐다(<표 8> 참조).
따라서 <표 8>을 바탕으로 <표 7>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경우만 해석하면, 52시간 이
하 일하는 여성이 오히려 52시간 넘게 일하는 여성보다 일가정 침투성이 심할수록 일생활
갈등이 높고, 52시간 초과 집단과 달리 총근무시간이 길수록 일생활 갈등도 높았다. 주 52
시간 넘게 일하는 여성은 노동시간이 길어 직장과 가족의 경계가 없을 정도로 일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 긴 노동시간이나 일가정 침투성이 일생활 갈등을 유의미하게 높이진 않지만,
52시간 이하 일하는 여성에게는 일이 많아 퇴근 후나 주말에 집에서 일해야 하거나, 장시간

의 초과 노동이 예외적이거나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므로, 오히려 52시간 넘게 일하는 여
성보다 일생활 갈등이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잠재평균분석 결과와 종합하면, 관리직
기혼여성에서 장시간 노동집단은 일생활 갈등의 인식 정도가 높지만, 또 장시간 노동을 보
편적인 일규범으로 수용하는 경향도 있어서 긴 노동시간이나 일과 가족의 경계가 없는 현실
이 일생활 갈등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52시간 이하와 초과 집단 모두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일생활 갈등이 낮고 일지향
성은 높았는데 52시간 초과 집단에서 효과가 더 커서, 장시간 일하는 관리직 기혼여성에서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일생활 갈등이 낮아지고, 일지향성도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었다.
즉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가 주 52시간 이하 근무자에 비해 일생활 갈등과 일지향성에 대한
직무만족도의 효과가 더 커서 직장 요인이 더 중요했다. 장시간 일하는 관리직 여성이야말
로 직장 요인에서 비롯된 직무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일생활 갈등과 일지향성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더 강한 것이다.
또 전체 관리직 기혼여성의 일지향성에 있어서도 일생활 갈등보다 직장 요인을 대변하는
직무만족도가 더 중요했다. 잠재변수 간 매개효과17)를 표준정규분포의 ‘5% 유의수준’을 기
준으로 살펴보면, 일지향성에 대한 직무만족도의 총효과에서 일생활 갈등을 통한 매개효과

17) 매개효과 검정은 간접효과 표본분포의 정규성, 대칭성을 가정하지 않고 모집단 내 표본들의 반복적 추
출(resampling)로 신뢰구간과 간접효과를 정확히 추정하여 sobel 검정 등 기타 검정 기법보다 더
타당하고 검정력도 높다고 평가되는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했다(Hayes, 2015:
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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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0.027)보다 직무만족도의 직접효과(β=0.391)가 더 강력했고, 무엇보다 전체 집단과 노

동시간별 집단 모두 일지향성에 대해 직무만족도의 직접효과만 유의미했다(<표 9> 참조).
즉 직무만족도가 일생활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일지향성까지 보면 직무만족도
가 일생활 갈등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경력 열망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
었다. 오히려 일지향성에 대한 직무만족도와 일생활 갈등 각각의 영향을 표준화 회귀계수를
중심으로 비교하면, 관리직 여성은 성공과 성취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
만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봤듯 상대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동원하거나 개인 시간 관리를
개선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일생활 갈등 문제(β=-0.105)보다 직장이라는 외부적인 요
인에 대한 만족(β=0.391) 정도가 일지향에 있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가설1

“장시간 일하는 관리직 기혼여성의 일지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일생활 갈등 정도 자체보

다 직장 요인을 대변하는 직무만족도가 더 중요할 것이다.”는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두 집단 모두 직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증가해서, 직무만족도에 직무자
율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앞의 회귀분석과 같은 결과였다(<표 3> 참조). 하지만 일 지향에
대해서는 두 노동시간 집단 모두 직무자율성의 유의미한 영향이 없어서, 높은 직무자율성이
관리직 기혼여성의 일 열망과 일에 대한 의미를 직접적으로 강화시키는 요인이라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직무자율성과 일지향성 간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아서, 앞서 직무만족도
및 일생활 갈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설2 “관리직 기혼여성의 장시간 노동

상황에서 직무자율성은 직무만족도, 일생활 갈등, 일지향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는 뒷받침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특히 주 52시간 넘게 장시간 일하는 관리직 기혼여성의 경우 일지향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만족도이며, 이러한 직무만족도에는 업무 수행의 재량권을
의미하는 직무자율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따라서 관리직 기혼여성에게 있어 직무만족도
를 높일 수 있는 자율적 작업조직의 구축이 중요하지만, 일지향성까지 고려한다면, 장시간
노동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과 승진, 차별금지 등 장시간 노동 체제의 긴장과 소
진을 상쇄하고 경력몰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장 요인을 통한 직무만족도 제고가
한층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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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52시간 이하, 초과 근무 집단의 모수 추정치(비제약모형)
직무만족도 ← 총근무시간

주 52시간 이하 근무 집단

주 52시간 초과 근무 집단

-0.019(-0.181)***

-0.012(-0.122)

직무만족도 ← 일가정 침투성

-0.017(-0.035)

-0.059(-0.125)

직무만족도 ← 과도한 업무량

-0.120(-0.267)***

-0.096(-0.184)**

직무만족도 ← 일중심문화

-0.102(-0.186)***

-0.172(-0.286)**

0.015(0.053)

-0.002(-0.005)

직무만족도 ← 근속연수

-0.001(-0.013)

0.009(0.145)

직무만족도 ← 기업규모

0.055(0.134)***

0.115(0.241)***

0.023(0.049)

0.056(0.103)

직무만족도 ← 업무

직무만족도 ← 직급
직무만족도 ← 임금

0.064(0.057)

0.312(0.241)***

직무만족도 ← 직무자율성

0.065(0.141)***

0.134(0.297)***

일생활갈등 ← 총근무시간

0.030(0.174)***

0.007(0.046)

일생활갈등 ← 일가정 침투성

0.217(0.272)***

-0.039(-0.056)

일생활갈등 ← 과도한 업무량

0.286(0.383)***

0.342(0.445)***

일생활갈등 ← 일중심문화

0.190(0.209)***

0.076(0.085)

일생활갈등 ← 직무만족도

-0.334(-0.200)***

-0.907(-0.611)***

일생활갈등 ← 업무

0.003(0.007)

-0.012(-0.026)

일생활갈등 ← 근속연수

-0.008(-0.087)**

-0.005(-0.055)

일생활갈등 ← 기업규모

0.030(0.043)

0.148(0.208)***

일생활갈등 ← 직급

-0.018(-0.022)

-0.007(-0.009)

일생활갈등 ← 임금

0.204(0.108)***

0.488(0.254)***

0.076(0.082)**

0.035(0.041)

일생활갈등 ← 자녀수
일생활갈등 ← 직무자율성

-0.072(-0.093)***

0.055(0.082)

일지향성 ← 직무만족도

0.583(0.375)***

1.361(0.796)***

일지향성 ← 일생활갈등

-0.108(-0.116)**

0.149(0.129)

일지향성 ← 업무

0.025(0.059)

0.025(0.047)

일지향성 ← 근속연수

0.006(0.067)*

0.003(0.033)

일지향성 ← 기업규모

0.047(0.074)*

-0.091(-0.112)

일지향성 ← 직급

0.049(0.065)*

0.021(0.022)

일지향성 ← 임금

0.059(0.034)

-0.447(-0.202)*

-0.003(-0.004)

-0.035(-0.035)

0.034(0.047)

-0.017(-0.021)

일지향성 ← 자녀수
일지향성 ← 직무자율성

주: 1)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이고, 표준화 계수는 괄호 안에 제시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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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 제약 모형의 차이(52시간 이하, 초과 근무 집단)
△df

△

p

△TLI

직무만족도 ← 총근무시간
직무만족도 ← 일가정 침투성

1
1

0.424
0.66

0.515
0.417

-0.001
-0.001

직무만족도 ← 과도한 업무량
직무만족도 ← 일중심문화
일생활갈등 ← 총근무시간

1
1
1

0.185
0.684
3.367*

0.667
0.408
0.067

-0.001
-0.001
0.000

일생활갈등 ← 일가정 침투성
일생활갈등 ← 과도한 업무량
일생활갈등 ← 일중심문화

1
1
1

12.459***
0.506
0.988

0.000
0.477
0.320

0.002
-0.001
-0.001

일생활갈등 ← 직무만족도
일지향성 ← 직무만족도
일지향성 ← 일생활갈등

1
1
1

5.680**
3.302*
1.056

0.017
0.069
0.304

0.000
0.000
-0.001

모든 계수에 동일성 제약

11

19.483*

0.053

-0.005

주: *** p<0.01, ** p<0.05, * p<0.1

<표 9>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비교(52시간 이하, 초과 근무 집단)
전체

주 52시간 이하

주 52시간 초과

일생활갈등←직무만족도

-0.431(-0.252)***

-0.334(-0.200)***

-0.907(-0.611)***

일지향성←일생활갈등

-0.098(-0.105)**

-0.108(-0.116)**

0.149(0.129)

일지향성←직무만족도

0.621(0.391)***

0.583(0.375)***

1.361(0.796)***

0.042(0.027)*
(p=0.066)

0.036(0.023)*
(p=0.097)

-0.135(-0.079)
(p=0.843)

일지향성←일생활갈등←직무만족도

주: 1)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이고, 표준화 계수는 괄호 안에 제시
2) 일지향성←일생활갈등←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유의도는 비표준화 계수 기준으로 구한 것임.
3) *** p<0.01, ** p<0.05, * p<0.1

4. 시차출퇴근제에 따른 직무만족도, 일생활 갈등, 그리고 일지향성의 관계
(1) 잠재평균분석
유연근무제도를 대표하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 경우 장시간 근로 요인인 ‘근무시간, 일
가정 침투성, 과도한 업무량, 일중심문화’가 직무만족도와 일생활 갈등, 그리고 일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달라질까?
먼저 시차출퇴근제 활용 여부에 따른 잠재변수의 평균값 차이를 비교하는 잠재평균분석
결과, 비제약모형이 적합하고(TLI=0.873, CFI=0.901, RMSEA=0.057), 비제약모형과 요인
부하량 제약모형(△  (10)=15.565, p=0.113), 요인부하량 제약모형과 측정 및 절편 제약모
형 간의 차이(△  (14)=10.568, p=0.720)도 유의하지 않아서, 형태동일성, 메트릭동일성,
절편 동일성 모두 만족하여 구할 수 있었다(<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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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시차출퇴근제 미활용 집단과 활용 집단 간 동일성 검증


df

TLI

CFI

RMSEA

△ (△df)

△p

비제약모형

524.679

142

0.873

0.901

0.057

요인부하량 제약모형

540.244

152

0.880

0.899

0.055

15.565(10)

0.113

측정 및 절편 제약모형

550.813

166

0.891

0.900

0.053

10.568(14)

0.720

측정, 절편, 오차 분산 제약 모형

573.248

180

0.897

0.898

0.051

22.435(14)

0.070

측정, 절편, 오차 분산 및 요인 분산
578.745
제약 모형

184

0.899

0.898

0.051

5.497(4)

0.240

분석 결과, 관리직의 기혼여성은 시차출퇴근제 활용, 미활용 집단 간에 일중심문화나 일
생활 갈등, 일지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시차출퇴근제 활용 여부와 상
관없이 잠재변수의 평균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다(<표 11> 참조). 다만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여성은 활용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작은 차이지만(cohen'd=0.20) 직무만족도가
약 0.09점 더 높았다.
<표 11> 시차출퇴근제 미활용 집단과 활용 집단 간 잠재평균차이 분석
시차출퇴근제 미활용집단

시차출퇴근제 활용집단

C.R.

효과크기(d)

일중심문화

0

-0.124

-1.296

0.164

직무만족도

0

0.086

1.664*

0.195

일생활갈등

0

-0.054

-0.650

0.070

일지향성

0

0.043

0.505

0.065

주: *** p<0.01, ** p<0.05, * p<0.1

(2) 다중집단분석
그렇다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경우 관리직 기혼여성의 직무만족도와 일생활 갈등, 그
리고 일지향성 등의 변수 간 관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요인
부하량 동일성 모형이 형태동일성 모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10)=13.421,
p=0.201) 더 간략한 요인부하량 제약 모형이 선택됨에 따라, 최소한의 측정동일성 요건은

만족할 수 있었다(<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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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시차출퇴근제 미활용 집단과 활용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


df

TLI

CFI

RMSEA

△ (△df)

△p

비제약모형

1856.432

462

0.687

0.738

0.060

요인부하량 제약모형

1869.853

472

0.693

0.738

0.060

13.421(10)

0.201

공분산 제약모형

1876.944

473

0.693

0.737

0.060

20.513(11)

0.039

요인부하량, 공분산
제약모형

1890.371

483

0.698

0.736

0.059

33.939(21)

0.037

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제약모형

1916.623

500

0.706

0.734

0.058

60.192(38)

0.012

이에 다중집단분석을 진행한 결과, 기저모형인 비제약모형과 경로계수 제약 모형의 차이
는 과도한 업무량과 일중심문화가 일생활 갈등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도가 일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유의미했다(<표 14> 참조).18) 이를 바탕으로 시차출퇴근제 미활용 집단
과 활용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만 해석하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활용
한 집단보다 과도한 업무량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일생활 갈등이 더 심해졌다(<표 13> 참
조). 또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지 않는 관리직 여성은 직장 내 헌신을 강요하는 일규범이
강할수록 일생활 갈등이 심하지만,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경우 이러한 일중심규범의 부
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면 시차출퇴근제 활용 집단은 미활용 집단에 비해 직무 자체,
근무환경, 근로시간 등 직장요인에 대한 만족도인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일지향성이 더 강
해졌다. 따라서 시차출퇴근제가 과도한 업무량과 일중심문화가 일생활 갈등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잠재평균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에
따라 일에 대한 의욕과 열망도 더 상승시킨다고 볼 수 있다. 즉 잠재평균분석과 종합하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관리직 기혼여성은 활용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높
고 일지향성에 대한 직무만족도의 영향도 더 커서,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등
직장 요인이 만족도를 높이고 일에 대한 태도에도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했든 안 했든 앞의 노동시간별 구분과 마찬가지로 표준정규
분포의 5% 유의수준에서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일생활 갈등이 낮고, 일지향성에 대해서도
직무만족도의 긍정적인 직접효과만 있을 뿐 일생활 갈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없었다
(<표 15> 참조). 경력 추구와 일 지향에 직무 자체, 근무 환경, 노동시간 같은 직장 요인 관

련 직무만족도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뿐, 직무만족도에 의해 일생활 갈등 정도가 영향을 받

18) 비제약모형과 모든 계수를 같게 제약한 모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11)=15.786,
p=0.149), 엄밀하게 보면 경로계수들이 집단 간에 다르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경로
계수 하나하나는 유의미한데 전체적으로 효과가 합해지면서 뭉개져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일 수 있다.
김주환･김은주･홍세희(2006: 258)도 이 경우에도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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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해서 이 상황이 일지향성에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시차출퇴근제 활용
여부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여부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일지향성에 직장 요인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차출퇴근제는 관리직 기혼여성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그만큼 일지향성도 향상시
키고, 반대로 과도한 업무량과 일중심문화가 일생활 갈등을 높이는 부정적 영향은 경감시키
는 효과가 있다. 다만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하여 높아진 직무만족도로 인해 일반적으로 일생
활 갈등이 낮아진 것일 뿐, 이것이 더 나아가 일지향성에까지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
가설3 “관리직 기혼여성의 시차출퇴근제 활용이 직무만족도, 일생활 갈등, 일지향성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다.”가 지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시차출퇴근제 미활용, 활용 집단의 모수 추정치(비제약모형)
직무만족도 ← 총근무시간
직무만족도 ← 일가정 침투성
직무만족도 ← 과도한 업무량
직무만족도 ← 일중심문화
직무만족도 ← 업무
직무만족도 ← 근속연수
직무만족도 ← 기업규모
직무만족도 ← 직급
직무만족도 ← 임금
직무만족도 ← 직무자율성
일생활갈등 ← 총근무시간
일생활갈등 ← 일가정 침투성
일생활갈등 ← 과도한 업무량
일생활갈등 ← 일중심문화
일생활갈등 ← 직무만족도
일생활갈등 ← 업무
일생활갈등 ← 근속연수
일생활갈등 ← 기업규모
일생활갈등 ← 직급
일생활갈등 ← 임금
일생활갈등 ← 자녀수
일생활갈등 ← 직무자율성
일지향성 ← 직무만족도
일지향성 ← 일생활갈등
일지향성 ← 업무
일지향성 ← 근속연수
일지향성 ← 기업규모
일지향성 ← 직급
일지향성 ← 임금
일지향성 ← 자녀수
일지향성 ← 직무자율성

시차출퇴근제 미활용 집단
-0.011(-0.170)***
-0.018(-0.039)
-0.119(-0.264)***
-0.116(-0.213)***
0.010(0.035)
0.002(0.035)
0.061(0.148)***
0.022(0.046)
0.117(0.105)***
0.078(0.173)***
0.021(0.179)***
0.182(0.223)***
0.319(0.402)***
0.207(0.216)***
-0.392(-0.222)***
0.009(0.019)
-0.008(-0.085)**
0.043(0.059)*
-0.032(-0.038)
0.241(0.123)***
0.078(0.081)**
-0.083(-0.104)***
0.572(0.368)***
-0.099(-0.112)**
0.029(0.068)*
0.005(0.06)
0.049(0.076)*
0.045(0.060)
0.034(0.020)
-0.008(-0.010)
0.056(0.080)**

주: 1)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이고, 표준화 계수는 괄호 안에 제시
2) *** p<0.01, ** p<0.05, * p<0.1

시차출퇴근제 활용 집단
-0.009(-0.126)
-0.038(-0.068)
-0.143(-0.309)***
-0.167(-0.282)**
0.007(0.024)
0.001(0.016)
0.073(0.142)
0.083(0.144)
-0.083(-0.051)
0.079(0.146)
0.007(0.083)
0.114(0.181)*
0.181(0.343)***
-0.094(-0.139)
-0.648(-0.567)***
-0.029(-0.084)
-0.008(-0.124)
0.079(0.135)
0.040(0.061)
-0.011(-0.006)
0.066(0.094)
0.090(0.146)
1.228(0.714)***
0.197(0.131)
0.031(0.060)
0.006(0.054)
-0.011(-0.012)
0.000(0.000)
0.035(0.012)
-0.044(-0.042)
-0.163(-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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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 제약 모형의 차이(시차출퇴근제 미활용, 활용 집단)
△df

△

직무만족도 ← 총근무시간

1

직무만족도 ← 일가정 침투성

1

p

△TLI

0.052

0.82

-0.001

0.083

0.774

-0.001

직무만족도 ← 과도한 업무량

1

0.157

0.692

-0.001

직무만족도 ← 일중심문화

1

0.387

0.534

-0.001

일생활갈등 ← 총근무시간

1

1.814

0.178

0.000

일생활갈등 ← 일가정 침투성

1

0.799

0.371

-0.001

일생활갈등 ← 과도한 업무량

1

3.169*

0.075

0.000

일생활갈등 ← 일중심문화

1

9.07***

0.003

0.001

일생활갈등 ← 직무만족도

1

1.631

0.202

-0.001

일지향성 ← 직무만족도

1

3.606*

0.058

0.000

일지향성 ← 일생활갈등

1

1.256

0.262

-0.001

모든 계수에 동일성 제약

11

15.786

0.149

-0.006

주: *** p<0.01, ** p<0.05, * p<0.1

<표 15>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비교(시차출퇴근제 미활용, 활용 집단)
전체

시차출퇴근제
미활용

시차출퇴근제
활용

일생활갈등←직무만족도

-0.431(-0.252)***

-0.392(-0.222)***

-0.648(-0.567)***

일지향성←일생활갈등

-0.098(-0.105)**

-0.099(-0.112)**

0.197(0.131)

일지향성←직무만족도

0.621(0.391)***

0.572(0.368)***

1.228(0.714)***

0.042(0.027)*

0.039(0.025)*

-0.128(-0.074)

(p=0.066)

(p=0.057)

(p=0.523)

일지향성←일생활갈등←직무만족도

주: 1)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이고, 표준화 계수는 괄호 안에 제시
2) 일지향성←일생활갈등←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유의도는 비표준화 계수 기준으로 구한 것임.
3) *** p<0.01, ** p<0.05, * p<0.1

Ⅴ. 토론 및 결론
이 연구는 성취 욕구가 강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혼의 관리직 여성들이 장시간 일하는 상
황에서 경제활동 열망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배경이 무엇인지 직무만족도 및 일생활 갈등
의 결정 요인과 이들의 일지향성에 대한 영향, 그리고 각각의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긴 노동시간, 과도한 업무량, 일가정 침투성, 일 중심적 노동
문화’로 대변되는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52시간 초과의 실질적인 장시간 노동과 시차출퇴근
제로 측정한 유연근무제도 활용이 관리직 기혼여성의 직무만족, 일생활 갈등의 정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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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 간의 관계에 여하한 조절효과를 갖는지 상호작용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잠재
평균분석 및 다중집단분석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통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가족 돌봄 역할 수행에 사회경제적 자원 동원이 상대적으
로 용이한 관리직 기혼여성의 경우, 경력 추구와 몰입에 결정적인 것은 가족영역과의 관련
성이 높은 일생활 갈등보다는 일영역에서의 만족도였다. 즉, 분석 결과는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작업조직’의 구축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장시간 일하는 관리직 기혼여성
은 남성 중심적인 장시간 노동 규범이 녹아있는 조직 및 작업장 내 방침과 문화 코드, 남성
연대 네트워크 속에서 일상적으로 좌절을 경험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관리직 기혼여성
의 일 지향에 있어 관습적으로 중요하게 간주되는 일생활 갈등보다 조직에서 만족감을 얻는
정도가 관건이라는 분석 결과는, 관리직종에서 남성 중심적인 장시간 노동관행과 결합되어
반(反)여성노동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작업장 체제의 문제와 조직적 변화의 필요성을 함께
시사한다.
둘째, 직무자율성 인식은 직무만족도에 특히 강력하게 작용했다. 즉, 직무만족의 경우 관
리직 기혼여성 자신이 어느 정도로 업무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는지에 관한 자율성 인식
정도가 특히 중요했는데, 다만 잠재변수 간 연계를 고려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직무자율
성이 일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의 조직 방식과
관련된 자율성은 직무만족에 작용하지만, 일에 대한 몰입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장시간 일하는 관리직 기혼여성에게 직무자율성이 확보되면 일지향에 긍정
적인 영향을 갖는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므로, 높은 직무자율성이 일 열망을 유지시키는 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상하고 있는 관리직 여성들과 경제활동을 한층 더 필수
적인 생애과정으로 인식하는 청년층 여성들이 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의 훼손 없이 장기적인
전망에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작업 관행
및 조직의 구축을 포함해야 한다. 더불어 여성의 일지향성에 핵심적인 직무만족을 제고하기
위해 긴 노동시간으로 구현된 열정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공정한 임금, 배치, 승진 등 평등한
인적관리제도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시간 일하는 관리직 기혼여성들에게 시차출퇴근제의 가용성은 직무만족을 높이
고 이에 따라 일지향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차출퇴근제 활용은 일중심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일생활 갈등 경험까지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기존연구가 보여주듯 성과를 중시하는 관리직의 경우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자칫 조직이 가
하는 불이익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제도 도입 자체보다 유연근무제도 활용을 조직
전반적인 차원에서부터 확산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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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실시되고, 광범하게 노동시간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

던 특례업종도 축소되면서 어느 때보다 노동시간 단축과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 담론에서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가 억압해 온 여성 노동에 대한 근
본적인 문제제기와 성찰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관리직 기혼여성의 노동 의지와 일에 대한 열망,
경력 지향성이 어떤 기제를 통해 제약되어 왔는지 고찰하였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시급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래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에 끌어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
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되면서,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의 가족친화정책 등을 여성노동정책의 핵심에 두는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주로 공급측에 초점을 두는 가족친화정책이 놓친 것은 작업장 내 여성의 경험이었다. 직장
요인을 강조하는 이 연구는 이처럼 일과 가족의 병행 내지 일-가족 영역의 충돌 완화에 주
력했던 기존 정책들이 관리직 여성의 경력 유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또 여성들의 경력 포기가, 여성이 가족 내 역할 수행을 자신의 경력과 사회적 삶 등 성취
욕구에 비해 한층 중요하다고 판단에서가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비해 공정하고 평등하고
존중받는 직장과 일 경험이 부재하고 출산과 육아를 사회의 책무로서 지원하기보다 불이익
을 주는 조직에 좌절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문제제기한다.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299인 이하 사업장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최근 법정 노동시간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
도 기간 연장 방침을 발표하면서 완전한 상한제 실시는 사실상 연기되었다. 이 상황에서 이
글은 장시간 노동체제 속 여성노동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 규범을 일반화하고 있는 관리직 기혼여성에게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는 직무만족도를 낮추고 일생활 갈등의 정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이 초래하는 노동의 질 저하와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라도 52
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의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직무자
율성이 높거나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수 있는 등 노동자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업조직을 정비한다면, 노동자의 직무만족이 향상되어 일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유지할 개
연성도 있다. 이처럼 직무만족에 있어서는 직무자율성 정도가 중요하지만, 일지향성까지 본
다면 장시간 노동에 상응하는 평등한 작업장 체제의 완비를 통한 직무만족도 향상이 중요하
다. 직장과 가정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는 관리직 기혼여성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경력을 위해 분투하는 이들의 경제활동 열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다양한 정책적 고려와 실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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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ong Work Hours and Economic Activity Aspirations of
Managerial Married Women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Satisfaction, Work-Life Conflict, and Work Orientation
19)

Ji-Sun Moon*⋅Hyunji Kwon**
This study examined three hypotheses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satisfaction, work-life conflict, and work orientation in order to find out the
mechanism of economic activity aspirations of managerial married women
depending on working long hours over 52 hours a week. Because workers who
labor long hours for more than 52 hours a week have lower work-life conflict as
their job satisfaction is higher, and only job satisfaction is significant in the work
orientation, it emphasizes changes of the workplace system through gender equal
pay and promotion corresponding to the long work hours to improve job
satisfaction. So this study criticizes previous researches regarding even the career
interruption of managerial married women who have a high will to work as a result
of the individual factors like roles in the family. In addition, positive job autonomy
recognition lowers work-life conflict and raises job satisfaction, so with job
autonomy, there is a possibility their aspirations will be less frustrated. Finally,
because the use of the staggered working hours enhances job satisfaction, alleviates
the adverse effects of causing work-life conflict, and increases the work
orientation, the organizational effort is required to make the staggered working
hours the basis of a useful time flexibility system.

Keywords: managerial married women, long-hours work regime, job autonomy,
job satisfaction, work-life conflict, work orientation, the staggered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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